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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 연 구 목 적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자가진정조절법 (patient-

controlled sedation, PCS) 설정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자가진정조절법을 이용한 진정 동안에 피험자의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2. 연 구 방 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KCT-0001618)의 승인을 

얻은 후,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모집하여, 프로포폴 군과 미다졸람 

군으로 30 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후 약제군 내에서 소량(low 

dose) 1 회주입량, 짧은 잠금시간 군 (10 명), 중간용량(middle dose) 

1 회주입량, 짧은 잠금시간 군 (10 명), 그리고, 고용량 (high dose) 

1 회주입량, 긴 잠금시간 군 (10 명)으로 다시 무작위 배분을 

시행하였다. 기본적인 피험자 모니터링과 뇌전도 

(electroencephalogram, EEG),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nd-tidal 

carbon dioxide, ETCO2) 등 호흡감시를 시행하면서 자가진정조절법을 

시행하였다. 진정법 시행 시 처음에는 스케일링 시술 없이 주어진 

음성자극에 반응하여 요구버튼을 누르도록 하였고, 이후 스케일링을 

하면서 주어진 음성자극에 반응하여 요구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진정법 중 피험자의 상태, 뇌전도 변화 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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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구 결 과 

모두 60 명에서 연구가 시행되었다. 전체 피험자 중 15 명에서 스케일링 

시술이 종료되기 전에 자가진정조절법을 중단하였는데, 이 중 9 명이 

프로포폴 고용량 군의 피험자로, 4 명은 스케일링 중 입 안에 물을 

머금을 수 없었고, 나머지 5 명은 스케일링 시술에 협조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스케일링 시술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른 6 명 중, 

제어 불가능한 이상행동으로 자가진정조절법을 중단하고 스케일링 

시술을 종료한 피험자는 프로포폴 중간용량에서 2 명, 미다졸람 

중간용량에서 2 명, 미다졸람 고용량에서 1 명이었으며, 프로포폴 

중간용량의 피험자 1 명은 스케일링 중 입 안에 물을 머금을 수 없어 

진정을 중단하였다. 고용량 군의 80%, 중간용량 군의 55%, 저용량 

군의 35%의 피험자가 호흡저하를 보였다. (p < 0.05) 뇌전도 소견을 

보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군 모두에서 진정이 깊어질수록 베타파의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의식 소실 후에는 알파파 상부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스케일링 시에 미다졸람 중간용량과 

고용량 군에서 피험자가 의식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을 

때와 유사하게 베타파의 활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 결 론 

호흡저하 정도는 약물 사이의 차이가 없었으며, 용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고용량, 긴 잠금시간의 프로포폴 군에서 높은 비율의 진정 

실패를 보였으며, 특히, 이상행동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스케일링을 하는 

동안, 미다졸람 군과 프로포폴 군의 의식 소실 시의 뇌파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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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치과 시술과 관련된 통증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1]. 일반적인 

진정법은 약제를 투여하여 환자의 의식이 어느 정도 억제된 상태를 

유도하게 되는데, 진정심도에 따라 심혈관계 기능 억제, 호흡 감소 및 

기도폐쇄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2].  

 

1-1. 치과치료를 위한 진정법 

치과영역의 치료는 기도와 그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치과치료를 위한 

진정법은 매우 까다롭다. 일반적으로 진정법은 피험자의 상태에 따라 

최소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전신마취로 분류하지만, 이는 

명확하게 분리되는 상태가 아니라 연속성 상에 있는 상태로써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상태보다 더 깊은 진정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즉, 깊은 

진정 상태에 빠지게 되면 환자는 기도보호반사를 상실하게 되는데, 특히, 

러버댐을 사용할 수 없는 치과치료의 경우, 치료 시 사용하는 냉각수, 

혈액, 분비물, 타액, 소독약 등이 기도로 흘러 들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2. 스케일링 치료 (dental scaling)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해 치은연상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치료는 

통증 VAS(visual analogue scale) 15-20 정도의 약한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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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치료이지만 [3-5], 치료 시 구강 내에 주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치과치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스케일링 

치료 시 자가진정조절법(patient-controlled sedation, PCS)의 적용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1-3. 일반적인 진정법과 그 문제점 

일반적으로 진정법은 환자의 나이, 몸무게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용량의 

약을 환자에게 주게 된다. 그러나 환자마다 약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불안의 정도나 스트레스 정도도 다르며 또한 시술의 침습도에 따라서 

원하는 진정의 깊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진정 깊이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6]. 따라서 환자의 몸무게만을 기준으로 하여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진정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7]. 

 

1-4. 자가진정조절법 

수술 후 환자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 약제를 

주입하는 자가통증조절법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의 

원리가 진정법에 적용된 것으로 일시용량(bolus dose)과 잠금시간을 

설정한 후, 환자가 원할 때 버튼을 누르도록 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진정의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8]. 이와 같은 자가진정조절법은 

환자 스스로 불안과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진정법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9-11]. 

 

1-5. 자가진정조절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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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일시용량과 잠금시간의 설정으로 

자가진정조절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2], 많은 연구들에서 피험자는 

적절하게 진정되었고, 치료에 적절하게 협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설정에서 피험자가 

버튼을 최대한으로 누르는 상태에서도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Thorpe 등의 연구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자가진정조절법(일시용량 3.3 mg, 잠금시간 0 초, 일시용량 

주입시간 6 초) 연구에서 잠들 때까지 최대한으로 버튼을 누르는 경우, 

깊은 진정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7]. Thorpe 의 연구에서 

사용된 일시용량은 자가진정조절법 리뷰 논문에서 제시한 최소 용량에 

해당하지만, 잠금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2]. 

1-6. 뇌전도 (electroencephalogram, EEG) 

뇌전도는 두피의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여, 전신마취 시에 뇌의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마취 중 각성을 예방하는데 믿을 만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12].    

