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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섬유종절제술 환자에서 Propofol 목표농도조절주입을
이용한 마취유도 후 기관내삽관에 따른 혈압 및
심박수의 변화와 Ketamine의 선행진통효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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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of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Following Endotracheal Intubation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and Preemptive
Analgesia of Ketamine in Simple Breast Mass Excision Patients
Yong Joon Yoo, M.D., Jung Un Lee, M.D., Yong Sup Shin, M.D.,
Won Hyoung Lee, M.D., Soo Chang Son, M.D., and Jae Ho Choi,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Background: Endotracheal intubation stimulates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s.
This increases catecholamine release in blood and induces hypertension and arrythmia.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of propofol achieves smooth induction of anesthesia. we compared effects of propofol
administered via TCI pump on the changes of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s following endotracheal
intubation. And preemptive analgesic effect of ketamine administered with propofol in surgical patients
of simple breast mass.
Methods: The effect of propofol and thiopental Na o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changes following
induction of anesthesia and endotracheal intubation was investigated in a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in ASA I, II, 80 adult patients. They all had excision of simple breast mass. They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 Group 1 (n = 20, control); endotracheal intubation was performed after thiopental Na
4mg/kg iv administration for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2 (n = 23); propofol was infused for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3 (n = 17); propofol and ketamine (1 mg/kg) were infused for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4 (n = 20); propofol and ketamine (1 mg/kg) were infused for induction of
anesthesia. And N2O used for maintenence of anesthesia. Vecuronium was administered for endotracheal
intubation in all cases. Systolic blood pressure (SBP),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and heart rate (HR)
were measured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Postoperative pain was evaluated
at arrival in recovery room and 30 minute, 1 hr, 3 hr, 6 hr, 12 hr, 24 hr after operation by VAS (visual
analo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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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SBP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 ＜ 0.05)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in all groups. And
i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 ＜ 0.05) in control group compared with other groups. DBP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 ＜ 0.05)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in all grou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HR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 ＜ 0.05)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in
all groups. And i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 ＜ 0.05) in control group compared with other groups
at 1 and 3 minutes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Postoperative VAS was decreased significantly (P ＜
0.05) in group 3 and 4 which ketamine was administered compared with group 2.
Conclusions: TCI of propofol decreases increasing of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following
endotracheal intubation. And continuous intravenous ketamine infusion decreases pain after breast mass
ex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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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빈도를 감소시키고 혈압저하의 정도를 완화시킨다

서

고 한다.

론

10-12)

구심성 유해한 자극들이 척수에 도달하여 중추감
전신마취 유도 시 후두경하 기관내삽관이 교감신

작 혹은 wind-up 현상이라고 알려진 과흥분상태에

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자극으로 혈중 카테콜라민치를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선행진통이라고 하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심혈관계 변화를 초래하여 고

는데, 술 후 통증치료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혈압과 빈맥, 부정맥 등을 유발시킴은 이미 잘 알려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진 사실이다.

yl-D-aspartate receptor)는 척수에서 신경세포의 흥분

Propofol은 마취유도 및 유지 시 널리 이용되는 약

13,14)

NMDA 수용체(N-meth-

성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중
15,16)

제이지만 혈역학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사용된 용

추감작의 유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량, 주입속도, 연령, 전처치약제의 종류와 투여 유무

Ketamine은 NMDA 수용체 길항제로 중추감작을 예방

1)

Propofol은 기관내삽관과 같은

하거나 차단하게 되는데, 특히 0.1-0.5 mg/kg의 적은

침해성 자극에 대한 심혈관반응을 억제시켜서 thio-

용량에서 NMDA수용체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

등에 영향을 받는다.

pental Na보다 안정된 활력징후를 유지하며

2,3)

회복

시 각성이 빠르고 오심과 구토가 적어 마취유도와
4,5)

17)

다.

본 연구에서는 propofol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 con-

그러나 propofol

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한 마취유도 시 기관내

에 의한 마취유도 시 투여용량과 정주속도에 비례하

삽관에 의한 혈역학적 변화와, 수술 전에 투여한 keta-

여 심근억제 및 전신혈관확장을 유발함으로써 혈압

mine의 술 후 통증조절에 미치는 선행진통효과를 알

마취유지제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6)

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보고자 하였다.

