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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관내 삽관은 각성상태의 환자에서뿐만 아니라 진정상

태의 환자에서도 반사성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여 기도저항

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전신마취 유도 시 사용하는 정맥마

취제들이 기도저항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

이 이루어졌다. Ketamine은 세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서 히

스타민에 의해 유발되는 기관지 수축을 예방할 수 있어 오

래전부터 천식 환자들의 마취 유도에 이상적인 정맥마취제

로 사용되고 있다.1) 최근 정맥마취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ropofol은 동물실험에서 ketamine과 같이 신경작용을 통해 

기관지 보호 효과를 나타내며,2) 임상적으로도 기도에 대하여 

항콜린성 작용을 일으켜 기관내 삽관으로 인한 기관지수축

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3) 5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말초기도가 전체 기도저항의 50%를 차지하므로 성인에 비하

여 기도저항이 크며, 폐 유순도는 작아서 기관내 삽관 후 기

관지 수축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propofol을 사용한 전신마취 유도 시 기

관내 삽관 후 호흡저항이나 유순도 등의 호흡역학을 ketamine

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소아 외과 정례 수술을 받기로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Propofol and Ketamine on Respiratory Mechanics during Anesthetic Induction in 
Children 

Chae Seong Lim, M.D., Ho Young Lee, M.D., Hee Suk Yoon, M.D., and Soo Chang S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Background:  Propofol and ketamine are believed to reduce airway resistanc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propofol and ketamine on respiratory mechanics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in children.

  Methods:  Forty pediatric patients were assigned randomly to two groups:  propofol (n = 20) and ketamine (n = 20).  Patients 

were anesthetized with propofol (2 mg/kg) or ketamine (2 mg/kg).  All patients were paralyzed with rocuronium (0.8 mg/kg) 

and intubated and ventilated mechanically (ETCO2:  30-40 mmHg, tidal volume:  10 ml/kg, respiratory rate:  15-25 time/min).  

Peak inspiratory pressure (PIP), respiratory resistance (Rr), dynamic compliance (Cdyn) and expiratory tidal volume (Vte) 

measurements were recorded at five time points; 0.5 min after intubation without sevoflurane (baseline), following 2.5 min, 5 

min, 7.5 min and 10 min of ventilation with 2% sevoflurane- 50% nitrous oxide.

  Results:  Rr at 0.5 min after intubation was 27.4 ± 12.7 cmH2O/L/s in the propofol group, and 30.0 ± 13.5 cmH2O/L/s 

in the ketamine group.  Cdyn at 0.5 min after intubation was 28.0 ± 9.9 ml/cmH2O in the propofol group, and 25.1 ± 10.6 

ml/cmH2O in the ketamine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ponse of PIP, Rr, Cdyn and Vte between two 

groups and within groups.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effects of propofol and ketamine on respiratory mechanics were similar during anesthetic 

induction in children.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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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등급 1과 2에 해당되는 환아 중 환아의 질환과 수술 

수기가 기도 유지에 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1-12세 사이

의 소아 40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상기도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천식의 과거력이 있는 환아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대상 환아를 무작위로 propofol군(n = 20)과 ketamine군(n = 

20)으로 나누었으며 수술 전날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마취방

법 및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서를 얻었으며 본

원 임상실험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 다. 대상 환아의 

연령, 체중, 신장 그리고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모든 대상 환아에게 수술실 입실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005 mg/kg를 근주하 으며, 수술실 입실 직전 propofol군에

게는 propofol 1 mg/kg을, ketamine군에게는 ketamine 1 

mg/kg을 정주하 다. 환아의 진정 정도와 호흡 상태를 살피

면서 수술실로 이송한 후 심전도, 혈압계,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부착하여 생체 활력 징후 감시를 시작하 으

며, propofol군에게는 propofol 1 mg/kg을 추가로 정주하 고 

ketamine군에게는 ketamine 1 mg/kg을 추가로 정주하 다. 