1-7. 마취유도와 뇌전도 

1991 년 Borgeat 등은 마취 유도시 14 유도 뇌전도를 관찰하였는데, 

약물 주입 후 평균 12 초 정도의 잠복기가 지난 후, 베타파가 

우세해졌으며, 이후 델타파가 나타나 1-2 분간 지속되었으며, 그 후 

베타파가 다시 나타나 델타파와 혼재하여 존재하다가, 다음 5 분간 

서서히 베타파가 델타파로 대체되었다고 하였다 [13]. 1995 년 

Kishimoto 등은 프로포폴을 이용한 진정법에서, 전두/전정부에서 



 

 4 

베타 1 파의 활동이 증가하며, 베타 2 파와 알파 1 파의 증가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4]. 2001 년 Gugino 등은 얕은 진정에서 후두부의 

알파파 감소와 전두/전정부의 베타파 증가가 동반되며, 진정이 보다 

깊어지면 전두부의 알파파가 우세해지는데, 적은 정도지만, 델타파와 

세타파의 파워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전두부의 델타파와 세타파가 보다 증가하며, 후두부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의식을 회복할 때 반대로 

나타난다 [15]. 2013 년 Purdon 등은 얕은 진정 상태에서 깊은 진정 

상태로 변화할 때, 알파파의 파워가 증가하고, 알파파의 최고 진동수가 

하방으로 이동하며, 마취가 더 깊어지면 알파파의 파워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12].  

 

제 2 절 연구의 목적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일시용량과 잠금시간의 

자가진정조절법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지만, 자가진정조절기구의 버튼을 

최대한으로 누를 때, 환자의 반응에 대하여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자가진정조절법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권고 사항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자가진정조절법 설정의 

안전성을 알아보고 자가진정조절법을 이용한 진정 동안 피험자의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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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와 방법 
 

 

제 1 절 연구의 재료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KCT-0001618)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의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CRIS)에 등록하였다. (URL: 

http://cris.nih.go.kr/cris/index.jsp)  2015 년 8 월부터 2015 년 

10 월까지 본원에 내원한 치과스케일링이 필요한 환자들 중에서 

자원자를 받아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은 후, 각 군당 10 명씩, 총 

60 명의 피험자를 6 개의 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포함기준 

1.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ASA) 1-2 급 피험자 

2. 20 세 이상 60 세 이하의 성인  

3.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험자 

 

1-2. 연구제외기준 

1.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3 급 또는 4 급에 해당 

2. 20 세 이하, 60 세 이상의 피험자 

3.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병력이 있는 경우 

4. 뇌혈관 질환, 뇌종양 등 뇌의 기질적 질환이 있는 피험자 

5. 정신지체, 자폐 등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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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도 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피험자 

7. 임산부 

8.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피험자  

 

1-3. 이중 맹검, 무작위 연구 

1. 무작위 방법 

Random Allocation Software Version 2.0 을 사용하여 블록 무작위 

배정(block randomization)을 실시하였다. 총 6 개 군으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후 첫 피험자가 등록되기 전에 난수생성자에 

의해 난수를 생성하여 생성된 순서대로 봉투에 밀봉 후 보관하였다가 각 

진정법 시행 전 진정법 시행 치과마취과의사에게 전달하였다. 진정법 

시행 담당자는 난수 생성 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밀봉된 봉투에 

접근할 수 없게 하였다. 무작위 배정표의 운용은 연구와 독립된 제 

3 자에 의해 운용, 관리되며 비밀을 유지하였다. 

 

2. 눈가림법 적용 

각 약제의 종류, 일시용량, 잠금시간은 진정법 하 스케일링을 하는 

치과의사와 피험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1-4. 실험시 주의사항 제공 

연구에 앞서 피험자에게 금식 및 실험진행과정에 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고 설명하였다. 진정 동안에는 시각자극에 의한 뇌전도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험자로 하여금 눈을 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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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용 약제  

1. 프로포폴 

- Propofol MCT 2% 50ml Vial (상품명: 프레조폴 2%주, 제조사: 

프레지니우스카비) 

 

2. 리도카인 

- Lidocaine HCl 1% 20ml Vial (상품명: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주, 제조사: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 프로포폴의 혈관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프로포폴 주입 직전 

주사하였다. 

 

3. 미다졸람 

- Midazolam 15mg/3ml amp (상품명: 미다졸람주사, 제조사: 

부광약품주식회사) 

- 50cc 주사기에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0.5 mg/ml (총 30m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4. 플루마제닐 

- Flumazenil 0.5mg/5ml amp (상품명: 플루닐주사, 제조사: 

부광약품주식회사) 

- 피험자가 진정부작용을 보이는 경우 또는 연구가 종료된 이후 

피험자를 깨우기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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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험군의 설정 

정주진정을 위한 약제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사용하였으며 각 

약제별로 자가진정주입기구의 주입설정에 따라 다시 3 군으로 나누었다. 

즉, 총 6 개의 군으로 군당 10 명의 피험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각 

군별 약제의 용량과 잠금 시간의 설정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Table 1) [2].  

 

1. 미다졸람  

자가진정법 리뷰 논문을 참고하여 1 회주입량(Increments)을 kg 당 

용량으로 변환하였다 [2]. 즉, 기존 연구의 1 회 주입량 중 가장 적은 

용량인 0.1 mg 을 50 kg 으로 나누면 0.002 mg/kg 가 되고 이 용량을 

저용량 군의 기준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의 1 회 주입량 중 가장 많은 

용량인 1 mg 을 50 kg 으로 나누면 0.02 mg/kg 가 되고 이 용량을 

고용량 군의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중간용량인 0.5 mg 을 50 

kg 으로 나누면 0.01 mg/kg 가 되고 이 용량을 중간용량 군의 기준으로 

하였다.  

2. 프로포폴 

자가진정법 리뷰 논문을 참고하여 1 회주입량을 kg 당 용량으로 

변환하였다 [2]. 3.3 mg 과 10 mg 의 중간인 5 mg 을 50 kg 으로 

나누면   0.1 mg/kg 가 되고 이 용량을 저용량 군의 기준으로 하고, 0.5 

mg/kg 용량을 고용량 군의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15 mg 을  50 

kg 으로 나누면  0.3 mg/kg 가 되고 이 용량을 중간용량 군의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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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금시간 

저용량의 일시용량일지라도 잠금시간이 없는 경우, 환자가 과진정될 수 

있으며 [16, 17], 따라서 잠금시간의 설정은 약물의 과다 투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2]. 또한 

자가진정주입기구는 약물의 일시용량과 주입속도에 따라 약물이 

들어가는 동안에는 환자가 버튼을 눌러도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자동잠금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잠금시간이 없는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속도로 약을 주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요구하는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 주입되게 된다 [16]. 이번 연구에 사용된 자가진정주입 

기구의 최소 잠금시간도 1 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Rodrigo 와 Chow 는 