최근 완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
시 propofol과 함께 기존의 아편양제제 대신에 keta-

대상 및 방법

mine을 사용하는 이유는 술중 혈역학적 안정성, 마
취로부터 회복 초기에 아편양제제에 비해 호흡저하
가 적으면서도 우수한 진통효과, 불유쾌한 경험이
7-10)

없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계획수술을 시행 받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
류상 I, II군에 해당되는 20-40세 여성 유방섬유종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 중 약물에

Ketamine은 해리성 정맥마취제로 강력한 진통작용

대한 과민반응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임산부, 심혈

과 교감신경 항진효과를 가지고 있어 propofol 지속

관계나 간,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 등은 제외하였고,

정주에 의한 마취유도 시 소량의 ketamine 전투여

수술 전 본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술 후 통

만으로도 유도용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정주통의 발

증정도 평가를 위한 Visual Analogue Scale (VA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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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사전에 설명하였다.
마취전투약으로 glycopyrrolate 0.2 mg과 midazolam

결

과

2 mg을 수술실 도착 30분 전에 근육주사 하였고, 환
자가 수술실에 도착된 후 앙와위 상태에서 심전도와

환자의 나이는 1군에서 38 ± 3세, 2군에서 33 ±

혈압측정기를 부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혈

3세, 3군에서 34 ± 2세 그리고 4군에서는 37 ± 3

압을 본 실험의 대조치로 하였다.

세로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환자의 체중,

심박수의 측정은 Datascope 회사제 2000A 감시기

키, 수술시간, 마취시간 및 마취회복시간(수술 종료

를 이용하여 제 2유도를 관찰하였고, 혈압의 측정은

에서 환자 의식의 각성까지의 시간)에도 유의한 차

Automated oscillometer를 이용하였다.

이가 없었다.

환자를 각각 4군으로 나누어 thiopental Na으로 마

수축기혈압의 변화는 마취유도를 위하여 thiopental

취유도 후 기관내삽관을 한 군을 제 1군(n = 20, 대

Na만을 투여한 대조군에서 기관내삽관 전 119.0 ±

조군)으로 하였고, 마취유도와 마취유지에 propofol과

1.6 mmHg에서 기관내삽관 직후 169.7 ± 2.7 mmHg

N2O를 사용한 군을 제 2군(n = 23), propofol과, keta-

로 증가하였고, propofol과 N2O, propofol과 ketamine

mine을 사용한 군을 제 3군(n = 17), propofol, ketamine

그리고 propofol, ketamine과 N2O를 함께 사용하여

과 N2O를 사용한 군을 제 4군(n = 20)으로 하였다.

마취 유도한 군에서는 기관내삽관 전의 혈압이 각각

Propofol의 투여는 TCI기구(Becton-Dickinson infusion

111.1 ± 2.1, 118.6 ± 3.9, 114.4 ± 2.5 mmHg 에서

systems, Le Grande chemin, Brezins, France)를 이용하

기관내삽관 직후 각각 155.0 ± 2.5, 163.3 ± 5.6,

여 목표농도를 4μg/ml로 하였는데, 마취유지 시 환

152.6 ± 5.5 mmHg로 네 군 모두에서 기관내삽관

자의 연령, 체중, 목표농도를 입력하고 마취유도시간

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5) 수축기혈

은 flash mode로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제 1군에서는
thiopental Na 4 mg/kg을 일회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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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과 4군에서 ketamine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pro관내삽관 후에는 1 mg/kg을 4로 나눈 용량을 각각
15분 경과 후마다 정맥으로 투여하였다. 환자의 최
면상태를 확인하고 기관내삽관을 실시하기 위하여
Bispectral Index System (BIS) 감시기(Aspect medical
system)를 사용하여 BIS가 40 근처에 도달할 경우

