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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아의 피부 열상 봉합을 위한 진정 유도에서  

아산화질소 흡입과 케타민 정주의 효과 비교 

 

소아 환자에서 열상 봉합을 위한 진정을 위해 현재 케타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근육 또는 혈관 주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어려움이 있다. 흡입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는 

주사가 필요 없고, 진정 깊이를 조정할 수 있고, 시술 후 빠른 

의식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아산

화질소의 임상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케타민과의 비교 연구를 

시행하였다. 

2009년 1년 동안 한 개의 3차 병원 응급 의료 센터에서 피부 

열상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한 3세(36개월)이상 10세 이하의 진

정이 필요한 소아를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대조 실험을 진행

하였다. 진정 약물에 따라 케타민 군과 아산화질소 군으로 나눈 

후 의식 회복 시간, 진정 유도 시간, 순수 진정 시간, 진정 깊

이, 각 단계별 통증 척도, 약물 부작용, 보호자, 시술자 및 연

구원의 진정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아산화질소 군은 케타민 군에 비해 의식 회복 시간, 순수 진

정 시간이 짧았으며, 진정 깊이가 얕았고, 진정 준비 단계의 통

증 정도가 적었다. 만족도에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아산화질소는 소아의 피부 열상 봉합을 위한 진정 유도에서 

케타민에 비해 불필요하게 깊은 진정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필요

한 만큼만 진정 시간을 유지할 수 있고, 시술자 및 보호자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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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빠른 의식 회복 시간과 안전성을 

지닌 약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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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케타민, 아산화질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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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피부 열상 봉합을 위한 진정 유도에서  

아산화질소 흡입과 케타민 정주의 효과 비교 

 

<지도교수 김승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진 희 

 

 

Ⅰ. 서론 

응급실에는 피부 열상으로 내원하는 소아 환자들이 많다. 소아 환

자는 성인에 비해 통증에 대해 낮은 내성을 갖고, 낯선 환경을 더욱 

두려워하기에 창상의 검진, 소독, 봉합 및 드레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시술에서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그리고, 국소 마취제

를 창상 주변에 주사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통증과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심으로 소아는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따라서 실제 진료에서는 강

제로 신체를 구속하여 국소 마취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소아

에게 심리적 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국소 마취가 성공하여 통증이 

없어진 후에도 다수의 소아는 치료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저항

하게 된다.  

소아들은, 특히 어릴수록 시술에 수반되는 통증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알려진 이래,1 지금은 소아에게 통

증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는 시술에서는 적극적인 진통 및 진정 요

법이 필수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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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 진정 및 진통’(PSA: procedural sedation and analgesia, 이

하 진정 유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비교

적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다.2 

진정 유도에 사용하는 약물 중 케타민(Ketamine HClⓇ, Huons, 

Seoul, Korea)은 phencyclidine 계열의 해리성 진정제로 진정, 진통, 

그리고 기억 상실 효과 모두를 가지면서도 자발 호흡과 근육 긴장도, 

기침 및 구역 반사 기능 등은 유지시키는 특성이 있어 응급실에서 사

용하기에 적절한 약으로 알려져 있으며,3 우리나라 응급실에서도 널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케타민은 동일한 투여량에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 여러 차례 반복 투여해야 하거나, 반대로 시술이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

생한다. 또한 구토, 과도한 침 흘림, 기괴한 행동 등의 부작용도 적

지 않아 의료진이나 보호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 한다.4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N2O)는 160년 전부터 전신마취용으로 많

이 사용되어 왔으며, 치과나 응급실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흡입 마취제이다.5,6 

케타민과 아산화질소는 모두 NMDA(N-Methyl-D-Aspartic Acid) 수용

체에 결합해서 수용체 기능을 억제하여 작용을 나타내므로, 진정 효

과뿐 아니라 진통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7 이 중, 아

산화질소는 주사제가 아닌 가스 형태의 흡입 마취제이므로, 작용 발

현 시간이 빠르고 체내에서 제거되는 속도도 빨라 투여를 중지하면 

거의 1~2분 안에 마취에서 회복될 수 있다.3 이런 특성으로 인해 아

산화질소는 통증이 수반되는 시술을 시행할 때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

면서 투여량을 조절함으로써 요구되는 효과도 얻고 시술이 끝나자마

자 신속히 환자를 마취에서 회복시킬 수 있게 해주는, 응급실에서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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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응급실에서의 진정 유도에서 케타민과 아산화질소의 유용성

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골절 환자의 골절 정복에서 아산화질소와 

케타민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있으나,8 아직 피부 열상 봉합 시술

에서 두 약제를 비교한 연구는 없다.  