1995 년 일시용량 1 mg 의 미다졸람 자가진정조절법을 잠금시간을 

1 분과 3 분으로 달리하여 비교하였고, 진정의 깊이, 환자의 협조도, 

원하는 진정깊이를 얻는데 필요한 약물의 용량에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잠금시간이 1 분인 경우, onset 이 더 빠르고, 환자들의 

선호도도 더 높았다 [18]. 즉, 약물의 최고효과를 얻는데 3 분 정도가 

걸리는 미다졸람과 같은 약물에서, 일시용량이 고용량이라고 할지라도 1 

분 정도의 잠금시간이면, 적절하고 안전하게 자가진정조절법의 시행이 

가능하다. 전신마취 유도를 위한 프로포폴의 용량은 1-2.5 mg/kg, 

미다졸람의 용량은 0.05-0.15 mg/kg 이다 [19]. 이번 연구의 설정은 

임상적인 설정과는 달리 요구버튼을 최대한으로 누르는 것으로, 

프로포폴 고용량 군의 경우, 2-5 회, 미다졸람 고용량 군의 경우, 2-

8 회 약물이 주입되면, 피험자는 전신마취에 준하는 깊은 진정에 빠질 

수 있어, 안전상의 문제로 고용량 군의 잠금시간을 3 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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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up description 

Dose Midazolam 

(N = 30) 

Propofol 

(N = 30) 

Low dose 

(N = 10,  

respectively) 

Bolus dose 

(mg/kg) 

0.002 0.1  

 

Lock-out time 

(minute) 

1 1 

Middle dose 

(N = 10, 

respectively)  

Bolus dose 

(mg/kg) 

0.01  

 

0.3  

 

Lock-out time 

(minute) 

1 1 

High dose 

(N = 10, 

respectively) 

Bolus dose 

(mg/kg) 

0.02 0.5 

Lock-out time 

(minutes) 

3 3 

 

 

 

1-7. 자가진정주입기구 및 설정 

자가진정주입기구는 Perfusor Space (B.Braun Mesungen AG,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일시용량과 잠금시간을 제외한 다른 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초기부하용량 (initial loading dose)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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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정조절법의 경우, 초기에 목표 진정 정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초기부하용량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진정을 

유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하용량을 설정하지 않았다.  

 

2. 기본주입량 (basal infusion rate) = 없음 (0 ml/hr) 

진정 심도의 변화를 적게 하기 위해 적절한 기본주입량의 설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가진정조절법에서 기본주입량을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본 연구에서도 역시 기본주입량을 설정하지 않았다 

[20]. 

 

3. 최대주입량 = 30 ml  

피험자가 요구버튼을 일정한 횟수 이상 누르면 더 이상의 진정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으로 30 ml 로 설정하였다. 

 

4. 주입속도 = 1,500 ml/h  

주입속도가 1,000 ml/h 이상일 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피험자에게 

약물이 주입되어 바로 진정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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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2-1. 연구의 진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지원자에게 진정법 시행 전 서면과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피험자 평가를 시행하고, 선정기준을 통과하면, 

자가진정법 예약 날짜를 잡았다. 모든 피험자에서 마취 전투약은 하지 

않고 6 시간 금식을 하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험자가 진료실에 

도착하면 피험자의 팔에 22 게이지 정맥주사용 카테터를 삽입하고 

피험자의 머리에 62 채널 뇌전도 센서와 BIS 모니터를 부착하였다(Fig. 

1). 피험자감시장치(Standard patients monitoring system, BM7, 

Bionet, Seoul, Korea)와 Masimo 사의 호흡모니터링 장치(Acoustic 

Respiration Rate (RRa), Masimo Irvine, CA, USA)를 이용하여 심전도,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이산화탄소분압, 호흡수를 측정하였다. 혈압은 

5 분에 한 번씩 측정하였으며 혈압을 제외한 생징후는 매초 단위로 

기록되었다. 또한 앞 가슴 부위에 전자청진기를 부착하여 호흡을 

기록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저장되도록 하였다. 수초 이내에 자발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무호흡이나 

산소포화도의 감소가 동반되는 호흡저하의 경우, 분당 3 리터의 100% 

산소를 경비캐뉼라를 통해 흡입하게 하면서 자가진정조절법을 

시행하였다. 

피험자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헤드폰에서 나오는 음성자극에 따라(9-

11 초 간격으로 “버튼을 누르세요. 삐-.“) 자가진정주입기구의 

주입버튼을 누르게 된다. 스케일링을 시작하기 전, 스케일링 치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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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가 음성자극에 반응하여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의식을 잃고 다시 회복하는 사이클을 3 번 정도 반복한 이후 같은 

방식으로 음성자극에 따라 계속 주입버튼을 누르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시술과정에 따라 전악 치과스케일링을 시행하였다(Fig. 2). 이 때, 언제 

음성자극이 있었는지, 피험자가 언제 버튼을 눌렀는지, 실제 약물이 

주입된 시간은 언제인지 모두 자동적으로 기록되게 하였다. 시술 동안 

지속적인 피험자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피험자의 진정 깊이에 따라 

필요시 분당 3L 의 100% 산소를 경비캐뉼라를 통해 흡입하게 하였다. 

치과스케일링이 끝나면 약물 주입을 중단하고 피험자가 깰 때까지 

기다린 후, 피험자가 깨면 뇌전도 센서, BIS 센서 및 혈압계, 심전도 

등을 제거하였다. 피험자가 다시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지점부터 

피험자가 깬 것으로 간주하였다. 미다졸람을 이용하여 정주진정을 

시행한 피험자의 경우, 30 분이 지나도 피험자가 깨지 않는 경우, 

플루마제닐 0.5mg/5ml 를 정맥주사하여 피험자를 깨웠다. 피험자가 

귀가할 때까지 회복실에서 관찰 후, 마취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피험자의 상태가 진정법 이전 상태와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 피험자의 

귀가를 시행하였다. 피험자의 모든 진정법과 치과스케일링 시술 과정, 

피험자의 귀가 시까지의 과정은 현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스페셜케어클리닉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 과정을 동일하게 따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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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 equipped with 62-channel EEG sensor, 10-channel 

f-NIRS, BIS sensor. EEG = Electroencephalogram, f-NIRS =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BIS = Bispectr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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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udy process. The subject wears headphones and presses 

the injection button of the patient-controlled sedation pump 

according to the audible stimulation from the headphones every 9-

11 seconds. ("Press the button. Beep-.") First, subjects pressed 

the button in response to a auditory stimulus without dental scaling. 

