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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위 대장 내시경에서부터 의료영상검사까지 많은 의

료 분야에서 진정요법가 진행되고 있으며 당일 수술의 증가

와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진

정요법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진정요법의 수요는 마취과 의사가 감당하기에는 수요가 넘

치며 이미 상당한 수의 진정요법는 비마취과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마취과 의료진을 위

한 진정요법에 대한 교육과 전문지식에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마취과 의료진의 경우, 의료인 개

개인에 경험에 의해 진정요법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종

종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비마취의료진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고자 한다.

진정 및 진정요법의 정의

마취과학에서 진정이란 의식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약물로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는 기법으로 유사한 개념을 지닌 단어

로는 항불안, 졸림, 기면, 최면, 진통, 기억상실 등이 있다. 

진정요법는 영문으로는 sedation anesthesia 또는 sedation 

and analgesia로 표현하는데, 일반 의료진 내에서는 “수면마

취”로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전문적으로는 마취심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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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sedation anesthesia is increasingly used in many medical fields, from gastroscopy to medical imaging. 
The demand for sedation anesthesia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with increasing number of day surgeries and 
increased expectations from medical services. The demand for sedation anesthesia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available pool of anesthesiologists; therefore, in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sedation anesthesia is induced by 
non-anesthesiologists. However, there is no systematic provision of education or expertise for non-anesthesiologists 
in delivering sedation anesthesia. In cases of non-anesthesiologists inducing anesthesia, social controversy is often 
caused by medical accidents and substance abuse. In this review, I have briefly summarized what non-anesthesiologists 
should know about sedation anesthesia and have presented guidelines simplifying sedation anesthesia for non-
anesthesia 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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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벼운 진정에서부터 전신마취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의 진정은 항불안 효과로 시술 중 불유

쾌한 자극이나 상황으로부터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등도의 진정은 의식저하 상태로 통증이나 자극에 의

해 반응할 수 있으며 기억소실을 동반한다. 이를 의식진정이

라 하며 대부분의 간단한 검사나 술기에 사용되는 마취 심도

이다. 그보다 깊은 수준의 진정요법는 주름제거수술, 코중격 

교정술과 같은 보다 자극적인 수술에 적용이 가능한 반면 기

도유지가 요구될 수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이상 마

취의 심도가 요구된다면 전신마취를 고려하여야 한다.

진정요법 전 준비

필자의 경험과 이전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진정 전 수술

의 내용 및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마취의 방법을 결정함으

로써 술 중 환자의 협조뿐만 아니라 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함께 증가시켜 줄 수 있었다[1,2]. 또한 진정 전 준비를 철저

히 함은 술 중 발생할 수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게 하고 보다 안전하게 수술을 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Table 1은 진

정 시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

을 정리한 표로 크게 환자의 진정 전 평

가, 금식, 진정 시 환자감시장비 및 기도

유지도구, 약물로 나누어져 있다.

1. 환자의 진정 전 평가 

진정 전 환자 평가는 환자의 병력과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진정계획을 세워, 

시술 전후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고 비

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경도의 진

정 시 술 전 평가에 효과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며, 중등도 이상의 진정 시 술 전 

평가(과거력, 이학적 검사)는 마취에 대

한 환자의 만족도와 합병증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마취과학회에서도 중등도 이상의 진정 시 술 전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3]. 필자 또한 깊은 심도의 진정 시 

술 전 평가는 전신마취에 준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진정 시 환자의 마취 약물 및 진통제에 대한 이

상반응 기왕력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도의 평가 및 수면 

무호흡중의 기왕력은 진정요법 중 무호흡증을 예측할 수 있

는 중요한 예측인자로 평가를 통해 무호흡증에 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평가 

방법으로 modified Mallampati 분류법을 추천하며 class 

3 이상은 수면무호흡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Figure 1). 그 외 짧고 굵은 목이나 작은 하악도 진정 중 무

호흡증을 일으키기 쉬운 요소이다.

2. 금식

수면마취에서의 금식은 진정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미국마취과학회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진정에서는 금식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깊은 진정 시는 필수적으로 요구

Table 1.  Preliminary checklist for patient sedation

Items Preparations

Pre-sedative patient evaluation Patient evaluation
   Airway, cardiopulmonary, renal, etc.
Description of patients and guardians
   Informed consent for each documents

Monitoring and airway devices Oxygen 
Facial mask
Nasal cannula
Suction device, Suction catheter
End-tidal CO2 monitoring device
Pulse oxymetry
Other patient monitoring devices
Electrocardiography 
Blood pressure
Pillow 
Airway devices (oral, nasal)
Tracheal intubation devices (laryngoscopy, tubes, etc.)
Intravenous catheter, fluids

Drugs Sedatives (midazolam, propofol, dexmedetomidine, etc.)
Analgesics (alfentanil, remifentanil, ketamine, etc.)
Others (lidocaine, glycopyrrolate, etc.)

