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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Music reduces anxiety and the need for sedatives in preoperative patients.  Currently, propofol is usually infused 

us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device.  With the use of such a device,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usic on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for loss of consciousness.

  Methods:  Sixty-five ASA 1 or 2 patients aged 35 to 55 years who were scheduled for general anesthesia were randomly 

allocated to either the control, music or headphone group.  The control group patients were exposed to the ambient operating 

room atmosphere (n = 17), the music group patients listened to music (n = 25), and headphone group wore a headphone alone 

without listening to music (n = 23).  Propofol was infused with a predetermined effect-site concentration and we determined loss 

of consciousness in patients by a verbal response and eyelash reflex for 3 minutes.  Each concentration of propofol was 

predetermined by the up-and-down method with 0.4μg/ml as the step size.

  Results:  Loss of consciousness was observed at a concentration of 4.20 ± 0.25μg/ml in the control group, 3.60 ± 0.34μg/ml 

in the music group, and 3.73 ± 0.47μg/ml in the headphone group.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for loss of consciousness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music group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 ＜ 0.05).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in the headphone 

group, however,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 = 0.117).

  Conclusions:  Listening to music reduced overall propofol effect-site concentration for loss of consciousness that was required 

by patients.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156∼60)

Key Words:  effect-site concentration, loss of consciousness, music, propofol.

서      론

  음악은 환자의 안락함을 효과 으로 증진시키는 비 약물

 요법(non-pharmacologic therapy)으로, 수술  음악의 청

취는 환자를 이완시켜 평온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1) 불안 

감소2)  진정에 도움이 된다.3) 한 부 마취 하의 수술 

는 부 마취 하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음악은 환자

의 진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며 propofol의 용량 감소와 

만족도 증가4)  진통제의 요구량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

닌다.
5)

  그러나 환자의 진정에 비하여 의식소실에는 더 많은 약

제의 용량이 요구되며, 환자의 진정  의식상태의 변화에 

따른 뇌 의 변화가 차이를 보인다. Gugino 등이6) propofol/ 

remifentanil이나 sevoflurane/remifentanil을 사용하여 의식변화

에 따른 뇌 의 변화를 찰한 바에 따르면, 얕은 진정에서

는 뇌 후부의 알   감소와 두부 베타 의 증가가 나

타나고 깊은 진정에서는 알  와 지만 델타  세타 

를 포함하는 두엽 우월성이 증가하며, 의식소실이 일어

나면 델타 와 세타 가 뇌의 반부에서 더욱 증가하면

서 후반부 쪽으로 확산되는 변화가 찰된다. 따라서 음악

은 환자의 의식 상태에 따라 그 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의식의 소실에 한 음악의 효과에 하여 Ganidagli 등은3) 

50분 이상 음악을 청취한 후 주입펌 를 사용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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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Control Music Headphone

(n = 17) (n = 25) (n = 23)

Age  46.0 ± 5.2  45.4 ± 6.0  47.3 ± 6.2

Sex (M/F) 3/14 3/22 2/21

ASA (I/II) 13/4 18/7 13/10

Height (cm) 161.7 ± 6.2 160.9 ± 6.3 159.2 ± 5.6

Weight (kg)   61.4 ± 11.5   60.9 ± 10.5  59.0 ± 8.1

The values are given as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Control: patients exposed to ambient atmosphere, Music: patients 

listening to music, Headphone: patients wearing a headphone 

alone.

속도로 propofol을 주입할 경우, 음악을 듣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안검반사(eyelash reflex)로 측정한 의식소실 시간  

propofol 용량에서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실

제 임상에서 마취 유도를 한 경우, 의식소실을 하여 오

랜 시간 음악을 듣는 것은 실 인 문제가 있다. 한 최

근에는 propofol을 약동학  모델(pharmacokinetic model)이 

내장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 각의 환자들의 나이, 성별, 

신장 등에 맞게 투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

동식 조  주입법에 비하여 심폐 부작용이 고 회복이 빠

른 장 을 지니고 있다.7) 

