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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evoflurane은 기도 자극이 적고 혈액용해도가 낮아 마취 

회복이 빠르고 마취 깊이의 조절이 용이하여 외래마취나 

소아의 마취 유도와 유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마취 유

도 중 혹은 각성시 흥분(emergence agitation)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3) Sevoflurane 마취 시 각성 흥분에 대해서 

아편유사제, clonidine, dexmedetomidine 등의 예방 효과가 다

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4-8)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의 

발생 기전 및 예방적 치료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Ke-

tamine의 경우에는 마취전처치로 경구 투약하 을 때 de-

s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을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

었고,9) sevoflurane 마취 중 ketamine의 지속 정주가 각성 흥

분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술 후 산소투여의 빈도가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10) 아직까지 소아에서 마취유도 

중 ketamine 일회 정주가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과 

회복에 미치는 향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편도절제술을 시행 받는 소아를 대상으로 

sevoflurane으로 마취유지를 하 을 때, 마취유도 후 일회 정

주한 소량의 ketamine과 fentanyl이 각성 흥분의 발생 빈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The Effect of Ketamine and Fentanyl on the Incidence of Emergence Agitation after Sevoflurane Anesthesia in 
Children undergoing Tonsillectomy 

Hyun Jeong Kwak, M.D.*, Jong Yeop Kim, M.D., Jae Hyung Kim, M.D., Yeui Seok Kim, M.D., and Sung Yong Park,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Gil Medical Center, Gachon Medical School, Incheo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Background:  Sevoflurane anesthesia is associated with emergence agitation in childre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 single intraoperative dose of ketamine and fentanyl on emergence agitation in children undergoing an adenotonsillectomy. 

  Methods:  Ninety children, 3-10 years old, undergoing an adenotonsillectomy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either normal saline (control group), ketamine 1 mg/kg (group K), or fentanyl 1μg/kg (group F) 

after inducing anesthesia.  Ketorolac 0.5 mg/kg was used for postoperative analgesia, and the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The recovery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time to extubation, the discharge time from the PACU, agitation, pain, 

and vomiting were assessed.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groups regarding the time to extubation and discharge from 

the PACU.  The incidence of emergence agitation in the control group, group K, and group F was 46.7%, 13.3%, and 33.3%, 

respectively.  The incidence of emergence agitation and the pain scor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K than in the control 

group (P ＜ 0.05). The incidence of vomiting was similar in the three groups.  

  Conclusions: Children undergoing tonsillectomy with sevoflurane and 1 mg/kg of ketamine given after induction had a reduced 

incidence of emergence agitation without a delay in recovery.  However 1μg/kg of fentanyl had no effect on the incidence of 

emergence agit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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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환자 보호자에게 

마취와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 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에 해당하며 전신마취 하

에 편도와 아데노이드 절제술이 예정된 3세에서 10세 사이

의 소아환자 90명을 대상으로 하 고, 수면무호흡증이나 발

달장애, 정신과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

외하 다. 

  마취전처치로 glycopyrrolate 0.004 mg/kg를 수술 30분전에 

근주하 고,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혈압, 심전도, 맥박

산소포화도를 감시하는 기본 장치를 부착한 후, thiopental 

sodium 5 mg/kg와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O2와 N2O 각각 2 L/min, 

sevoflurane 2.0-2.5 vol%로 하 고,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

이 30-35 mmHg가 유지되도록 조절호흡을 시행하 다. 

  기관내삽관 후 대상 환자를 무작위로 대조군, K군, F군으

로 나누었다. 대조군에서는 생리식염수를, K군은 ketamine 1 

mg/kg를, F군은 fentanyl 1.0μg/kg를 정주하 는데, 약물은 

마취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가 총 용량이 5 ml가 되도록 준

비하 다. 세 군 모두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ketorolac 

0.5 mg/kg를 정주하 다. 

  수술이 종료된 후 sevoflurane과 N2O를 끄고 O2 6 L/min으

로 환기시키면서 잔여 근이완제의 길항은 glycopyrrolate 

0.008 mg/kg과 pyridostigmine 0.2-0.3 mg/kg을 사용하 다. 

