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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마취관리시 Propofol-Fentanyl과 Propofol-Ketamine
사용에 따른 꿈의 빈도와 종류, 환자의 정서,
기분 및 만족도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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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Frequency and Contents of Dream, Mood,
Emotion and Satisfaction in the Monitored Anesthesia Care using
Propofol-Fentanyl and Propofol-Ketamine
Byung Cheul Shin, M.D., Kyung Won Seo, M.D., Ji Yong Park, M.D., Hye Won Lee, M.D.,
Hae Ja Lim, M.D., Suk Min Yoon, M.D., and Seong Ho Ch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e monitored anesthesia care (MAC) using propofol-ketamine is useful because of
hemodynamic stability, easy perioperative ventilatory care. But the possibility of psychomimetic emergence from ketamine limits it's usefulness. Fentanyl has the effect of good analgesia but with respiratory
depression.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n the frequency and contents of the
dream, mood, emotion, patient satisfaction between the propofol-ketamine and propofol-fentanyl in cases
of the day care surgery.
Methods: Forty patients scheduled for the elective surgery for carpal tunnel syndrome were selected.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fentanyl group (n = 20) and ketamine group (n = 20). A target
controlled infusion (target effect concentration 2μg/ml) of propofol was done to the patients with either
fentanyl 1.5μg/kg (fentanyl group) or ketamine 0.5 mg/kg (ketamine group). During the monitored
anesthesia care, mean arterial pressure (MAP), oxygen saturation (SaO2), bispectal index (BIS),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scale were recorded. After recovery, at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PACU), OAA/S scale were also evaluated. On leaving the PACU, the patients were asked about
the dream and its contents, emotion, mood, and satisfaction to the anesthesia.
Results: The frequency of dream was higher in the ketamine group otherwis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contents of dream, mood, emotion, and satisfaction on the anesthesia
technique.
Conclusions: The monitored anesthesia care (MAC) with propofol-ketamine may be safely used as
an alternative method to MAC with propofol-fenta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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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0TM, AspectⓇ Medical Systems, Inc., USA)를 부

서

착하고 환자가 안정된 후 마스크로 산소 8 L/min를

론

투여하면서 혈압,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 BIS, obPropofol은 대사 과정이 빠르고 회복시간이 짧으며1)
2)

항구토 작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목표농도조절 주

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scale
(Table 1)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입법(target controlled infusion)을 사용하여 propofol의

환자들은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어 이중 맹검법

목표농도를 정하고 이를 환자의 반응에 따라 조절하

으로 fentanyl군에는 1.5μg/kg의 fentanyl을, ketamine

여 마취 깊이를 신속하게 변환시킬 수 있어

3)

현재

외래마취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군에는 0.5 mg/kg의 ketamine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하
여 3 ml가 되도록하여 각각 정주하였다. 각 약제의

그러나 propofol은 진통작용이 없어 fentanyl과 같

정주 후 목표농도조절 주입법을 이용하여 propofol을

은 아편유사제 등이 진통을 위한 보조약제로 같이

목표농도 2μg/ml로 정주하였다. 수술 시작 후 환자

사용되고 있으나 아편유사제는 진통작용 이외에 호

의 맥박산소포화도가 95% 이하로 감소하면 삼중기

흡억제,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어 사용에 어려

도확보법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맥박산소포

4,5)

움이 동반된다.

화도가 감소하는 경우 비인두 기도유지기를 삽입하

한편 Ketamine은 강한 진통작용과 함께 호흡억제

고 마스크를 이용하여 용수환기를 시행하였다. 수술

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단독으로 과량을 사용할 경

은 피부절개법을 사용하였으며 2%염산리도카인 에

우, 어지러움, 악몽, 환청, 환각 등의 향정신작용이

피네프린(1：100,000)(유한양행, 대한민국) 3.6 ml를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원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그

수술부위에 주사한 후에 실시하였다.

동안 외래마취에서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6) 그

수술이 끝난 직후 propofol 주입을 멈추고 회복실

러나 최근 propofol과 함께 사용 시 propofol의 주사

로 이송된 후, 5분, 15분, 30분에 OAA/S scale을 측

에 의한 통증을 감소시키고, 혈류역학적 변화를 줄

정하고 회복실에서 퇴실할 때 꿈의 유무, 종류(즐거

이며,7) 양호한 수술상태와 진통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운 기억, 일상적인 꿈, 악몽), 정서(평화롭고 느긋했

8)

연구결과도 있다.