이에 연구자는 피부 열상의 봉합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케타민과 아산화질소의 진정 유도 효과, 응급실 체류시간, 부작용, 

그리고 보호자와 시술자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었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피부 열상의 치료를 위해 한 개의 지역 

응급 의료 센터를 방문한 3세(36개월) ~ 만 10세 미만의 소아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담 연구원이 창상 봉합을 위

한 진정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아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

적, 방법, 과정,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를 위해 두 명의 전담 연구원 중 적어도 한 명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내원한 환아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근 2 주 이내의 상

기도 감염 병력, 기도의 문제, 활동성 폐질환, 녹내장이나 안구 외

상, 두개강 속 병변, 중이염, 또는 기흉 등으로 케타민이나 아산화

질소의 사용이 곤란한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 연구에서 제외된 환자들은 병원의 통상적인 지침에 

따라 열상 봉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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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연구군 배정 

이 연구는 전향적 연구로 시행되었다. 피부 봉합이 필요한 소

아 피부 열상 환자가 내원하면, 치료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사가 

전담 연구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전담 연구원은 환자가 연구 대

상임을 확인한 다음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케타민 

군과 아산화질소 군으로의 무작위 배정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난수표를 사용하였다.  

  

나. 각 군별 진정 유도 

(1) 케타민 군 

정맥 주사로를 확보한 후 케타민 2 mg/kg 을 정맥내 덩이 주

사하였고, 초기 주사 후 진정이 잘 안 되거나 시술 도중에 깨

는 경우에는 1 mg/kg 씩 필요에 따라 추가로 투여하였다.  

(2) 아산화질소 군 

청소 장치(scavenging system)가 부착된 마스크를 얼굴에 

착시켜 50% 아산화질소/50% 산소의 농도로 환아가 진정될 때까

지 흡입시켰고, 필요에 따라서는 농도를 높여 70% 아산화질소

/30% 산소까지도 흡입시켰다. 

 

다. 환자 감시 및 치료 과정 

환아를 진정 유도시키고 치료하는 장소에는 산소 마스크, 후두

경, 다양한 크기의 기관(endotracheal tube), 흡입기 등 기도 관

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여 놓았다. 

환아에게 진정 유도를 시작할 때부터 봉합 시술이 끝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과정 동안 사전에 교육받은 전담 연구원이 



  

7 

 

육안으로 전신 상태를 감시하였고 부착한 맥박 산소 측정기

(Covidien, Boulder, USA)를 통해 얻은 산소 포화도 및 심박수 값

을 5분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환아가 진정 상태에 도달하면 시술 의사인 응급의학과 내지 타

과 전공의가 1% 리도케인을 사용하여 창상 주변에 국소 마취를 

시행한 후, 창상 봉합을 시작하였다. 

봉합이 끝난 후 퇴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환아가 안정적인 심혈

관 기능과 기도 개방성을 유지하고, 쉽게 깨울 수 있고, 정상 기

도 반사가 있으며, 그 나이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고, 다른 사

람의 도움 없이 앉을 수 있고, 적절히 수화(hydration)된 상태이

면서, 진정 전 상태로 의식이 회복된 경우로 하였다.  

이 때 전담 연구원은 믿을만한 보호자에게, 퇴원 후 환아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라. 측정 지표 

 (1) 시간 항목 

내원 시각, 진정 준비 시간, 진정제 투여 시각, 진정 상태에 

들어 간 시각, 시술 시작 시각, 시술 종료 시각, 환아가 퇴원 

가능한 상태로 회복된 시각, 그리고 퇴원 시각을 측정하였다.  

진정 준비 시간은 진정 방법을 정한 후부터 케타민 군은 정

맥 주사로를 확보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아산화질소 군은 

환아를 침상에 눕히고 효과적인 흡입이 가능하도록 마스크를 

얼굴에 부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2) 통증 및 진정 척도 

내원 당시(진정 전), 진정 준비 동안, 국소 마취제 투여시, 

그리고 술기가 시행되는 동안의 통증 척도(pain scale)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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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sedation scale)를 측정하였다.  