환자의 구역반사와 자발호흡이 충분히 회복되었을 때 기관

내튜브를 발관한 후 회복실로 환자를 이송하 다. 이 때 수

술 종료시의 sevoflurane 호기말 농도를 기록하 고, sevoflu-

rane 중단부터 튜브발관까지 소요된 시간을 발관시간으로 

기록하 다. 환자가 회복실 도착 후, 마취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가 환자의 통증과 각성 흥분을 알아보았는데, 통증정

도는 CHIPPS (Children's and Infants' Postoperative Pain Sca-

le) 점수로 평가하여 기록하 고(Table 1),11) 흥분 정도는 

Aono의 4점 척도를 이용하 으며 3점 이상을 각성 흥분으

로 정의하 다(Table 2).2) 환자가 회복실에서 퇴실하는 기준

은 Steward 회복점수에 의해 평가하 고, 회복실에서 머무

는 시간을 기록하 다.12) 수술 후 구토의 발생여부는 기관

내튜브를 발관한 후 회복실에 있는 동안과 수술 후 6시간

이 되는 시점에서 알아보았다.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 또는 환자의 수(백분율)로 표

시하 다.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군 간 환자의 

특성, 수술시간, 발관시간, 회복실시간 및 CHIPPS 점수는 

one-way ANOVA로, 각성 흥분과 구토의 발생 빈도는 chi- 

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대상 환자의 성별, 연령, 체중, 수술시간은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또한 수술이 종료된 후 흡

입마취제를 끄고 기관내튜브를 발관하기까지의 시간과 수

술종료시의 sevoflurane의 농도, 회복실 재실시간도 세 군 간

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복실에서 각성 흥분의 발생 빈

도는 대조군에서 14명(46.7%), K군에서 4명(13.3%), F군에서 

10명(33.3%)으로 K군이 대조군보다 적었으며, CHIPPS 점수

도 K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수술 후 6시간 동

안의 구토의 발생 빈도는 대조군 3명(10.0%), K군 5명

(16.7%), F군 6명(20.0%)으로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본 연구의 Power 분석에서

는 alpha = 0.05, W = 0.3, N = 90일 때 power 값은 0.72

Table 1. Children and Infants Postoperative Pain Scale (CHIP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Item Structure Poi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rying None 0

Moaning 1

Screaming 2

Facial expression Relaxed/smiling 0

Wry mouth 1

Grimace (mouth and eyes) 2

Posture of the trunk Neutral 0

Variable 1

Rear up 2

Posture of the legs Neutral, released 0

Kicking about 1

Tightened legs 2

Motor restlessness None 0

Moderate 1

Restless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assessment has to be completed within 15 sec. During the 

postoperative period, values between 0 and 3 indicate a pain-free 

situation; 4 points or more indicate an analgesic demand with ri-

sing urgency.

Table 2. Aono's Four Point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alm 1

Not calm but could be easily calmed 2

Moderately agitated or restless 3

Combative, excited, or disoriented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ehavioral scores 3 and 4 are considered as emergence ag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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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0.8에는 미치지 못하 다. 

고      찰

  각성 흥분은 수술 후 마취제로부터 각성되는 과정 초기

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적인 흥분상태로, 섬망(de-

rilium)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13) 소아에서는 각성시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흥분

(agitation)이나 소동(excitation)으로 기술하고 있다. 각성 흥

분은 소아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주사바늘을 뽑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고, 수술의 결과에도 향을 미칠 수 있

어, 회복실에서의 환자 관리와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회복실에서 나타나는 각성 흥분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며, 

때로는 진정제나 진통제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데,1) 이는 

회복실 환자 관리 시간을 연장시키고 회복실 퇴실을 지연

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각성 흥분은 ether, cyclopropane, scopolamine 등