  자들은 헤드폰을 통한 단시간의 음악 청취가 신마취 

시 목표 농도 조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으로 

propofol을 투여받는 환자에서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effect-site concentration)에 향을 미치는지 조

사하고자 하 다. 한 헤드폰 착용에 의한 부분  소음 감

소가 환자의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에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신마취 하

의 수술이 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속

하는 35−55세의 65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얻었다. 환자들은 수술  

투약을 하지 않았으며, 청각장애, 72시간 내 진정제  

진통제를 투여 받은 환자, 임신, 심 계, 그리고 신경 정

신과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상에서 제외하 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  병실에서 18 G angio-needle로 정

맥로를 확보하고 Ringer’s lactate 용액의  주입을 시작

하 으며, 수술실에 도착한 후 앙와  상태에서 심 도, 비

침습  압측정기, 맥박 산소 측정기를 부착하 다. 

  환자들은 무작 로 조군, 음악군, 헤드폰군으로 분류하

다. 조군은 수술실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3분간 안정

시킨 후 propofol을 사용하여 의식소실을 유도하 다. 음악

군은 propofol 주입 3분 부터 휴 용 CD 이어

(Walkman, Sony Corp., Malaysia)를 사용하여 헤드폰(Dynamic 

stereo headphones, Sony Corp., China)을 통하여 음악을 지속

으로 들려 주었다. 음악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의 

악기로 연주되는 G 선상의 아리아(Air, Orchestral Suit No. 

3)를 사용하 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헤드폰은 소음차단이 

완 하지 않은 것(non-occlusive type)이며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었다. 헤드폰군은 약제 투여 3분 

부터 음악군과 동일한 헤드폰만 착용하고 음악은 들려주지 

않았다. 

  조군에서 17명, 음악군에서 25명, 헤드폰군에서 23명으

로 총 65명의 환자들이 실험에 참여하 다. 실험에 참여한 

세 군의 환자들에서 나이, 체 , 몸무게, 미국마취과학회 신

체등  분류는 차이는 없었다(Table 1).

  환자들의 나이, 성별, 체 , 신장을 목표 조  주입기(Base 

Prime Infusion System, Fresenius Vial infusion technology, 

France)에 입력한 후 2% propofol (Fresofol 2%TM, Fresenius 

Kabi, Austria)을 거치 시키고 Schnider model의8) 효과처 농

도를 선택하 다. 환자들에게 1% lidocaine 40 mg을 정맥으

로 투여한 후 목표 주입기를 통하여 2%의 propofol을 미리 

정해진 효과처 농도로 주입하 다.

  Propofol의 효과처 농도의 결정은 Dixon의 up and down 

method를 사용하여 결정하 다.9) 각 군에서 처음 환자는 

4.0μg/ml로 시작하 고 의식소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군의 다음 환자에서 0.4μg/ml를 낮추어 시행하 고, 의식소

실이 나타나면 해당 군의 다음 환자에서는 0.4μg/ml를 증

가하여 시행하 다. 

  의식소실은 을 떠보라는 명령에 반응 없고 안검반사가 

소실하면 성공으로 정하 고, 그 지 않으면 실패로 정

하 다. 의식소실 여부는 미리 정해진 propofol이 효과처 농

도에 도달하고 3분간 찰하여 결정하 다. 각 환자에서는 

하나의 미리 정해진 농도에서 한 번의 측정만 하 으며 의

식소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당 마취과 의사의 결정에 의

하여 마취 유도를 시행하 다.

  각 군에서 의식소실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다음 환자에서 

의식소실이 일어나는 과정을 교차 (cross-over point; fail/ 

success)으로 하고 6개의 교차 을 얻을 때까지 지속하 다. 

간 은 각 교차 의 평균으로 정의하 으며 각 군에서 

간 의 평균을 EC50으로 하 다.