다, 긴장되고 흥분되었다, 두려웠다), 기분(매우 유쾌

이에 본 연구는 성형외과 외래 수술을 받는 환자

했다, 유쾌했다, 그저 그랬다, 나빴다), 환자의 만족

를 대상으로 하여 propofol을 이용한 감시마취관리

도(마취를 다시 받을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받고 싶은

시 진통을 목적으로 fentanyl (1.5μg/kg) 또는 ketamine

지 여부)를 알아보았다(Table 2).

(0.5 mg/kg)을 사용하고 각각의 약제에 따른 꿈의 빈

성별을 제외한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오차로

도와 종류, 정서, 기분,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의 차

표시하였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각 측정치에

이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따라 chi-square test, unpaired t-test, Mann-Whitney

대상 및 방법
손목굴증후군으로 감시마취관리하에서 횡수근인대
절제술이 예정된 65세 미만의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
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는 환자 4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약물남용의 과거력이 있거나 최근
진통제를 사용한 환자, 심질환 및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술 전 환
자에게 구두로 사전동의를 받았으며 병원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
환자들은 전처치없이 수술실로 옮겨져 심전도, 비
침습성 혈압기, 맥박산소계측기, BIS (Bispectral Index,

Table 1. Responsiveness Scores of a Modified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OAA/S)
ꠧꠧꠧꠧꠧꠧꠧꠧꠧꠧꠧꠧꠧꠧꠧꠧꠧꠧꠧꠧꠧꠧꠧꠧꠧꠧꠧꠧꠧꠧꠧꠧꠧꠧꠧꠧꠧꠧꠧꠧꠧꠧꠧꠧꠧꠧꠧ
Responsiveness
S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sponds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5
Lethargic response to name spoken in
4
normal tone
Responds only after name spoken
3
loudly or repeatedly
Responds only after mild prodding or shaking
2
Responds only after painful trapezius squeeze
1
No response after painful trapezius squeeze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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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um test, 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여

군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P ＜ 0.05) 군 간의 차이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는 없었다(Fig. 2).

간주하였다.

마취 중의 BIS 값은 마취유도 전에 비해 두 군에
서 모두 감소하였고(P ＜ 0.05), 마취유도 후 10분과

결

과

15분에 fentanyl군에 비해 ketamine군의 BIS값이 높았

두 군 간의 성별, 나이, 체중, 수술시간, propofol의
MAP (fentanyl group)
MAP (ketamine group)
HR (fentanyl group)
HR (ketamine group)

총 주입량은 차이가 없었다. 마취 중 맥박산소포화
140

두 4례가 있었으며 그 중 3예는 삼중기도확보법으

120

로, 1례는 마스크로 용수환기를 시행하여 맥박산소
포화도를 유지하였고, ketamine군에서는 맥박산소포
화도가 95% 이하로 감소한 예가 없었다(Table 3).
마취중의 평균동맥압과 심박수는 마취유도 전에
비해 두 군에서 모두 감소하였고(P ＜ 0.05), 특히

MAP (mmHg) or HR

도가 fentanyl군에서 95%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모

100

*

*

*

80

*
*

60

20

군보다 ketamine군에서 높은 평균동맥압이 관찰되었

0

다(P ＜ 0.05)(Fig. 1).

0

5

*

*

**

**

**

10

15

20

Time (min)

마취 중의 OAA/S scale은 마취유도 전에 비해 두

Fig. 1. This figure shows the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HR). Both MAP
and HR were decreased in fentanyl and ketamine
groups after the induction of monitored anesthetic care. The MAP of fentanyl group was
more decreased than ketamine group. *P ＜ 0.05
compared to 0 min. †P ＜ 0.05 compared to
fentanyl group.

5

Fentanyl group
Ketamine group

OAA/S scale

4

Table 3. Demographic Data, Operation Time and Propofol
Infusion Dose
ꠧꠧꠧꠧꠧꠧꠧꠧꠧꠧꠧꠧꠧꠧꠧꠧꠧꠧꠧꠧꠧꠧꠧꠧꠧꠧꠧꠧꠧꠧꠧꠧꠧꠧꠧꠧꠧꠧꠧꠧꠧꠧꠧꠧꠧꠧꠧ
Fentanyl
Ketamine
group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1/19
1/19
Age (yr)
51.9 ± 1.8
51.7 ± 1.7
Weight (kg)
59.7 ± 1.7
61.1 ± 2.0
Operation time (min)
21.8 ± 1.6
19.8 ± 1.2
Total propofol infusion
136.1 ± 10.7 127.2 ± 8.5
dose (mg)
PaO2 ＜ 95%*
4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M except sex. *P ＜ 0.05 compared with each group.