After the subject repeated the cycle of losing consciousness three 

times without dental scaling, he/she continued to press the injection 

button in the same way again according to the audible stimulation 

with dental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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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분석방법 

1. 의식소실지점(loss of consciousness point, LOC point)의 정의 

피험자는 실험을 진행하는 내내 착용한 이어폰에서 9-11 초 간격으로 

나오는 음성 자극에 따라 펌프에 연결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이 때 피험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한 의식의 

존재와 소실이 칼로 자른 듯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Purd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되는 지점이 

피험자가 실제로 의식을 잃는 시점보다 먼저 나타나며, 따라서 최소 

6 번 이상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처음 누르지 않기 시작한 시점을 

의식소실지점이라 정의하였다 [12]. 

2. 의식회복지점(return of consciousness point, ROC point)의 

정의 

피험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식회복지점이라 정의하였다.  

3. 약물요구량과 주입량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고, 실제 약물이 들어간 유효버튼과 약물이 

들어가지 않은 무효버튼 횟수와 시간은 모두 펌프에 자동 저장되어 추후 

다운로드 받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또한 버튼을 컴퓨터와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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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가 음성자극에 반응하여 버튼을 누르는지 누르지 않는지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였다.  

4. 약동학 모델을 사용한 혈중 및 효과처 농도의 계산 

피험자의 혈중 농도 및 효과처 농도를 약동학 및 약력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프로포폴의 혈중 농도 및 효과처 농도 계산을 

위해 Schnider 모델을 사용하였고 [21, 22], 미다졸람의 혈중 농도 

계산은 MEM (Mixed-effects model) three compartment BSA (body 

surface area)-adjusted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효과처 농도 계산은 

Mould 등이 제시한 혈장과 효과처 사이의 평형상수(Ke0 = 0.0213)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3, 24]. 

5. 호흡저하 

진정법을 진행하는 동안 호흡 저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이 50 mmHg 를 초과하거나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 값이 기준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 값과 10 mmHg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저환기(hypoventilation)로, 20 초 이상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무호흡(apnea)으로 정의하고, 이 

둘을 호흡저하(respiratory depression)로 묶고 각 그룹별 호흡저하의 

백분율을 구하고, 90% 이하의 산소포화도 감소를 동반하는 피험자는 몇 

명인지를 체크하였다 [25, 26]. 구호흡으로 인한 호흡저하 및 장비 

결함으로 인해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 경우와 

감별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 및 전자 청진기 판독을 함께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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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뇌전도 자료의 기록과 분석 

1 kHz 의 sampling rate 를 이용해 뇌파를 기록하고, 다중채널 뇌전도 

증폭기(BrainAmp, Brain Products, Munich, Germany)를 이용해 

신호를 증폭하여 신호를 얻었다. 62 개의 Ag/AgCl 전극을 두피에 

접촉시키기 위해 국제 10-20 시스템에 의해 64Ch-

actiCAP(Brainproducts, Munich, Germany)을 사용하였다. 채널은 

전극 FCz 를 기준으로 하고 AFz 에 접지하였으며, 뇌전도 신호는 

10 번째 Chebyshev 필터를 사용해 250 Hz 로 다운샘플링하였으며, 

뇌전도 전극의 임피던스는 데이터 수집 전에 10kΩ 이하로 줄여서 

사용하였다. Low-frequency phase modulation 을 분석하기 위해 

median EEG frequency 를 계산하였으며, 전두부 6 개 채널(Fp1-2, 

AF3-4,7-8)의 스펙트로그램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Fig. 3). 다른 

시간-주파수 매개변수로 스펙트로그램을 계산하여 저속 진동의 여러 

단계에서 파워를 정량화하기 위해 주기해상도를 제공하였다. 이 때, 

윈도우의 길이 T = 10 초, 시간-대역폭의 곱 TW = 1 로 하였으며, 

해밍(hamming) 윈도우 함수를 이용해 90%의 중복을 허용하고, 

스펙트럼 해상도는 0.25 Hz 로 하였다. 모든 3 초 윈도우에서 중앙 

스펙트로그램 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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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of location of 62-channel electroencephalogram 

(EEG) sensor (10-20 international system). In this study, we used 

6-channel (Marked with a red circle) for EEG analysis. FCz: 

Reference electrode, Afz: grounded electrode. 

2-3. 통계 분석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군의 비교, 또는 스케일링을 하기 전과 스케일링을 

할 때의 비교는 t-test 를 저용량, 중간용량, 고용량 군의 비교는 one-

way ANOVA test 를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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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피험자 통계 
 

각 군 별로 10 명씩 총 60 명의 피험자가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모든 

피험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1 급에 해당하였다. 모든 군 

사이에 피험자의 성별, 연령, 신장, 체중, 신체질량지수에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총 연구시간의 평균은 미다졸람 군이 120.99 ± 89.13 

분, 프로포폴 군이 89.13 ± 13.06 분이었다. (p < .05)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군의 실험 전 평균 산소포화도는 각각 98.13 ± 0.55 %, 

98.08 ± 0.64 % 였으며,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각각 39.92 ± 

2.56 mmHg, 39.94 ± 2.44 mmHg 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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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up comparison, mean (SD) 

  Midazolam  
(N = 30) 

Propofol  
(N = 30) 

P value 

Gender   
Male : Female 

21 : 9 24 : 6  

Age (year) 26.10 (2.80) 27.63 (7.06)  

Height (cm) 172.29 (6.38) 172.36 (8.72)  

Body weight (kg) 68.44 (11.26) 69.82 (14.10)  

BMI  
(Body Mass Index) 

22.86 (3.12) 23.42 (3.34)  

Baseline of SpO2 98.13 (0.55) 98.08 (0.64)  

Baseline of ETCO2 39.92 (2.56) 39.94 (2.44)  

Total duration of 
study (minutes) 

120.99 (89.13) 89.13 (13.06) < .05 

Total infusion dose 
(mg/kg) 

0.14 (0.07) 4.38 (1.44)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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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식소실과 회복에 대한 분석 
 