  자료의 분석에서 나이, 신장, 체   Dixon 방법에 의한 

Propofol의 EC50는 Kolmogorov-Smirnov test로 정규분포를 확

인하 고 군간의 비교에는 one-way ANOVA를 시행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 다. 한 성별, 미국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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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ecutive effect-site propofol concentration in patients 

with raw environment (Control) for EC50 determination. The arrow 

represents the mean propofol concentration when crossing from a 

failure to success for loss of consciousness. The average of these 

concentrations is EC50. EC50 for the loss of consciousness was 

4.20 ± 0.25μg/ml in patients with raw environment. Each 

patient’s data are presented with a circle; a blanked circle means 

successful loss of consciousness and a black circle means 

unsuccessful.

Table 2. EC50 of Propofol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for 

Loss of Concentration by Dixon Method 

Control (n = 17) 4.20 ± 0.25

Music (n = 25) 3.60 ± 0.34*

Headphone (n = 23) 3.73 ± 0.47

The values are given as mean ± SD. Control: patients exposed to 

ambient atmosphere, Music group: patients listening to music (n = 

25), Headphone: patients wearing a headphone alone.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Fig. 2. Consecutive effect-site propofol concentration in patients 

listening to music (Music) for EC50 determination. The arrow 

represents the mean propofol concentration when crossing from a 

failure to success for loss of consciousness. The average of these 

concentrations is EC50. EC50 for the loss of consciousness was 

3.60 ± 0.34μg/ml in patients listening to music. Each patient’s 

data are presented with a circle; a blanked circle means successful 

loss of consciousness and a black circle means unsuccessful.

Fig. 3. Consecutive effect-site propofol concentration in patients 

wearing a headphone alone (Heaphone) for EC50 determination. 

The arrow represents the mean propofol concentration when 

crossing from a failure to success for loss of consciousness. The 

average of these concentrations is EC50. EC50 for the loss of 

consciousness was 3.73 ± 0.47μg/ml in patients wearing a 

headphone alone. Each patient’s data are presented with a circle; a 

blanked circle means successful loss of consciousness and a black 

circle means unsuccessful.

과학 분류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사용하 다. 모든 수

치는 mean ± SD 는 환자의 수로 표시하 으며 P ＜ 0.05 

를 유의하다고 하 다. Probit 분석으로 EC50  EC95 그리

고 95% 신뢰구간을 구했으며 용량 반응 곡선을 구성하

다. 통계 분석은 Microsoft Excell 2000 (Microsoft Inc., 

Redmond WA, USA)와 SPSS for Windows 10.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다.

결      과

  Dixon method에 의한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의 효과

처 농도의 EC50는 조군에서 4.20 ± 0.25μg/ml, 음악군 

3.60 ± 0.34μg/ml, 헤드폰군 3.73 ± 0.47μg/ml이었다. 음악

군은 조군에 비하여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 효과처 

농도의 EC50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그러나 헤

드폰군은 조군에 비하여 propofol의 효과처 농도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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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bit analysis of individual propofol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to loss of consciousness for the plotting the 

dose-response curves. In patients with raw environment (Control), 

EC50 (95 % confidence limit) was 4.11 (3.61−4.50)μg/ml and 

EC95 4.57 (4.31−8.38)μg/ml. In patients listening to music 

(Music), EC50 and EC95 were 3.39 (2.99−3.75)μg/ml and 4.12 

(3.76−6.51)μg/ml, respectively. In patients wearing a headphone 

alone (Headphone), EC50 and EC95 were 3.60 (2.65−4.26)μg/ml 

and 4.61 (4.08−13.56)μg/ml, respectively.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P = 0.117)(Table 2)(Fig. 1, 

2, 3).

  Probit 분석으로 용량-반응 곡선을 구성하 으며 이 분석

에서 조군의 EC50와 EC95 (95% 신뢰구간)는 4.19 (3.61−
4.50)μg/ml와 4.57 (4.31−8.38)μg/ml, 음악군은 3.39 (2.99−
3.75)μg/ml와 4.12 (3.76−6.51)μg/ml, 헤드폰군은 3.60 (2.88

−4.37)μg/ml와 4.61 (4.08−13.56)μg/ml이었다(Fig. 4).