*

40

평균동맥압은 마취유도 후 5, 10, 15, 20분에 fentanyl

Table 2. Status of Emotion and Mood
ꠧꠧꠧꠧꠧꠧꠧꠧꠧꠧꠧꠧꠧꠧꠧꠧꠧꠧꠧꠧꠧꠧꠧꠧꠧꠧꠧꠧꠧꠧꠧꠧꠧꠧꠧꠧꠧꠧꠧꠧꠧꠧꠧꠧꠧꠧꠧ
Content of dream
Emotion
Moo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leasant
Peaceful and relaxed Very pleased
Ordinary
Tense and excited
Pleased
Bad
Feared
So and so
Ba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

*
*

3

*

* *

15

20

* *
*

2
1
0

0

5

10
Time (min)

Fig. 2. This figure shows the changes of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scale.
The OAA/S scale was decreased in fentanyl and
ketamine groups after the induction of monitored
anesthetic care. *P ＜ 0.05 compared to 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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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tanyl group
Ketamine group

100

* *

Bispectral index

80

*

*

*

* *

15

20

*

60
40
20
0

0

5

10

Table 4. Dream, Emotion, Mood and Patient Satisfaction
on Anesthesia
ꠧꠧꠧꠧꠧꠧꠧꠧꠧꠧꠧꠧꠧꠧꠧꠧꠧꠧꠧꠧꠧꠧꠧꠧꠧꠧꠧꠧꠧꠧꠧꠧꠧꠧꠧꠧꠧꠧꠧꠧꠧꠧꠧꠧꠧꠧꠧ
Fentanyl Ketamine
group
group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reaming
2 (10%) 8 (40%)
Content of dream Pleasant
1
5
Ordinary
1
3
Bad
Emotion

Time (min)

Fig. 3. This figure shows the changes of bispectral index
(BIS). The BIS was decreased in fentanyl and
ketamine groups after the induction of monitored
anesthetic care. At the 10 and 15 minutes, the BIS
of fentanyl group was more decreased than
ketamine group. *P ＜ 0.05 compared to 0 min.
†
P ＜ 0.05 compared to fentanyl group.
Fentanyl group
Ketamine group

Mood

Peaceful and
relaxed
Tense and
excited
Feared

20

20

-

-

-

-

Very pleased
Pleased
So and so
Bad

4
5
11
-

3
7
10
-

Patient Satisfaction to Anesthesia
20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the number of patients.

5

*
OAA/S scale

4

꿈의 빈도는 fentanyl군에서 10% 그리고 ketamine
군에서 40%의 빈도를 보였고 그 외 꿈의 종류, 정

3

서, 기분, 환자의 만족도는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2

(Table 4).

1
0

고
5

15

30

Time (min)

Fig. 4. This figure shows the changes of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scale
at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The OAA/S scale
of ketamine group was decreased than fentanyl
group at 5, 15 min after the arrival of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P ＜ 0.05 compared to
fentanyl group.

찰

본 연구에서 propofol을 이용한 감시마취관리시 진
통을 위해 사용된 ketamine은 fentanyl에 비해 꿈의
빈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종류, 정서, 그리고 기분에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마취유도 후 5, 10, 15, 20분에 fentanyl군보다 ketamine군에서 높은 평균동맥압이 관찰
되었으며 이는 길호영 등이7) propofol 정주에 앞서
ketamine을 투여하여 propofol 투여에 따른 혈압하강
을 억제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심

다(P ＜ 0.05)(Fig 3).

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어 감시마취관리 시보다 안정

회복실에서 측정한 OAA/S scale은 5분, 15분에

적인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 환자에서는 propofol 정

ketamine군이 fentanyl군에 비해 낮았으나(P ＜ 0.05),

주시 ketamine의 동반 투여가 fentanyl의 동반 투여보

30분에는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Fig. 4).