Systolic BP (mmHg)

pofol 투여하기 바로 전에 1 mg/kg을 정주하였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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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을 실시하였다.
심박수와 혈압 변화의 측정은 네 군 모두에서 수
술실도착 직후, 마취유도 직전, 기관내삽관 전, 삽관
직후, 삽관 1분, 3분 그리고 5분 후에 걸쳐서 측정하
여 비교하였다. 수술 후 통증의 평가는 회복실 도착
직후, 마취종료 30분, 1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그리고 24시간 후에 VAS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서
로 비교하였다. 약물 투여에 따른 오심, 구토, 환각
증상등의 부작용 발생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오차(mean ± SEM)로
표시하였고, 각 수치의 통계분석은 one way ANOVA
와 paired t-test를 이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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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following
endotracheal intubation. Systolic BP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in all groups. I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in control group compared
with other groups. *P ＜ 0.05 compared with
blood pressure at arrival in OR. †P ＜ 0.05
compared to group 2, 3, 4 respectively. Group 1:
Thiopental Na for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2: propofol + N2O for anesthesia, Group 3:
propofol + ketamine for anesthesia, Group 4:
propofol + N2O + ketamine for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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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thiopental Na을 사

± 15로 증가하여 thiopental Na으로 마취유도한 군

용하여 마취유도한 대조군에서 다른 군들에 비하여 기

에서 다른 군들에서보다 심박수의 증가가 기관내삽

관내삽관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증가하였

관후 3분까지 유의하게(P ＜ 0.05) 증가하였다. 그

다. 그러나 삽관 후 1분 이후 측정한 혈압은 군 간에

후에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Fig. 1).

(Fig. 3).

이완기혈압의 경우도 기관내삽관 직후 네 군 모두

수술 후 통증 억제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에서 기관내삽관 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P

측정한 VAS 점수는 ketamine을 사용하지 않고 pro-

＜ 0.05) 증가를 관찰하였다(Fig. 2).

pofol과 N2O 만을 사용하여 마취한 군에서 회복실도

심박수 역시 기관내삽관 후 네 군 모두에서 삽관

착 후, 술 후 30분, 1, 3, 6, 12 그리고 24시간 후 각

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5) 심박수의

각 4.7 ± 2.2, 4.9 ± 2.2, 4.3 ± 2.1, 3.0 ± 1.9, 2.5

증가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마취유도를 위하여 thio-

± 1.8인 것에 비하여 마취유도 시 propofol과 keta-

pental Na만을 투여한 대조군에서 기관내삽관 전

mine을 투여한 3군에서 각각 2.1 ± 1.4, 1.6 ± 1.1,

93.5 ± 17회에서 기관내삽관 직후 108.0 ± 14회,

1.0 ± 1.2, 0.2 ± 0.7, 0.1 ± 0.3으로 그리고 pro-

삽관 1분 후 105.2 ± 16회 삽관 3분 후 100.2 ± 13

pofol, ketamine과 N2O를 투여한 4군에서 각각 2.7 ±

로 증가한데 비하여 propofol과 N2O, propofol과 keta-

1.8, 2.3 ± 1.6, 1.7 ± 1.4, 0.7 ± 0.8, 0.3 ± 0.5로

mine 그리고 propofol, ketamine과 N2O를 함께 사용

ketamine을 사용한 3군과 4군에서 propofol만을 사용

한 군에서는 기관내삽관 전의 심박수가 각각 83.7

한 2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감

± 10, 81.9 ± 14, 80.1 ± 14회에서 기관내삽관 1분

소하였다. 그러나 3군과 4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후 각각 95.3 ± 12, 95.6 ± 15, 95.4 ± 16회로 기

없었다(Fig. 4).

관내삽관 3분 후 각각 92.3 ± 12, 92.7 ± 14,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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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diastolic blood pressure following
endotracheal intubation. Diastolic BP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in all grou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 ＜
0.05 compared with blood pressure at arrival in
OR. Group 1: Thiopental Na for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2: propofol + N2O for anesthesia, Group 3: propofol + ketamine for
anesthesia. Group 4: propofol + N2O + ketamine for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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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heart rate following endotracheal
intubation. Heart rat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in all groups. I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P
＜0.05) in control group compared with other
groups at 1 and 3 minutes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P ＜ 0.05 compared with heart
rate at arrival in OR, †P ＜ 0.05 compared to
group 2, 3, 4 respectively. Group 1: Thiopental
Na for induction of anesthesia, Group 2: propofol + N2O for anesthesia, Group 3: propofol
+ ketamine for anesthesia, Group 4: propofol
+ N2O + ketamine for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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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G3
G4

5

VAS

4
3
2

20)

회복, 항경련,

항오심효과

21)

등의 장점으로 마취유

도와 유지 시 널리 이용되는 약제로써 기관내삽관과
같은 침해성 자극에 대한 심혈관반응을 억제시켜서

*
*

thiopental Na보다 안정된 활력징후를 유지한다고 한

*
*

6,7)

*
*

1
0

Propofol은 우수한 마취효과와 마취로부터의 빠른

PACU 30 min 1 hr

다.