1. 첫 번째 의식소실의 분석 

Table 3, 4, 5, 6, 7 은 스케일링을 하지 않을 때(Resting)와 

스케일링(Scaling)을 시행할 때, 피험자가 처음 잠들 때까지 주입된 

약물의 횟수와 잠이 들 때까지 걸린 시간, 잠을 잔 시간, 의식소실 및 

회복 지점에서의 효과처 농도를 나타낸다. 미다졸람 저용량의 피험자 

1 명은 스케일링을 시행하는 동안 잠들지 않았으며, 미다졸람 

중간용량의 피험자 한 명은 스케일링을 시작하기 전 조절되지 않는 심한 

이상행동(paradoxical excitation)으로 자가진정조절법을 중단하고, 

스케일링을 시행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3 

1) 첫 번째 의식소실 시까지 주입된 약물횟수 비교 (Table 3) 

미다졸람 저용량 군에서 스케일링을 하지 않을 때에 처음 잠들 때까지 

주입된 약물의 횟수는 9.5 ± 5.9 회였으나, 스케일링 시행할 때는 

20.0 ± 8.2 회로 증가하였다(p < .05). 스케일링을 하지 않을 때, 

저용량 군의 약물주입횟수는 평균 9.3 ± 5.3 회로 중간용량 군 3.35 

± 1.14 회, 고용량 군 2.2 ± 1.5 회보다 많았다(p < .05). 

스케일링을 할 때, 약물주입횟수는 저용량 군이 평균 15.0 ± 8.5 회로 

중간용량 군 3.63 ± 1.8 회, 고용량 군 1.9 ± 1.1 회에 비해 

많았다(p < .05). 

 

Table 3. Number of infusion until patients' 1st loss of consciousness, 

mean (SD) 

  Resting Scaling P value 

Midazolam Low  9.5 (5.9)* 20.0 (8.2)* < .05 

 Middle 3.1 (1.2) 4.3 (2.4)  

 High 1.9 (1.2) 2.1 (1.4)  

Propofol Low  9.1 (4.8)* 10.5 (6.2)*  

 Middle 3.6 (1.1) 3.0 (0.8)  

 High 2.5 (1.7) 1.7 (0.7)  

* Comparison among dose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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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 (Table 4) 

미다졸람 저용량 군에서 스케일링을 하지 않을 때에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1 분이었으나, 스케일링을 할 때는 약 21 분으로 

증가하였다(p < .05). 스케일링을 하지 않을 때,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저용량 군이 약 11 분으로 중간용량 군 약 4 분, 고용량 군 약 

5 분에 비해 길었다(p < .05). 스케일링을 할 때,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저용량 군이 약 16 분으로 중간용량 군 약 4 분과 고용량 군 약 

4 분에 비해 길었다(p < .05). 스케일링을 하지 않을 때,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은 프로포폴 군이 6.8 ± 5.3 분, 미다졸람 군이 6.3 ± 6.0 

분으로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스케일링을 할 때, 미다졸람 군이 

잠들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 분으로 프로포폴 군(약 6 분)에 비해 

길었다(p < .05). 

 

Table 4. Time taken to sleep (second), mean (SD) 

  Resting Scaling P value 

Midazolam Low  682.0 (445.6)* 1261.9 (468.2)*† < .05 

 Middle 210.4 (108.8) 300.1 (207.3)  

 High 245.6 (232.8) 277.8 (249.3)  

Propofol Low  650.8 (345.5)* 692.7 (336.7)*  

 Middle 240.8 (73.2) 187.3 (61.3)  

 High 347.7 (311.0) 188.1 (123.6)  

* Comparison among doses, † Comparison between drug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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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면시간 (Table 5) 

미다졸람 중간용량, 고용량, 프로포폴 저용량 군에서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 동안의 수면 시간은 각각 약 13 분, 14 분, 4 분이었으나, 각 군의 

스케일링을 할 때의 수면시간은 각각 약 3 분, 2.8 분, 1.8 분으로 

감소하였다(p < .05). 스케일링을 하지 않을 때, 수면 시간은 저용량 

군이 약 4 분으로 중간용량 군 약 10 분, 고용량 군 약 10 분에 비해 

짧았다(p < .05). 프로포폴 군의 수면 시간은 평균 5.7 ± 5.2 분으로 

미다졸람 군의 수면 시간 10.5 ± 9.8 분에 비해 짧았다(p < .05).  

 

Table 5. Duration of sleep (second), mean (SD) 

  Resting Scaling P value 

Midazolam Low  204.4 (274.4)* 164.3 (177.2)  

 Middle 797.2 (701.8) 183.7 (158.2) < .05 

 High 886.3 (490.5) 168.7 (99.8) < .05 

Propofol† Low  248.4 (145.7)* 109.0 (39.5) < .05 

 Middle 454.3 (461.1) 188.5 (85.0)  

 High 315.2 (259.5) 197.0 (90.0)  

* Comparison among doses, † Comparison between drug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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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식소실 및 회복 시의 효과처 농도 (Table 6, 7) 

미다졸람 군의 경우, 스케일링 시에 LOC, ROC 모두에서 효과처 농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p < .05), 프로포폴의 경우, 저용량과 

중간용량의 ROC 에서만 효과처 농도가 증가하였다(p < .05). 

Table 6.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1st loss of consciousness 

(mcg/ml), mean (SD) 

  Resting Scaling P value 

Midazolam Low  0.02 (0.02) 0.06 (0.01) < .05 

 Middle 0.02 (0.01) 0.06 (0.04) < .05 

 High 0.03 (0.03) 0.09 (0.03) < .05 

Propofol Low  1.35 (0.33) 1.65 (0.39)  

 Middle 2.95 (0.53) 3.16 (0.61)  

 High 2.52 (0.84) 2.49 (0.69)  

 

Table 7.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1st return of consciousness 

(mcg/ml), mean (SD) 

  Resting Scaling P value 

Midazolam Low  0.02 (0.01) 0.06 (0.02) < .05 

 Middle 0.03 (0.01) 0.08 (0.03) < .05 

 High 0.05 (0.02) 0.10 (0.04) < .05 

Propofol Low  0.75 (0.50) 1.27 (0.35) < .05 

 Middle 0.93 (0.61) 1.95 (0.57) < .05 

 High 1.13 (0.83) 1.60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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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의식소실의 분석 

미다졸람 저용량의 경우, 스케일링 시에 2 번 이상 잠을 잔 피험자는 

2 명 밖에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의식소실의 경우, 이미 약물의 효과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약물이 주입된 것으로 첫 

번째 의식 소실 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7.2 ± 2.0 분인데 반해, 두 번째 

의식 소실 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2.0 ± 3.1 분으로 짧았다(p < .05). 