Drug delivery  
   device 

Automated control sedation Syringe
Continuous infusion device
Target-controlled infusion device

Patient control sedation Patient controlled sed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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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3]. 비마취 의료진이 진정 및 수면마취 시 발생하는 대

부분의 의료사고는 수면무호흡증에 의한 저산소성 손상이며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시 자발적으로 호흡을 유지할 수 없

어 다른 기도폐쇄 원인에 비해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진정 전 금식 설명을 하는 것을 필자는 추천한다. 음식

물에 따른 금식 시간은 Table 2와 같다.

3. 감시장비 및 기구유지도구

1) 호흡 및 산소화 감시장비

기도폐쇄 및 호흡저하는 진정요법시 가장 유발이 많은 합병

증이다. 중등도 이상의 진정을 하는 환자에서는 반드시 호흡

감시 및 산소화감시가 필요하다. 호흡을 감시하는 방법으로는 

육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보는 방법부터, 호흡음을 청진하거

나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진정

요법 중 산소화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통해 감시한다.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기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Figure 2). 흡기 시 산소가 폐를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가

고 호기 시 몸에서 이용된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치환되어 폐

를 통해 나오게 된다.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나

오는 시간 또는 호기량에 대한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

이 capnogram이다. Capnogram은 흡기 및 호기 시 이산화

탄소 분압을 직접 모니터하고 이를 통해 동맥혈의 이산화탄

소 분압을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저

환기나 기도폐쇄 시 capnograph의 크기 및 수치가 감소하

거나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산소포화도 변화 전에 확인

할 수 있어 조기에 기도폐쇄 및 호흡저하를 알 수 있는 중요

한 지표이다[4].

산소화 측정은 중등도 이상의 진정에서는 필수이며 현재 

손가락의 말초 동맥 산소 분압을 측정하는 맥동 산소화 측정

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맥동 산소화 측정기가 보편

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진정중 저산소증에 의한 합병증을 효

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plethysmography 

기술이 맥동 산소화 측정기와 함께 적용됨으로써 간접적으

로 심박출량이라던지 심박수, 자율신경계의 긴장도를 측정

하는 기술들이 결합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진

정 중 혈역학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별도의 혈역학적 감

시장비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

측 및 예방할 수 있다[5].

2) 마취심도감시장비

의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modified observer assess-

ment of alertness/sedation, 뇌파와 안면 근육의 근전도를 

스펙트럼 분석하여 이용하는 바이스펙트럼 지수(bispec- 

tral index) 또는 entropy 등이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

며, 그 외 유발 전위를 이용하는 청각 유발 전위, 자율신경

계의 반응 등도 의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다

Figure 1.  Modified Mallampati classification. Class I: soft palate, fauces, uvula, 
pillars are visible. Class II: soft palate, fauces, the part of uvula are visible. Class 
III: soft palate, the bottom of uvula are visible. Class IV: only hard palate is  
visible. Bair AE, Caravelli R, Tyler K, Laurin EG. Feasibility of the preoperative 
Mallampati airway assessment in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J Emerg 
Med 2010;38:677-680. Illustration by Min TJ.

Ⅰ Ⅱ

Ⅲ Ⅳ

Table 2.  Fasting time recommendation 

Digestive contents  Minimum fasting period (hr)

Water without additives 2 

Motherʼs milk 4 

Baby food 6 

Milk 6

Light mea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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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이러한 지수들은 직접 무의

식과 무반응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환자

의 반응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

지만 진정 시 무호흡증을 예측할 수 있

는 단독 지표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필자는 중등도의 진정요법 시 호흡감시

장비의 보조장비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3) 혈역학적 감시장비

진정요법 시 사용되는 다양한 약제

는 신체 자율신경계를 억제할 수 있어 

저혈량이나 수술의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을 무디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적

절히 마취의 심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

면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극도로 증가

하여 원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고혈

압, 빈맥)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

다. 이는 혈압이나 심박수의 변화를 일

찍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그 위험성

을 줄일 수 있다. 혈압이나 심박수의 

변화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선 규칙적으로 생체 징후를 측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CG (electrocardiography)를 

모든 환자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심각한 심혈관질환이 있

거나 깊은 진정 시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3].