을 사용한 경우나 소아에서 편도절제술, 포경수술, 갑상선

절제술 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 으나,14) 최근 desflurane이

나 sevoflurane과 같이 혈액과 조직의 용해도가 낮은 흡입마

취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마취제를 이용한 마취 후 

각성 흥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각성 흥

분의 원인으로는 저산소증, 통증, 방광의 팽만, 오심, 여러 

약물의 향 등을 들 수 있으며,13) 특히 sevoflurane 마취의 

경우에는 마취제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향,3) 빠르게 흡입

마취제가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급성 통증과 불안감, 각성시 

주변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지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다.15) 

이러한 각성 흥분증상은 이전의 연구에서는 수술 중 fen-

tanyl 정주나 비점막 투여, clonidine과 dexmedetomidine과 같

은α2-작용제의 투여, 그리고 ketamine의 경구 투여나 정주 

등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10)

  Fentanyl이 흡입마취제의 각성흥분에 미치는 연구에서, 

Cohen 등은5) 아데노이드 제거술을 받는 소아에서 sevoflu-

rane이나 desflurane으로 마취유지를 하 을 때 마취유도 직

후에 투여한 fentanyl 2.5μg/kg이 회복시간의 지연 없이 각

성 흥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고, Lee 등은16) 

소아 편도절제술시 수술 종료 10분전 fentanyl 1μg/kg 정주

가 진통작용이 없는 midazolam 0.1 mg/kg 정주에 비해 효과

적이라고 하 다. Fentanyl의 투여시기도 마취제의 각성 흥

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Kararmaz 등은9) 마취

유도 중에 투여된 fentanyl 1μg/kg은 desflurane의 각성 흥분

의 빈도를 줄이지 못하 으나, 각성 흥분 발생시 fentanyl 1 

μg/kg 투여는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Im 등은17) 

sevoflurane 마취하에 소아의 편도와 아데노이드 절제술시 

ketorolac 0.5 mg/kg과 fentanyl 1μg/kg 모두 각성 흥분의 발

생빈도를 감소시켜, fentanyl 뿐만 아니라 진통제인 ketorolac

도 각성 흥분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fentanyl 1μg/kg을 마취유도 직후 투여하 을 때 대조

군과 비교하여 각성 흥분의 발생 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fentanyl의 용량과 투여시기 

차이,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환자에서도 ketorolac이 

투여되었던 점 등이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Ketamine은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 길항제로 

마취 유도용량 이하에서도 강력한 진통효과를 보이며,18) 1 

mg/kg 이하의 적은 용량은 호흡억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심

박수와 혈압에 미치는 향도 미미하다.19) Ketamine의 임상

적 사용을 제한하는 환각이나 악몽과 같은 각성 반응은 고

용량의 ketamine 투여 시 발생빈도가 5-30%에 이르나,20) 

Table 3.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ntrol Group K Group F
(n = 30)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20/10 20/10 18/12

Age (yr) 6.5 ± 1.6  6.1 ± 1.6   6.6 ± 1.7 

Weight (kg) 23.0 ± 5.2 23.3 ± 7.3 24.3 ± 6.9

Duration of surgery (min) 47.5 ± 17.2  54.6 ± 18.0  56.7 ± 2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Control: administration of normal saline 

5 ml after the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K: administration of 

ketamine 1 mg/kg after the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F: ad-

ministration of fentanyl 1μg/kg after the induction of anesthesia. 

Table 4. Recovery Profi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ntrol Group K Group F
(n = 30)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vo. concentration (vol%)  1.4 ± 0.4  1.6 ± 0.5  1.6 ± 0.6

Time to extubation (min)  9.6 ± 2.8 10.9 ± 3.5  9.4 ± 2.9

PACU time (min) 27.7 ± 4.3 29.0 ± 4.4 27.5 ± 3.9

Emergence agitation 14 (46.7%)   4 (13.3%)* 10 (33.3%)

CHIPPS score 5.0 ± 3.6   2.3 ± 2.4*  4.1 ± 3.8

Postop. vomiting 3 (10.0%)  5 (16.7%)  6 (2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 Control: ad-

ministration of normal saline 5 ml after the induction of anes-

thesia, Group K: administration of ketamine 1 mg/kg after the in-

duction of anesthesia, Group F: administration of fentanyl 1μg/kg 

after the induction of anesthesia, Sevo. concentration: sevoflurane 

concentration at the end of surgery, PACU time: time to discharge 

from the postanesthesia care unit, CHIPPS score: children's and 

infants' postoperative pain scale score, Postop. vomiting: postopera-

tive vomiting during the first 6 hours after anesthesia. *: P ＜ 

0.05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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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의 경우(1 mg/kg)에는 이러한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