약물주입횟수 또한 첫 번째 의식 소실 시에는 5.8 ± 6.3 회였으나, 두 

번째 의식 소실 시에는 2.1 ± 2.6 회로 감소하였다(p < .05). 

 

3. 수면 양상의 비교  

Fig. 4, 5 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의 수면패턴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LOC 지점을, 연두색 다이아몬드가 ROC 지점을 

나타낸다. 프로포폴은 의식소실지점과 의식회복지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나, 미다졸람의 경우, 특히 스케일링과 같은 자극이 있을 때, 

의식의 소실과 회복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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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leep pattern of propofol. It shows clear sleep cycle. Red 

line means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of propofol. Black small 

dot means the point when the drug actually infused. Green small dot 

means the point when the button was pressed but the drug was not 

infused due to lock-out time activation. Yellow diamond indicates 

the loss of consciousness (LOC) point and Ce at that point. Green 

diamond indicates the return of consciousness (ROC) point and Ce 

at that point. Cyan hexagon indicates maximum Ce point during one 

sleep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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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leep pattern of midazolam. The subject repeatedly slept and 

woke. Red line means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of midazolam. 

Black small dot means the point when the drug actually infused. 

Green small dot means the point when the button was pressed but 

the drug was not infused due to lock-out time activation. Yellow 

diamond indicates the loss of consciousness (LOC) point and Ce at 

that point. Green diamond indicates the return of consciousness 

(ROC) point and Ce at that point. Cyan hexagon indicates maximum 

Ce point during one sleep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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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가진정조절법의 안전성 
 

1. 호흡저하 

아래 표는 호흡저하를 보인 피험자의 백분율을 약물 용량 별로 나타낸 

것으로 중간용량 군 85%, 고용량 군 95%에 비해 저용량 군에서 

호흡저하는 55%로 적게 나타났으며(p < .05), 90% 이하의 산소포화도 

저하가 동반된 호흡저하는 흔하지 않았다. 보조적인 산소 공급 이외의 

부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한 호흡 저하는 없었다(Table 8). 

Table 8. Respiratory depression 

 Low dose Middle dose High dose 

Respiratory 
depression 

55%* 

(11/20) 

85% 

(17/20) 

95% 

(19/20) 
With SpO2 < 90% 10% 

(2/20) 

30% 

(6/20) 

25% 

(5/20) 

* Comparison among dose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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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법의 중단 

 

Fig. 6은 진정법 중단을 결정한 피험자에 대하여 정리한 것으로 총 15

명의 피험자에서 더 이상 진정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법

을 중단하였으며, 프로포폴 고용량 군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15명의 

진정 중단 피험자 중, 5명은 입 안에 물을 머금을 수 없어 스케일링 도

중 진정법을 중단하였으며, 10명의 피험자는 통제되지 않는 이상행동

(paradoxical excitation)을 보여 진정법을 중단하였다. 14명의 피험자

는 스케일링을 진행하던 중 중단을 결정하였고, 미다졸람 중간용량을 사

용한 한 명의 피험자는 스케일링을 시작하기 전 중단을 결정하였다.  

Paradoxical excitation을 보인 환자는 총 11명으로 프로포폴 중간용량 

군에서 2명, 프로포폴 고용량 군에서 5명, 미다졸람 저용량 군에서 1명, 

미다졸람 중간용량 군에서 2명, 미다졸람 고용량 군에서 1명이었으며, 

이 중 미다졸람 저용량 군의 환자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는 진정법을 

중단하였다.  

입 안에 물을 머금을 수 없어 진정법을 중단한 군은 모두 프로포폴 군의 

피험자로, 총 약물 주입량의 평균은 4.24 ± 1.04 mg/kg 이었다. 

Paradoxical excitation을 보인 군의 총 약물 주입량의 평균은 프로포폴 

군이 4.78 ± 1.24 mg/kg, 미다졸람 군이 0.13 ± 0.04 mg/kg으로 그

렇지 않은 군의 총 약물 주입량의 평균(프로포폴 군이 4.29 ± 1.61 

mg/kg, 미다졸람 군이 0.14 ± 0.07 mg/kg)과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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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dation failur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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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뇌전도 분석 
 

가장 활성도가 높은 주파수의 중간 값을 계산했을 때, 피험자가 의식을 

소실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활성화되는 주파수가 12-13 Hz 정도에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7). 이와 같은 현상은 스케일링 없이 

진행된 의식소실과 회복 주기에서 약제의 종류나 용량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그러나 스케일링 하에서는 프로포폴 중간용량과 고용량을 

제외하고서는 14-16 Hz 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9, 

Fig. 8, 9, 10, 11, 12, 13). 

 

 

Fig. 7. Analysis of median EEG frequency – Propofol middle group. 

Ce =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of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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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alysis of median frequency (Hz), mean (SD) 

  Midazolam Propofol 

  Low Middle High Low Middle High 

Resting Awake 13.85 

(1.79) 

14.74 

(2.87) 

15.94 

(2.67) 

14.97 

(2.79) 

15.62 

(2.54) 

14.68 

(2.40) 

Sleep 13.16 

(1.04) 

13.19 

(1.26) 

13.35 

(1.14) 

13.45 

(1.45) 

12.90 

(0.80) 

12.60 

(0.86) 

Scaling Awake 16.74 

(2.08) 

17.07 

(1.87) 

15.68 

(2.73) 

17.53 

(3.09) 

14.43 

(2.11) 

13.64 

(2.08) 

Sleep 15.76 

(2.76) 

14.31 

(1.99) 

15.72 

(2.05) 

16.60 

(2.77) 

12.99* 

(1.69) 

12.34* 

(0.88) 

* Comparison among group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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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dian EEG frequency of midazolam low group. Ce =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of drug. 

 

 

Fig. 9. Median EEG frequency of propofol low group. Ce =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of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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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dian EEG frequency of midazolam middle group. Ce =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of drug. 

 

 

 

Fig. 11. Median EEG frequency of propofol middle group. Ce =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of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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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edian EEG frequency of midazolam high group. Ce =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of drug. 