4) 기도유지

호흡부전 및 기도폐쇄는 진정요법 중 가장 흔히 생기며 가

장 심각한 합병증이라 할 수 있다. 기도유지를 위해 가장 쉽

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악거상법이 있다. 이 방법

은 손끝으로 턱을 올리거나 양손을 사용해서 하악 후면을 상

방으로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기도를 개방시킨다. 이 술기는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혀가 기도 입구를 막

지 않도록 도와 기도를 유지하게 된다(Figure 4). 그 외에 기

도유지를 위해 다양한 기구들이 개발되어 구강이나 코를 통

해 들어가 기도폐쇄를 열어주거나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Figure 5).

 
A

B

Figure 3.  End-tidal CO2 monitoring device. (A) Mask end-tidal CO2 monitoring 
device. (B) Nasal prong end-tidal CO2 monitoring device. Illustration by Min TJ.

A B

Figure 2.  Anesthetic depth measuring systems. (A) Bispectral index, (B) entropy, (C) schematic diagram for 
sedation depth, and (D) autonomic indicators.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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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요법약물

대부분 마취약물이 진정요법에 사용되고 있지만 흡입마취

제의 경우 아산화질소 외에는 보편적으로 진정요법에 사용

되고 있지 않다. 진정요법 약물은 반감기가 짧은 약물 위주

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로포폴(propofol) 등이 일반

의약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약품관리의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단락에선 현재 일차병원에서 많

이 쓰이는 약물 위주로 서술하고자 하며 간단한 약물 혼합법

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1.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진정요법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진정요법제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오남용 사

례가 증가하여 마약류 약제로 관리되고 있다. 프로로폴은 

분포 용적이 크고 분포 반감기가 짧아 효과발현이 1-2분,  

지속시간은 2-8분으로 짧다. 이로 인해 다른 진정제에 비해 

매우 빠른 회복을 제공하며, 초기 회복에 졸음, 기억상실,  

수술 후 오심과 구토 등이 적다[6]. 진정 용량에서도 전향기

억상실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다[7].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혈압과 호흡억제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정요법 시 일 회 주입보다는 지속 주입을 이용하여 약물

의 효과와 용량을 조절하는게 추천된다. 일 회 주입 혹은 저

용량의 지속 주입으로 사용될 때, 각성은 재분포에 의해 일

어나며, 이때 상황 민감성 반감기는 짧으며 회복이 빠르다. 

그러나, 프로포폴을 장기간 지속 주입하여 말초 조직이 포

화되면 각성은 대사성 청소와 관련되어 일어난다[8]. 배설은 

주로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정요법 

시 진정제와 아편유사제를 함께 사용하면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취과의사의 선호도와 경험에 따라

서 선택할 수 있다.

2. 에토미데이트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호흡억제가 적고 심혈관계에 

영향이 적어 선호되지만 주입에 따른 통증과 근간대성 경련

을 유발하여 진정요법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

나 빠른 회복으로 심박 정상화와 같은 짧은 시술에서 선호

되기도 한다. 근간대성 경련은 midazolam (0.015 mg/kg), 

A

B

Figure 4.  Airway secure maneuvers. (A) Head tilt chin-lift maneuver. (B) Jaw-
thrust maneuver. Pratice Paramedicine, July 5, 2018. Illustration by Min TJ.

A

C

B

Figure 5.  Airway secure devices. (A) Oral airway. (B) Nasal airway. (C) Laryn-
geal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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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sium sulfate, fentanyl (100-500 µg), remifen-

tanil (1 µg/kg) 등과 함께 사용하면 저하시킬 수 있다. 

Fentanyl과 remifentanil은 투입량에 비례하여 호흡억제 

효과가 나타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환자 진정 시 

장기적으로 투여 시 부신피질기능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주의를 요한다[9].