의식소실 후 rocuronium 0.8 mg/kg을 정주한 후 2분간 용수

환기시켜 충분히 근이완시킨 후 내경이 4 + 나이/4 mm 가 

되는 튜브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으며 기도반사가 남아

있는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기계호흡은 마취기

(SIESTA MCM 970, Dameca, Denmark)에 있는 호흡기를 사용

하여 일회 호흡 용적을 10 ml/kg으로 ETCO2가 30-40 mmHg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당 호흡수를 15-25회로 나이에 맞

게 미리 설정해 놓고 삽관 후 바로 적용하 으며 실험이 

끝날 때까지 설정을 유지하 다. 삽관 30초 후에 respiratory 

profile monitor (NICO, Novametrix, USA)를 사용하여 최대흡

기압(peak inspiratory pressure, PIP), 호흡저항(respiratory resis-

tance, Rr), 유순도(dynamic compliance, Cdyn) 그리고 일회 호

기량(expiratory tidal volume, Vte)을 측정하여 기저값으로 정

하 으며 그 이후로는 sevoflurane 2.0 vol%, 산소 1.5 L/min, 

아산화질소 1.5 L/min으로 마취 유지하면서 2.5분, 5분, 7.5

분, 10분 후에 각각 같은 항목을 측정하여 기저값에 대한 

백분율 변화를 비교하 다.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1.5)

를 사용하 으며 두 군간 비교는 T-test를 적용하 고 군 내 

시간별 비교는 ANOVA를 적용하 고 검증은 Scheffe 방법

을 사용하여 P ＜ 0.05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기관내 삽관 30초 후 측정한 값들을 살펴보면 PIP, Cdyn 

그리고 Vte는 propofol군이 ketamine군보다 조금 높게 측정

되었고, Rr은 ketamine군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최대 흡기압은 두 군 간, 군 내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 저항은 propofol군에서 

삽관 5분 후에 95.9%까지 감소하 다가 10분 후에 98.4%까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opofol group Ketamine group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5.5 ± 2.6   5.1 ± 2.7

Weight (kg)  23.2 ± 10.1  20.4 ± 9.9

Height (cm) 115.2 ± 17.2 104.4 ± 21.2

Sex (M/F)     14/6     13/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There a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able 2. Baseline Date (0.5 min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without 
Sevofluran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opofol group Ketamine group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IP (cmH2O)  17.4 ± 4.1  17.1 ± 3.2

Rr (cmH2O/l/s)  27.4 ± 12.7  30.1 ± 13.6

Cdyn (ml/cmH2O)  28.0 ± 9.9  25.2 ± 10.6

Vte (ml) 243.3 ± 112.1 233.8 ± 104.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PIP: peak inspiratory pressure, Rr: respiratory 

resistance, Cdyn: dynamic compliance, Vte: expiratory tidal volume. 

There a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Fig. 1. Percentage change in peak inspiratory pressure (PIP) from 

baseline (0.5 min after intubation) to 2.5, 5, 7.5, 10 min after initiation 

of 2% sevoflurane- 50% nitrous oxide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propofol and ketamine.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nd withi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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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ketamine군에서는 5분 후에 

94.4%까지 감소하 다가 7.5분 후에 96.0%로 약간 증가하

다가 10분 후에 다시 95.7%로 약간 감소하 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유순도는 propofol군에서 

삽관 후 5분에 112.0%까지 증가하 다가 10분에 107.2%로 

감소하 고, ketamine군에서는 삽관 후 5분에 115.6%까지 

증가하 다가 7.5분에 115.1%로 다소 감소하 다가 10분에 

115.9%로 다시 조금 증가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Fig. 3). 일회 호기량 역시 두 군 간, 군 내 비교

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Fig. 4). 

고      찰

  기관내 삽관은 기관지 수축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엔 기

관지 경련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5) 또한 전신마취는 

기도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고 무기폐를 유발할 수도 있으

며 폐용적을 줄일 수도 있다.6) 특히 소아는 성인에 비해 기

도저항이 크고 폐 유순도가 작아 기관지 수축에 민감하며 

산소 소모가 크고 기능적 잔기량이 적어 무호흡 시에 저산

소증이 성인에 비해 훨씬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취유도

나 유지 시에 약물을 선택하는 데 더욱 주의하여야 하겠다. 

Propofol은 소아마취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마취 유도 

시에 기도폐쇄의 위험성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숙취효과가 

거의 없어서 외래 환자를 일찍 퇴원시킬 수 있으며, 수술 

후 구역이나 구토를 줄일 수 있다.7) Propofol은 정상인에서

도 히스타민 분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8) 실제로 알러지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기관지 경련을 일으킨 경우도 

보고되었지만,9) 여러 동물실험과 임상연구 결과 기도저항을 

감소시켜 천식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로 평가되고 있다.3,10-13) 이에 본원에서도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propofol을 마취유도 약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기관내 삽관 후의 호흡역학을 ketamine을 마취유도 약물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보았다.