고      찰

  목표 농도 주입은 수동 조 식 주입에 비하여 후두경의 

삽입 시 환자의 움직임이 더 고, 역학이 안정되며, 무

호흡 발생  호흡성 산증이 고 회복이 빠른 장 을 지

닌다.7) 자들이 이 연구에서 사용한 Schnider 모델은 연령, 

체 , 신장  성별 등의 변수들을 입력하여 약동학  모델

의 오차를 인 것으로8) 재 우리나라에서 propofol 투여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의 하나이다. 이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 효과처 농도의 EC50는, 서구의 

남녀 19−65세에서 4.14μg/ml,10) 한국인에서 35−55세의 남

여에서 각각 4.60  4.47μg/mL로 보고되고 있다.11) 따라서 

서로 다른 병원 환경과 찰 시간  방법 등을 고려하면, 

자들이 찰하 던 일상 인 수술실 환경에서 3분간 안

정을 취한 후 propofol에 의한 의식소실이 일어나는 효과처 

농도인 4.20μg/mL는 이들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자들은 헤드폰을 통한 음악을 청취한 경

우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 효과처 농도의 감소를 찰

하 다.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감소

시키는 음악의 이러한 결과는 Ganidagli 등이3) 음악의 청취

가 propofol의 진정을 증가시키지만 마취유도에서 안검반사

를 동반한 의식의 소실에 필요한 시간과 요구되는 propofol

의 용량이 음악을 듣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다라고 한 

것과 조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우리와 몇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먼  Ganidagli 등은3) 투약으로 

midazolam을 사용하고 50분 이상 환자가 선택한 음악을 들

은 후 의식소실을 평가하 다. 한 주입펌 를 사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propofol을 투여하면서 의식소실을 찰한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투약 없이 자들이 선

택한 음악을 약 10분 이내로 청취하면서 propofol을 목표 농

도 주입으로 투여한 자들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

한 방법 상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래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다양한 음악들은 환자들에게 서로 다른 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으로 환자를 안정시키는 음악은 강박(accented 

beat)이나 타악기  요소(percussive characteristics)  당김음

(syncopation)이 없이 악기나 목 악기로 연주되는 느린 

템포의 부드럽고 지속 인 음향이 추천된다.12) 따라서 자

들은 이러한 사항들과 연구 목 을 고려하여 환자를 가장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음악을 문가의 조언

을 얻어 선택하 다. 자들이 선택한 G 선상의 아리아는 

바흐의 ‘ 악 모음곡 제 3편 D 장조’ BWV 1068에 속한 

곡으로, 이 모음곡의 2 악장 아리아를 19세기 명 바이올리

니스트 빌헬미(Wilhelmk)가 독주 바이올린의 G선곡으로 편

곡한 것이다. 이 곡은 폭이 넓고 맑으며 유유하게 흘러 심

원하면서도 아름다운 흐름의 선율을 특징으로 하는 곡이며13)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의 악 

합주로 연주되었다. 

  이 연구에서 음악이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를 감소시킨 기 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음악에 의한 

환자의 이완과1) 불안 감소,2) 진정3) 이외에도 스트 스의 반

응 감소  역학  안정14,15) 등의 작용에 의한 향을 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음악에 의한 수술실의 소음 감

소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이 연구에서 사용된 헤드폰은 

완 한 소음차단을 하지 못하며 헤드폰 만 착용한 경우 의

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 효과처 농도의 유의한 감소를 보

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술실 소음의 조 이 음악에 의한 

환자의 진정에 필요한 propofol 요구량 감소에 향을 미친 

것을 고려하면16) 헤드폰에 의한 음악의 청취에서 소음 차단

의 효과가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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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자들은 헤드폰을 통하여 음악을 청취한 환자들에서 의

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음악의 활용은 비침습 이고, 경

제 이며, 부작용이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한 음악의 사용으로 인하여 의식소실에 필요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감소는 propofol의 용량 증가와 련된 합병증

의 잠재 인 발생을 일 수 있을 것이며 용량 감소로 인

한 경제 인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그리고 헤드폰의 사용

은 불필요하게 의료진이 음악에 노출되어 이에 따른 주의

력의 분산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은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른 여러 형태의 음악

들이 환자들의 의식소실에 미치는 향에 하여는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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