3. 덱스메데토미딘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은 α2-아드레날린

성 수용체 작용제로 clonidine보다 8배 높은 친화성을 가진

다. 정맥 투여하며 진정, 진통, 불안제거에 효과가 있다. 혈

역학적으로 투여 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지만 일정 

시간 경과 후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혈압과 심박수를 저하

시키며 혈장 catecholamine 농도를 저하시킨다. 제거 반감

기는 2-3시간이고 상황 민감성 반감기는 10분 지속 주입 

후 4분이고, 8시간 지속 주입 후 250분이다[10]. 임상 용량

으로 0.5-1 µg/kg을 10-20분간 정맥으로 주입 후 0.2-

0.7 µg/kg/hr로 지속 주입한다[11]. 덱스메데토미딘은 빠

르게 분포되고 주로 간에서 대사되어 소변과 대변으로 배

설된다. 간질환이 있는 경우 용량을 줄여서 투여하여야 하

지만, 신질환이 있을 때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 장점은 호흡억제 없이 효과적인 진정

과 진통작용을 얻을 수 있으나 부작용으로 혈압저하, 서맥, 

오심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전기경

련요법, 백내장 수술, 이비인후과 부비동 내시경 수술, 발

치, 뇌파촬영 등과 같은 당일수술 또는 처치에서 효과적으

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분양에서 그 사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4. 케타민 

케타민(ketamine)은 phencyclidine 계열의 약제로 N- 

methyl-D-aspartate로 불리는 글루타메이트(glutamate) 수

용체의 길항제로 작용한다. 안전역이 넓고, 진통과 진정 및 기

억상실을 제공하는 반면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불안, 나쁜 꿈, 

수술 후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해리성 마취를 일으킨다. 이

러한 해리성 마취의 부작용인 악몽이나 환각을 방지하기 위

해 벤조다이아제핀을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8]. 이때 케타

민 대사를 억제하여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

다. 케타민 1-2 mg/kg을 정주하면 지질 용해도가 높아 혈액

뇌장벽을 빨리 통과하여 1분 내로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조

직으로 재분포가 빠르게 일어나 10-15분 지속된다[13]. 기

도 반사를 유지하고 기관 평활근을 이완시키므로 천식 환자에

서 좋은 선택 약제이지만, 구강과 기도 분비물을 증가시켜 후

두연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때 atropine, glycopyrrolate 등

과 같은 항콜린성 약물이 필요하다. 호흡 및 기도 유지가 잘

되어 기관내 삽관 없이 외과의사 단독으로 마취하고 진정요

법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14,15] 과용량 투여 시 

술 후 오심 및 구토, 두통, 어지럼증이 증가하여 환자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다른 진정제와 함께 사용하면 용량을 적

게 사용할 수 있어 부작용을 저하시키고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16].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진통, 해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 중 스테로이드가 아닌 약물을 통칭한다.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시클로옥시제나제(cyclooxy-

genase, COX)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하게 되는데 아스피린

은 COX의 생성을 차단하고, 이외의 대부분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들은 COX의 활성을 억제한다. 대표적인 비스테로

이드성 소염진통제로는 프로피온산계의 아스피린(aspirin), 

이부프로펜(ibuprofen), 나프록센(naproxen), 옥시캄계의 

멜록시캄(meloxicam), COX-2 억제계의 쎄레콕시브 등이 

있다. COX에는 위 점막의 생성 및 유지를 담당하는 COX-1

과 염증 관련 효소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COX-2

가 있는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등 다수의 비

스테로이드 항염증제들은 이 둘을 모두 억제한다. 아세트

아미노펜은 COX-2만을 선별적으로 억제하지만 중추신경

계에 국한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항염증제로 분류되지 않 

는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흔히 쓰이

는 진통제로 처방에 제약이 적어 일차의료기관에서 사용하

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호흡저하도 없어 진정요법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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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알러지가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군에서 

사용을 제약해야 한다.

6. 아편유사제

아편유사제 마약으로 분류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엄격한 

관리 하에 처방하여야 한다. 이중금고 설치 및 엄격한 규정

을 거쳐 보유 사용하게 되는데, 진정요법 시 아편유사제의 

추가는 진통작용뿐만 아니라 아편유사제 수용체에 작용하

여 진정작용을 강화시키고 시술 중 통증을 완화시킨다. 그

러나 아편유사제는 술 후 오심과 구토, 소양증, 호흡억제, 

저혈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진정약물과 함께 

투여하면 호흡억제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

게 적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편유사제에는 펜타닐, 레

미펜타닐, 알펜타닐 등이 있으며 당일 퇴원이 필요한 수술

이나 시술 시 반감기가 짧은 레미펜타닐을 선호하게 된다. 