지 않으며, 아편유사제와 비교하여도 악몽이나 환각과 같은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21) 아직까지 

저용량 ketamine을 이용하여 마취 후 각성 흥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Kararmaz 등은9) 소아에서 

마취전처치로 6 mg/kg ketamine을 구강내 투여하여 desflu-

rane 마취 후 회복지연 없이 각성 흥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 고, Kawaraguchi 등도10) 사시수술을 받는 소아에서 마취

유도 후 ketamine 1 mg/kg 정주와 수술 중 ketamine 1 mg/ 

kg/hr 점적주입으로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을 유의하

게 줄일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glycopyrrolate만으

로 마취전처치한 소아 환자에서 마취유도 후 ketamine 일회 

정주만으로도 sevoflurane의 각성 흥분을 줄일 수 있었는데, 

마취전처치로 benzodiazepine계 약물을 투여한 경우나 keta-

mine의 투여 용량 및 투여시기를 변화시켰을 때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이나 회복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의 원인으로는 혈액 용해도

가 낮은 흡입마취제로부터의 빠른 각성으로 인해 환자가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교감신

경계의 흥분과 통증에 대한 반응의 증가 때문에 각성 흥분

이 많이 나타난다는 가설이 있다.15) 그러나 Cravero 등은22) 

자기공명 상 검사를 받는 소아를 sevoflurane으로 마취했을 

때에 56%에서 각성 흥분을 보여, sevoflurane의 각성 흥분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단순히 술 후 급성 통증만으로는 설명

될 수 없음을 시사하 다. 또한 1μg/kg의 fentanyl 정주로 

각성 흥분의 발생 빈도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어, fentanyl

이 각성 흥분을 억제시키는 기전이 단순히 진통작용만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술 후 급성 통

증은 각성 흥분의 하나의 유발인자로 생각되며, 각성 흥분

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아에서 수술 후 통증조절이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sevoflurane 마취시 mida-

zolam 투여는 각성 흥분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각성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연구는16) 진정 작용만으로는 sevoflurane의 각

성 흥분을 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마취

유도 후 투여한 ketamine 1 mg/kg이 발관 시간이나 회복실 

재실시간을 연장시키지 않으면서 각성 흥분을 감소시킨 것

으로 보아, ketamine의 진정작용만으로 sevoflurane의 각성 

흥분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etamine은 말초의 유해자극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유해자극으로 인한 수용체의 중추감작을 예방함으로써 강

력한 진통효과를 가지는데,23) 본 연구에서 소아의 수술 후 

통증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CHIPPS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ketamine 군에서 유의하게 낮아, 이러한 ketamine의 진

통작용이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을 억제시키는 하나

의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Lerman 등은3) sevoflurane 마취 후 흥분이 많은 이유에 대

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하나는 빠른 회복 후

에 나타나는 술 후 통증이고, 다른 하나는 ether 결합을 가

진 흡입마취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추신경계 효과를 지

적한 바 있다. 이러한 흡입마취제의 중추신경계 효과에 대

해 ketamine이 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Ko-

matsu 등은24)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enflurane에 의해 

유발된 활모양강직(opisthotonus)을 ketamine이 유의하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보면, ketamine

이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흥분을 줄일 수 있었던 기전으

로, sevoflurane이 가지는 중추신경계 효과를 ketamine이 억

제하 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편도절제술을 시행 받는 소아에서 sevoflurane

으로 마취유지를 하며 ketorolac 0.5 mg/kg으로 통증조절을 

하 을 때, 마취유도 후 투여한 ketamine 1 mg/kg은 지연회

복 없이 각성 흥분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fen-

tanyl 1μg/kg 정주는 각성 흥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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