그러나 propofol에 의한 마취유도 시 투여 용

량 및 정주 속도에 비례하여 심근억제와 전신혈관확
*
*

장을 초래함으로써 혈압이 감소됨은 잘 아는 사실이

*

6)

3 hrs 6 hrs 12 hrs 24 hrs

Fig. 4. Changes of Visual analogue score (VAS). Postoperative VAS was decreased significantly (P＜
0.05) in group 3 and 4 which ketamine was
administered compared with group 2. *P ＜
0.05 compared to group 2. Group 2: propofol
+ N2O for anesthesia, Group 3: propofol +
ketamine for anesthesia, Group 4: propofol +
N2O + ketamine for anesthesia.

다.

일반적으로 정맥마취제의 주입속도가 마취유도에
32)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33)

Stokes 등은

주입속도가 느릴수록 마취유도시간이 길어지며 마취
유도 시 용량이 감소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감소가 완화되고 심박
수 감소가 유의하게 적으며 무호흡의 발생빈도가 더
낮았다고 한다. 양정화 등도34) propofol 마취유도 시
정주 속도가 약용량 및 마취유도시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정주 속도를 150, 300, 600, 1200

마취유도를 위해 사용한 약제와 관계없이 오심 및
구토, 환각, 각성, 섬망 등의 부작용은 없었다.

ml/hr로 점차 빠르게 한 결과 마취유도에 필요한 시간
은 감소하나 필요한 약용량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Master TCI는 마취유도방식의 설정에 있

고

찰

어서 환자의 몸무게와 Target 농도 및 유도시간을
미리 설정해 놓음으로써 flash mode인 경우 목표농

기관내삽관에 따른 혈압 및 심박수의 상승과 부정

도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주입속도로 propofol이

맥의 발생은 인두, 후두, 편도선, 연구개, 기관지 등

주입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주입속도로 지속적으로

에 분포되어 있으며 교감신경과 미주신경으로 연합

주입되었던 위의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

하여 이루어지는 인두신경총의 여러 가지 자극에 의

입속도가 각 군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23)

기관내삽관에 따른 급격한 혈

것으로 생각되며, 일회 용량 투여에 의한 마취유도

압 및 심박수의 증가와 부정맥의 발생은 고혈압성

시 심박수와 혈압의 변화가 20-25%의 감소를 보인

한 것이라고 한다.

뇌병증, 심부전 등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29,30)

내분비계의 자극으로 성장호르몬, epinephrine, norepinephrine, renin 등 여러 호르몬과 화학물질의 분비
31)

를 촉진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4,35)

다른 보고들에 비해

안정된 심박수와 혈압변동

상태를 나타내었다.
한편, ketamine은 독특한 약리작용에 의해 다양하
게 널리 쓰이고 있으며, 마취 시 수술 후 어지러움,

마취 유도 시 후두경 조작과 기관내삽관에 의한

악몽, 환청 등의 향정신성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자극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들이 연구

강력한 진통작용과 교감신경 항진효과를 나타내 pro-

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lidocaine

pofol에 의한 심혈관 억제작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의 정맥 내 주입이나 국소적 분무,24,25) 혈관확장제의

약제로 간주되어 propofol과 함께 완전정맥마취 시에

26)

교감신경차단제의 투여,

28)

기관내삽관 전에 마취제의 투여 등과 같은

투여,
투여,

27)

마약성 진통제의

방법들을 단독 혹은 병용하여 예방하는 방법들이 소
개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에 따른 문제점이 야
기되고 있다.

널리 병용되고 있다.