레미펜타닐은 펜타닐 유도체로써 조직과 적혈구에 있는 

에스테르분해효소(esterase)에 의해 매우 빠르게 제거되므

로 매우 빠른 발현 시간과 짧은 제거반감기(8-10분)를 나

타내어 지속 주입 요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레미펜타닐은 

간에 의해 대사 되지 않아 심한 간질환에서 청소 율에 영향

을 받지 않으며, 신질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진정을 위한 지속 정맥 주입 용량은 0.05-

2.00 µg/kg/min으로 지방을 뺀 체중을 기초로 계산하여 

투여하여야 한다[17]. 부작용으로 다른 아편유사제와 같이 

호흡억제와 흉부경직, 오심과 구토, 서맥, 저혈압 등이 발

생할 수 있어 단순시술이나 비마취의료진에겐 추천하지 않

는다. 

7. 약물 간의 혼합요법

여러 가지 진정약물들이 있지만 시술에 따라 시술자에 경

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한가지 약물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적절히 약물을 혼합하

여 쓰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

서 경험과 문헌을 통해 알려진 몇 가지 약물조합에 대해 말

하고자 한다.

1)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

전정맥마취 시 사용되는 조합으로 진정요법 시 용량조절

을 통해 마취심도 조절이 쉽고 짧은 반감기로 빠른 회복이 

장점이다[18]. 반면 두 약물 모두 호흡저하를 유발하여 시술 

중 호흡 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며 보다 세심한 모

니터링이 필요하다. 

2) 덱스메데토미딘과 프로포폴

덱스메데토미딘은 호흡억제 없이 진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프로포폴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프로포폴의 사

용량을 줄여 호흡부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약물작용이 나타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이 더뎌 간

단하고 짧은 시술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시술

에 따라 덱스메데토미딘을 먼저 투여하여 낮은 진정상태

를 유발하고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함으로써 적정마취심

도를 유지하는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덱스메데토미

딘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시술이 끝나기 30분 전에 투여

를 중단함으로써 회복이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하다. 

3) 프로포폴과 케타민

케타민도 호흡억제 없이 진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로포폴과 혼합사용 시 진정효과를 상승시키며 

호흡부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용 

시작 시간도 1분정도로 빨라 프로포폴 진정 시 추가용량으

로 단기간의 호흡부전 없이 마취심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고용량의 케타민을 투여 시 시술 후 

구토, 구역, 오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복을 저

해시킬 수 있어 사용 시 총 투여량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4) 덱스메데토미딘과 케타민

두 약물 모두 호흡억제 작용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깊은 진정에서도 호흡부전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 많은 사용보고가 없지만 최근 Hwang 등

[19]에 의하면 일측 폐 수술과 같은 난이도 높은 수술에서도 

호흡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수술을 집도할 수 있었다는 보고

가 있었다. 또한 케타민의 단점인 구강내 분비물이 많아지

는 것을 덱스메데토미딘의 침샘억제 효과와 맞물려 구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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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물을 감소시켜 줄 수도 있다. 다만 회복기간이 길어지

는 단점이 있어 단순 시술을 하고 조기 퇴원을 하는 경우에

는 추천하지 않는다.

회복관리

비록 술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회복 중에 합병증이 발생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 자극이 감소

하거나 약물의 제거가 늦추어지면 늦게라도 다시 진정이 될 

수 있으며 심혈관계의 기능저하도 함께 저하될 수 있다. 아

직 어떠한 모니터링이 술 후 진정환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임상의

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 그리고 적절한 퇴원기준에 

따라 퇴원시킴으로써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다. 간단한 시술이라도 진정요법를 했다면 자가 차량을 통한 

귀가는 하지 않도록 필히 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인 출혈이나 통증이 조절된 후 귀가 조치를 하여

야 하며, 퇴원 후 환자가 병원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체계

를 갖추는 것은 필수이다. 

결론

필자는 진정요법가 몸에 안좋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통증을 감수하며 시술을 받거나, 적정한 의료시술을 기피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진료권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한

다. 비마취통증의학 의료진도 진정요법 학습을 통해 안전

하고 적절한 진정을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는 환자의 신뢰를 얻고 통증의 공포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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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들이 진정마취

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마취 전 준비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쉬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중등도 진정

(의식 진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전신마취에 준하는 환자 평

가와 준비를 하는 것은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들이다. 진정에서 의식이 회복된 이후라도 약물의 잔여 효과로 

인해 재진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가 어지러움, 구역 및 구

토, 근력저하를 호소하지 않는지 회복실에서 충분히 관찰한 후 

퇴실 조치해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진정약물의 주입 속도를 잘 

정리해 주고 있어 진정을 처음 시행하는 임상의들에게 좋은 지

침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숙지하

고 준수한다면 효과적이고 안전한 진정마취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