 

 

 

Fig. 13. Median EEG frequency of propofol high group. Ce = effect 

site concentration (Ce) of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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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용량과 잠금시간의 설정으로 사용된 

자가진정조절법이 안전하고 유효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가진정조절법의 다양한 설정이 피험자가 

버튼을 최대한으로 누를 때에도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가진정조절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약물 효과의 onset time 이다. 이번 연구에서와 같이 기저용량의 설정이 

없는 자가진정조절법의 경우, 환자가 원하는 진정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의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프로포폴의 onset 과 recovery 가 미다졸람에 비해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27, 28].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험자가 의식을 잃게 되는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에 미다졸람 군과 

프로포폴 군 사이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미다졸람 또한 프로포폴만큼 

빠른 onset 을 보이며, 자가진정조절법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약제임을 

의미한다.  

스케일링을 하기 전, 저용량 군의 수면시간이 중간용량/고용량 군에 

비해 유의하게 짧은 데 반해 스케일링 시에는 유의차가 없었는데, 이는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 불규칙한 치료 자극으로 인해 용량에 관계없이 

피험자가 자주 의식을 회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다졸람에서 의식 회복시의 효과처 농도가 의식 소실시의 효과처 

농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효과처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도 의식의 소실과 회복을 반복하는 미다졸람의 수면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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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다졸람에서 첫 번째 의식소실 시보다 

두 번째 의식소실 시의 효과처 농도가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프로포폴 중간용량과 고용량에서 스케일링 시에, 의식소실까지 

주입된 약물의 횟수와 잠들 때까지의 시간이 스케일링 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혈중에 어느 정도 약제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잔류효과, residual effect) 적은 양으로도 의식이 소실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의식소실 시에 비해 두 번째 의식소실 시 

주입된 약물의 횟수와 잠들 때까지의 시간이 감소한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비슷한 정도의 진정 심도에서 프로포폴이 미다졸람에 비해 더 큰 

호흡저하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29, 30].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프로포폴 군과 미다졸람 군 사이에 호흡저하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었고, 대신 저용량 군의 호흡저하의 유병률이 중간용량/고용량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5).  

Rodriogo 등은 2004 년 프로포폴을 이용한 자가진정조절법 

연구에서(일시용량 18 mg, 잠금시간 1 분, 총 약물 주입량 평균 2.4 

mg/kg) 52 명 중 2 명의 환자에서 깊은 진정으로 환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어 치료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31]. 전신마취 유도 시에 프로포폴은 자발적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사지를 굽히거나 펴거나 비트는 무도병과도 같은 

근육긴장이상운동의 형태를 보인다 [13, 32]. 이는 전신마취 유도 시에 

나타나는 흔한 부작용으로 [33], 많은 진정제와 전신마취제에서 

발생한다 [34]. 1991 년 Borgeat 등은 이 같은 움직임이 뇌전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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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파의 출현과 일치하여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13], 2001 년 Gugino 

등에 따르면, paradoxical excitation 을 보일 때, EEG 는 베타 영역(12 

Hz – 25 Hz)의 power 증가와 함께, 저주파인 알파(7.5 Hz – 12.5 

Hz)와 세타(3.5 Hz – 7.5 Hz) 영역의 파워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15]. 프로포폴은 용량에 비례하여 GABA 반응을 강화시키는데 

[35], 이렇게 GABAa 를 강화시키는 약물에서 paradoxical 

excitation 은 예상 밖의 작용이다. 2008 년 McCarthy 등은 

paradoxical excitation 과 연관된 EEG 의 변화가 시냅스 후 뉴런이 

전위간격을 넘어선 흥분상태에 있을 때, 시냅스 GABAa 전류와 느린 

칼륨 전류(M current)의 내재 막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36]. 마취용량의 

프로포폴에서는 시냅스 후 억제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상호 작용은 

마취 용량보다 적은 용량에서만 발생한다. 프로포폴 단독으로 

의식소실을 위한 혈중 농도는 2.5 에서 4.5 μg/ml 이며, 수술 중에는 

더 높은 농도가 요구된다 [19]. 또한 벤조다이아제핀의 경우, 펜타닐과 

같은 부가적인 opioid 와 함께 사용할 때, 50 에서 100 ng/ml 의 혈장 

농도에서 환자는 의식을 잃고, 일반적으로 50 ng/ml 미만에서는 환자가 

깰 수 있다고 하였다 [19]. 이번 연구에서 paradoxical excitation 을 

보일 때의 평균 혈중농도는 프로포폴에서 2.78 μg/ml 이었으며, 

미다졸람에서 78 ng/ml 였다.  

2008 년 McCarthy 는 simulation 을 이용한 paradoxical excitation 

연구에서 저용량의 프로포폴이 저주파인 알파파와 고주파인 감마파의 

진동 감소와 함께, 베타파 진동의 증가를 야기하고(저주파와 고주파의 

베타파로의 수렴), 마취용량의 프로포폴은 알파파와 베타 1 파의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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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데 이는 GABAa 강화 작용이 있을 때 보이는 현상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마취용량이 아닌 저용량의 프로포폴에서만 

증가되는 베타파의 리듬은 paradoxical excitation 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GABAa 강화의 정도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36]. 즉, 적은 

양의 GABAa 강화는 막의 활성을 유발하는 반면, 많은 양의 GABAa 

강화는 막 흥분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paradoxical 

excitation 단계의 행동 및 뇌파의 징후가 용량의 증가와 함께 사라지는 

현상과 일치한다.  

Benzodiazepine 에 의해 유발된 흥분 작용 역시 프로포폴에 의해 

유발된 paradoxical excitation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6]. 

Benzodiazepine 역시 GABAa 수용체에 작용하여 GABA 반응을 

강화시키며, 베타파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37, 38].  

프로포폴에 의해 유발된 paradoxical excitation 의 명백한 행동 징후의 

하나는 탈억제된 움직임이다. 이는 운동 피질 내에서, 안정된 근육 수축 

중에 베타파가 두드러질 때 나타나며, 진동 근육 EMG 활성과도 

일치한다 [39]. 이 같은 운동피질 내의 베타파의 증가는 GABAa 강화 

약물인 diazepam 의 존재와 함께 증가한다 [40].  