통증 척도는 Children’s Hospital of Eastern Ontario Pain 

Scale(CHEOPS)9(표 1)과 FLACC(Face, Legs, Activity, Cry, 

Consolability)10(표 2)를 사용하였고, 진정척도로는 

Children’s Hospital of Wisconsin sedation scale (표 3)을 사

용하였다.11 

 (3) 시술 의사, 보호자의 만족도 

봉합이 끝난 후 전담 연구원은 환아의 보호자와 시술 의사에

게 10cm 시각 아날로그 척도 (VAS : visual analog scale)를 사

용하여 진정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보호자의 만족도에 시술 자체, 진료 절차나 진료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는 시술에 대

한 만족도와 진정에 대한 만족도를 따로 표시하게 한 후 진정

에 대한 만족도 결과만을 분석하였다. 

시술 의사의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시술을 담당한 전공

의 중 일부가 연구에 반감을 표출하고 고의적으로 만족도를 낮

게 표시하는 경향이 감지되었다. 이에 부득이하지만 객관적인 

만족도 측정을 위해 진정 유도 및 시술 과정 전체를 지켜 본 

전담 연구원에게도 진정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담 연구원은 연구 목표에 대해 모르고 있는, 연구와는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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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증 척도(CHEOPS; Children’s Hospital of Eastern Ontario 

Pain Scale)1 

Behavior Score 

Crying  

No crying 1 

Moaning 2 

Crying 2 

Screaming 3 

Facial expression  

Composed 1 

Grimacing 2 

Smiling 0 

Verbalization  

None 1 

Other complaints 1 

Complaints about pain 2 

Both types of complaints 2 

Positive 0 

Activity of Torso  

Neutral 1 

Shifting 2 

Tense 2 

Shivering 2 

Upright 2 

Need for restraints 2 

Touching  

No touching 1 

Reaching 2 

Grabbing 2 

Need for restraint 2 

Response of Lower Limbs  

Neutral 1 

Squirming or kicking 2 

Draws up or tensed 2 

Standing 2 

Need for restraint 2 

    1 CHEOPS 점수는 최하 4점부터 최대 13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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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증 척도(FLASS; Face, Legs, Activity, Cry, Consolability)1 

 Scoring 

Categories 0 1 2 

Face 

No particular 

expression or 

smile 

Occasional 

grimace or 

frown, 

withdrawn, 

disinterested 

Frequent to 

constant 

frown, 

clenched jaw, 

quivering chin 

Legs 

Normal 

position or 

relaxed 

Uneasy, 

restless, tense

Kicking, or 

legs drawn up 

Activity 

Lying quietly, 

normal 

position, 

moves easily 

squirming, 

shifting back 

and forth, 

tense 

Arched, rigid, 

or jerking 

Cry 
No cry(awake 

or asleep) 

Moans or 

whimpers, 

occasional 

complaint 

Crying 

steadily, 

screams or 

sobs, frequent 

complaints 

Consolability 
Content, 

relaxed 

Reassured by 

occasional 

touching, 

hugging, or 

being talked 

to, 

distractible 

Difficult to 

console or 

comfort 

1 FLASS 점수는 최하 0점부터 최고 10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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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정 척도(Children’s Hospital of Wisconsin sedation scale) 

Sedation 

score 
Patient’s level of response 

6 Anxious, agitated or in pain 

5 Spontaneously awake without stimulus(talking) 

4 
Drowsy, eyes open or closed, but easily arouses to 

consciousness with verbal stimulus 

3 
Arouses to consciousness with moderate tactile or 

loud verbal stimulus 

2 
Arouses slowly to consciousness with sustained 

painful stimulus 

1 
Arouses, but not to consciousness, with painful 

stimulus 

0 Unresponsive to painful sti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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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용 

연구원은 환아를 진정시키기 전부터 퇴원까지 환아 옆에서 

전신 상태를 감시하면서 흥분 상태(agitation), 악몽, 오심, 

구토, 두통, 저산소증, 흡인, 빠른 맥, 후두 경련, 무호흡 등

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유무를 기록하였다. 부작용 중, 저산

소증은 산소 포화도 값이 내원 당시보다 5% 이상 감소하거나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로, 빠른 맥은 환아의 연령대의 정상 

값보다 빠른 맥박수를 보이는 경우로 정하였다.  