다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신병철 외 6인：감시마취관리시 Propofol-Fentanyl과 Propofol-Ketamine의 비교

Ketamine은 대뇌에서 주로 흥분성 아미노산 수용
체인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를 차단하
여 중추억제작용을 나타내고, 억제성 아미노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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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A/S scale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ketamine 사용 시에
는 BIS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17)

길호영 등은

propofol만을 정주하다 중단한 경우에

체인 glycine 수용체 반응의 억제로 흥분작용이 유발

는 개안 시까지 13.4 ± 5.5분, propofol-ketamine을 정주

되어 환각, 정신착란, 뇌압과 혈압의 상승 등이 발생

하다 중단 경우에는 개안 시까지 23.6 ± 7.5분을 보였

9)

이와 같은 ketamine의 부작용은 고용량을 사

고, 지남력 회복 시까지는 각각 14.7 ± 5.1분, 28.3 ±

용하거나 일시에 많은 양을 투여할 경우, 특히 불유

7.5분을 보여 ketamine을 병용했던 군에서 propofol만을

쾌한 환각 또는 악몽 등의 각성기 반응(emergence

투여했던 군에 비해 마취로부터 회복이 지연된다고 하

reaction)이 잘 발생한다. 따라서 ketamine을 진정 및

였다. 이는 ketamine의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propofol과

진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의 감소를 위해

유사하나 회복 시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의 회복

0.2-0.8 mg/kg의 저용량을 사용하거나 또는 midazo-

의 차이와 정신현상(psychic phenomenon)으로 임상적

lam과 같은 bensodiazepines계의 약물이나 barbiturates

으로는 propofol로부터의 회복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또는 droperidol 등을 같이 투여하는 것이 좋다고 알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저농도

하며

10)

11)

ketamine 0.4

의 ketamine 사용에도 임상적인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mg/kg 또는 0.8 mg/kg을 건강한 성인에게 정주 한

는 propofol의 주입중단 10-15분 전에 ketamine의 주입

후 환각과 정신착란 등을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을 중단할 것을 추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복실에서

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ketamine 0.5 mg/kg에 의해

측정된 OAA/S scale은 5분과 15분에 fentanyl군에 비해

Morgan 등의 연구에서 발견 된 환각이나 정신착란

ketamine군에서 감소하였으나 30분에는 차이가 없었으

등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이 투여된 propofol

며 이는 ketamine 사용에 의해 마취종료 후 초기에 일시

의 중추억제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적인 회복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

려져 있다.

그러나 Morgan 등은

Ketamine의 진통작용은 내측시상핵(medial thalamic
14)

구에서 집도의가 피부절개를 시작하기 전에 2% 염산

선택적 lamina 억제에

리도카인 에피네프린(1：100,000)을 3.6 ml를 수술부위

또한 투여량의 20-30%가 진정,

에 주사하고 하였기 때문에 마취는 deep sedation을 유

nuclei)의 선택적 억제와
의해 발생한다.

12,13)

진통 작용이 있는 norketamine으로 대사되어 12-24

지하는 정도로 충분하였고 수술부위에 국소마취제와

시간에 걸쳐 서서히 감소되고 호흡, 순환 억제도 나

리도카인 혼합액을 주사함으로써 국소 마취효과, 술 후

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진통에도 효과가 있다

진통효과는 물론 수술이 용이하고 따라서 수술시간을

고 알려져 있다.

15)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Ketamine은 진통작용이외에 최면작용도 나타내는

결론적으로 감시마취관리 시 진통을 목적으로 pro-

데 최면용량의 ED50은 0.66 mg/kg으로 알려져 있으

pofol과 함께 사용된 ketamine 0.5 mg/kg은 fentanyl

며, propofol과 병용투여 시 상가작용을 하는 것으로

1.5μg/kg에 비해 호흡 억제가 없고 꿈의 빈도는 keta-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투여된 ketamine

mine에서 높았으나 꿈의 종류, 정서, 기분, 그리고

에 의해 수술 중의 OAA/S scale이 영향을 받을 것으

환자의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어 호흡억제의 가능

로 생각되었으나 군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본

성이 높은 환자에서 fentanyl을 대신하여 안전하게

연구에서 사용된 ketamine의 용량이 ED50에 비해 소

사용될 수 있는 약제로 사료되었다.

량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약제 투여 후 10분, 15분에 BI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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