10)

그리고 propofol과는 최면효과

에 있어 부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1)
본 연구에서 마취유도 시에 ketamine을 병용투여
한 3군과 4군에 비해 propofol만을 투여한 2군에서

유용준 외 5인：Propofol TCI에 의한 마취유도 후 혈압, 심박수의 변화와 Ketamine의 선행진통효과 97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혈압과 심박수의 감소는 보이

후 24시간동안 3 이하로 유지되어 우수한 진통효과

지 않았다. 이는 TCI를 이용한 propofol 주입 시 수

를 보였고, 술 후 병동에서 투여된 진통제의 사용을

동으로 조절된 주입이나 일회 용량 투여에 비해 심

감소시킬수 있었다.

혈관계의 안정성이 우수한 점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36)

Ketamine은 NMDA 수용체 길항제로서, 선행진통

TCI를 이용한 propofol 마취유도는 대

목적으로 0.1-0.5 mg/kg의 소량을 수술 전 투여하는

부분의 대상환자가 활력징후의 개선이나 부작용 감

경우 수술 후 통증 감소와 아편양제제의 진통제 사

소등의 장점을 보이면서 성공적인 마취유도를 보인

용량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하였는데,18,19) 이는 ketamine

다고 하였다. 또한 ketamine을 병용투여한 3군과 4군

을 유해한 자극이 발생되기 전에 투여하여, 구심성

에서는 마취유도 시 술 후 선행진통 효과를 유발할

유해한 자극이 척수에 도달하여 중추감작의 과흥분

수 있을 정도의 소량(1 mg/kg)만을 투여하여 기관내

상태인 wind-up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음으로서

삽관 전 ketamine 투여에 따른 혈압과 심박수의 상

신경계의 통증 자극에 대한 기억을 감소하거나 예방

승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게 되기 때문으로 수술 후에 사용되는 진통제의

길호영 등은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마취유도 시에 많이 선호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13) Tverskoy
39)

ketamine을 마취유도 시 2 mg/kg, 수술 중 지

되는 thiopental Na의 일회 용량 투여 후 기관내삽관

등은

시의 혈역학적 변화와 TCI를 이용한 propofol 마취유

속적으로 20μg/kg/min을 투여하여 본 바 이 경우 대

도 후 기관내삽관 시의 혈역학적 변화를 비교해 본

조군에 비하여 수술 후 통증과민반응의 감소를 보았

결과, TCI를 이용한 propofol 마취유도 후 기관내삽

다고 하였다. Choe 등은

관 시의 수축기혈압의 변화가 thiopental Na투여 후

mg과 morphine 2 mg을 투여 시 수술 전에 투여하는

의 기관내삽관 시의 변화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수술 후에 투여하는 것에 비하여 수술 후 통증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이완기혈압과 심박수는 유의

경감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propofol이 기관내삽

술 전 ketamine 1 mg/kg을 투여하고 15분마다 ketamine

관과 같은 침해성 자극에 대한 심혈관반응을 억제시

15 mg을 투여한 2군과 3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우수

켜서 thiopental Na보다 안정된 활력징후를 유지한다

한 통증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Woolf 등이

2,3)

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생각된

다.

37)

경막외강으로 ketamine 60

16)

수

술 전 진통제 일회 주입은 수술 종료 시 그 효과가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자극이 지속되는

후두경하 기관내삽관 후 각 군 모두에서 수축기,

동안 선행진통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진통효과가

이완기혈압 및 심박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이

우수하다고 한 점과 일치한다. 각 군간에 술후 진정

있었다. 이는 Master TCI에 의한 propofol 주입이 안

정도에 별 차이가 없었고, 유의할 만한 부작용발생

정된 심혈관계의 반응을 유지할지라도 기관내삽관

은 없었다.

조작에 의한 교감신경반응을 유의하게 억제하지 못

본 연구결과 수술 전 ketamine 1 mg/kg 투여 후

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lidocaine이나 혈관

수술 중 지속정주한 군에서 특이할 만한 부작용없이

확장제, 교감신경차단제 및 마약성진통제의 기관내

대조군에 비해 우수한 진통효과를 나타내어 수술 후

24-28)

삽관 전 투여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다.

하

진통제 투여량을 거의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pro-

지만, 삽관 후 3분 이내에 활력중후는 모든 군에서

pofol을 이용한 완전정맥마취 시 ketamine의 지속정주

삽관 전의 상태로 환원되었다.

는 수술 후 통증억제 효과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propofol과 함께 완전정맥마취
시 널리 이용되고 있는 ketamine의 병용투여 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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