  삽관 후 30초에 측정한 저항, 유순도, 최대흡기압, 일회호

기량을 살펴보면 모든 값들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호흡 저항은 흉벽의 저항, 조직의 저항, 기도의 저

Fig. 2. Percentage change in respiratory resistance (Rr) from baseline 

(0.5 min after intubation) to 2.5, 5, 7.5, 10 min after initiation of 2% 

sevoflurane- 50% nitrous oxide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pro-

pofol and ketamine.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nd within groups.

Fig. 3. Percentage change in dynamic compliance (Cdyn) from baseline 

(0.5 min after intubation) to 2.5, 5, 7.5, 10 min after initiation of 2% 

sevoflurane- 50% nitrous oxide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propofol and ketamine.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nd within 

groups.

Fig. 4. Percentage change in expiratory tidal volume (Vte) from 

baseline (0.5 min after intubation) to 2.5, 5, 7.5, 10 min after initiation 

of 2% sevoflurane- 50% nitrous oxide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propofol and ketamine.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nd withi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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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이완된 상태에서의 폐저항을 정확

히 반 하지만,14) 기관내 삽관 전의 호흡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환아의 인구학적 자료를 바

탕으로 두 군 간 삽관 전 호흡 저항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

고 전제하 다. Wu 등은3) 유사한 방법으로 propofol이 thio-

pentone에 비해 기관지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는 결과를 얻

었다.

  기저값 이후의 측정값들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로 기저값 측정 이후에는 sevoflurane과 

아산화질소가 흡입되었다는 것과, 둘째로 마취유도 시 정주

한 propofol (작용시간: 3-10분)과 ketamine (작용시간: 5-

15분)의 작용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한

다. 우선 저항의 변화를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삽관 후 5분까지 감소하 다가 증가하는데 이는 정맥마취

제의 효과에 흡입마취제의 기관지 확장 효과가15,16) 더해져 

5분 후에 최대효과를 내다가 이후로 정맥마취제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저항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작용시간이 좀더 긴 ketamine을 투여한 경우에는 저

항 감소 효과가 좀더 오래 가는 것을 볼 수 있다(Fig. 2). 

유순도는 저항과 반대 모양의 변화를 갖는데 5분 후까지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데 역시 정맥마취제와 흡입마취제의 

효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ketamine이 좀더 오랜 

시간 높은 유순도를 유지한다(Fig. 3). 최대 흡기 압력의 변

화는 저항의 변화와 유사하다(Fig. 1). 그러나 각 군 내 시

간에 따른 변화에서 모든 측정값들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

었다. 일회 호기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

지만 삽관 후 2.5분까지 감소하 다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삽관으로 인한 기관지수축이 2.5분 후까지 심해졌다가 서서

히 완화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Fig. 4).

  소아에서 propofol의 기관지 확장 효과를 정확히 보기 위해

서는 ketamine뿐만 아니라 sodium thiopental이나 etomidate 등

의 기도 저항에 다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10) 정맥마취제들

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삽관 전의 호흡역학을 측정하여 그 

값을 기저값으로 하여야 하며, 흡입마취제가 아닌 마취 유

도시 정주한 정맥마취제들을 지속 주입하여 마취를 유지해

야 할 것이며, 측정 시간도 삽관 후 30분 정도까지 충분이 

측정하는 것이 좋으며, 용량도 다르게 해서 비교해 보면 좋

겠으나 임상적으로 특히 소아를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어

려운 점들이 많다. Habre 등은12) 천식 환아와 정상 환아에

서 propofol을 사용하여 마취유도한 후 호흡역학을 비교하

는데 유의한 차이가 없어 천식 환아에서도 propofol을 비교

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천식 

환자의 마취에서는 마취 전처치, 마취 유도제, 근이완제, 흡

입 마취제의 선택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임상적으로 기도 

자극을 최소화하고 어떤 약제를 선택하든 적절한 마취심도

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17)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소아에서 마취유도 시 사용되

는 임상용량의 propofol을 투여한 경우의 호흡역학이 keta-

mine을 투여한 경우의 호흡역학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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