GABA 반응을 강화시키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용량에 의해(본 

연구에서는 고용량에 속하지만, 전신마취를 유도하기 위한 용량보다 

적은 용량을 의미) 유발된 이상행동(paradoxical excitation)은 약물의 

용량을 증가시켜주면 사라지게 되는데 [36], 본 연구는 전신마취를 

위한 연구는 아니었으므로, 진정법의 중단을 결정하였고, 이 같은 

현상은 피험자가 진정에서 깨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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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프로포폴 고용량 군의(일시용량 0.5 mg/kg, 잠금시간 3 분) 

50%의 피험자에서 이 같은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는 

자가진정조절법에 적절치 않은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약물 민감도가 높은 피험자의 경우에서는 중간 용량의 설정에서도 

이상행동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미다졸람 

저용량 군에서 1 명, 미다졸람 중간용량 군에서 2 명, 미다졸람 고용량 

군에서 1 명도 또한 프로포폴에서와 같은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팔을 

흔들고 몸을 비트는 등 이전 연구나 [41-43] 프로포폴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반응의 병태생리학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어리거나 또는 고령의 피험자에서, 또는 유전적 

소인이 있거나, 알콜중독이거나, 정신질환이나 인격장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였다 [44]. 이 같은 증상은 

미다졸람의 용량 증가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44-47], 또한 

피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 상태로 이환될 때에도 나타난다 [48]. 

본 연구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피험자가 무의식 상태로 

이환되기 전,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의식소실을 보였던 피험자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던 모든 피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42]. 미다졸람의 이상행동(paradoxical excitation)은 흔하지 않으며, 

전체 피험자의 1%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44, 49], 본 

연구에서는 미다졸람 저용량 군에서 1 명, 미다졸람 중간용량 군에서 

2 명, 미다졸람 고용량 군에서 1 명이 이와 같은 증상을 보였다. 

같은 농도의 미다졸람을 이용해 잠금시간을 다르게 설정한 

자가진정조절법 연구에서, 잠금시간이 긴 경우, onset 이 느렸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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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간에 따른 농도의 증가가 더뎠는데, 본 연구에서 프로포폴 

중간용량과 고용량 군에서의 혈중농도가 둘 다 마취 용량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 군에서 특히, paradoxical excitation 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고용량 군에서 잠금 시간이 3 분이었기 때문에 

농도의 증가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paradoxical excitation stage 를 

빠르게 넘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농도일지라도 자극이 있을 때 paradoxical excitation 이 activation 

되었는데, 이는 자극이 있는 경우, 의식 소실을 위한 약물 요구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용량에서도 의식소실이 되지 않고, paradoxical 

excitation 이 유발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 

치과영역에서의 진정법은 기도와 공유하는 치료공간으로 물을 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하진정이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진정을 중단한 피험자의 2/3 는 기도보호반사의 소실때문이 아니라, 

제어 불가능한 이상행동으로 진정을 중단했다. 이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자가진정조절법의 설정에서 환자가 버튼을 최대한 누르게 되었을 때, 

전신마취 전 단계인 흥분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치료에 대한 협조를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설정 중 특히, 프로포폴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임상 영역에서 심한 불안을 보였던 환자의 

자가진정조절법이 높은 비율로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피험자가 의식을 소실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활성화되는 주파수가 12-13 Hz 정도에 귀결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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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하에서는 프로포폴 중간용량과 고용량을 제외하고서는 14-16 

Hz 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저용량에서는 스케일링을 시행하는 동안 피험자의 의식소실이 드물었기 

때문에 피험자가 거의 깨어있는 것이라 간주할 수 있겠으나(Fig. 8, 9), 

미다졸람 중간용량과 고용량 군에서는 실제로 피험자가 잠이 

들었음(3.5 ± 2.7 분)에도 중앙 주파수 값이 피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Fig. 10, 12). 이와 같은 현상은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의 서로 다른 수면 양상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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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호흡저하 정도는 약물 사이의 차이가 없었으며, 용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고용량, 긴 잠금시간의 프로포폴 군에서 높은 비율의 진정 

실패를 보였으며, 특히, 이상행동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스케일링을 하는 

동안, 미다졸람 군과 프로포폴 군의 의식 소실 시의 뇌파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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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safety of and EEG change in 

various patient-controlled sedation methods 

during dental scaling 

 

Seong In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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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Objectives 

We tried to demonstrate the safety of the various patient-

controlled sedation (PCS) setting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nd to see how the subject's electroencephalogram (EEG) changes 

during PCS. 

  

2. Methods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Ethics Review Committ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KCT-0001618), healthy 

adult volunteers were recruited and randomly selected by the 

propofol group and the midazolam group. Thereafter, the drug group 



 

 54 

was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bolus dose 

and the lock-out time. PCS was performed with vital sign 

monitoring, EEG, and respiratory monitoring. At the beginning of 

the sedation, the subject pressed the demand button in response to 

a given auditory stimulus without dental scaling, and then pressed 

the demand button in response to an auditory stimulus while dental 

scaling. The state of the subject and changes in the EEG were 

measured and compared. 

 

3. Results 

The study was conducted in 60 subjects. Of the total subjects, 

fifteen stopped sedation. Of these, 9 were subjects of propofol high 

dose group, four were unable to hold water in one’s mouth during 

dental scaling, and the remaining five were unable to cooperate with 

the dental scaling due to paradoxical excitation. Among the other 6 

subjects, those who discontinued sedation due to uncontrollable 

paradoxical excitation were 2 in propofol middle dose group, 2 in 

middle and 1 in high dose group of midazolam. One subject with 

propofol middle dose group couldn’t hold water in the mouth 

during dental scaling. As the dose of the drug increased, the degree 

of respiratory depression got worse.  

EEG findings showed that the activity of beta - wave increased 

when the subject lose their consciousness in both propofol and 

midazolam group, and increased in the upper part of alpha -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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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when dental scaling was 

performed, EEG patterns of unconsciousness were similar to those 

of consciousness in the middle and high dose of midazolam groups. 

 

4. Conclusion 

The degree of respiratory depression did not differ between the 

drugs, and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dose. High dose, 

long lock-out time propofol group showed a high rate of sedation 

failure, particularly with an increase in paradoxical excitation. 

During the dental scaling, the EEG pattern of the midazolam group 

and the propofol group was different when the consciousness was 

lost. 

 

Keywords : Patient-controlled sedation, Electroencephalogram, 

Propofol, Midazolam 

Student Number : 2015-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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