또한, 퇴원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귀가 후에 흥분 상태, 악몽, 오심, 구토, 두통, 비틀거림

(ataxia), 지연성 진정, 무호흡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마. 비교, 분석 대상 

시간 항목에서 시술이 끝난 후 의식이 회복되기까지 걸린 시간

(회복 시간, recovery time)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리

고 투약 후 진정까지 걸린 시간인 진정 유도 시간(induction 

time), 투약부터 회복까지의 전체 진정 시간에서 시술 시간을 뺀 

순수 진정 시간(net sedation time)도 비교하였다. 그 밖에도 진

정 준비 단계, 국소 마취제 투여시, 시술 동안의 통증 척도

(CHEOPS 와 FLACC), 진정에 도달했을 때의 진정 척도, 발생한 부

작용, 시술 의사 및 보호자, 연구원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바. 통계 처리 

(1) 표본 수 계산 

예비 연구에서 회복 시간이 케타민 군은 7.9±8.7분, 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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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군이 2.5±5.7분으로 유의 수준 5%에서 평균의 차이 검정

에 대한 검정력 80%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표본 수는 각 군당 

32명인 전체 64명으로 계산되었고, 여기에 10% 탈락률을 고려

하여 72명을 대상 표본수로 정하였다.  

 (2) 통계 방법 

명목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 변수는 연령과 체중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그 밖의 값은 중앙값(범위;최소값~최대값)

으로 표시하였다.  

케타민 군과 아산화질소 군 간의 비교는 통계 패키지인 SPSS 

15.0(SPSS Inc. IBM corporation, NY) 을 사용하여 명목 변수는 

Fisher’s exact test 와 Pearson’s chi-square 를, 연속 변수

는 정규 분포를 따르면 student t-test를, 그렇지 않으면 비 모

수 검정인 Mann-Whitney U test 를 적용하였다. 이때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4 

 

Ⅲ. 결과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응급실에 내원하여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모두 32명이었고, 케타민 군에 14명, 아산화질소 군에 18명이  배정

되었다. 

1. 두 군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두 군간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 

 
케타민 군 

(n=14) 

아산화질소 군 

(n=18) 
P 

나이(년)  4.7±1.6   5.9±1.8 0.06 

남자(명,%) 12 (85.7) 14 (77.8) 0.67 

체중(kg) 18.4±4.0  21.8±6.9 0.11 

ASA class(명,%)    

Class I 14 (100) 18 (100)  

금식시간(분)    

물 176.0 (50~1050) 217.5 (78~483) 0.56 

> 2시간(명,%) 11 (78.6) 15 (83.3) 0.73 

음식(이유식포함) 176.0 (50~1,050) 184.0 (78~420) 0.38 

> 6시간(명,%) 2 (14.3) 1 (5.6) 0.40 

열상부위(명,%)   0.11 

머리 4 (28.6) 11 (61.1)  

얼굴 8 (57.1) 4 (22.2)  

사지 2 (14.3) 3 (16.7)  

전체 진정 시간(분) 38.5 (19~100분) 25.0 (10~64분) 0.01 

전체 시술 시간(분) 7.5 (4~50분) 11.0 (3~52분) 0.14 

 

나이, 성별, 체중, 금식 시간, 열상 부위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ASA class 는 두 군 모두에서 class 1 이었다. 투약부터 

회복까지의 전체 진정 시간(total sedation time)은 케타민 군이 

38.5분(19~100), 아산화질소 군이 25.0분(10~64)으로 아산화질소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으며, 국소 마취 시작부터 시술

이 끝날 때까지의 전체 시술 시간(total procedure time)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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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항목 비교 

그림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순수 진정 시간(net sedation 

time)은 케타민 군은 26.0분(11~93), 아산화질소 군은 11.5분

(5~24)으로 아산화질소 군에서 유의하게 짧았으며, 시술이 끝난 

후 의식이 깰 때까지의 회복 시간(recovery time)도 케타민 군 

21.5분(5~41), 아산화질소 군 0.0분(0~16)으로 아산화질소 군에

서 짧았다. 진정제 투여부터 진정이 될 때까지의 진정 유도 시간

(induction time)은 케타민 군이 1.0분(0~30)으로 아산화질소 군

의 6.0분(2~11)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 

 

  

 그림 1. 진정 관련 시간 비교. 순수 진정 시간 및 회복 시간은 

 아산화질소 군이, 진정 유도 시간은 케타민 군이 더 짧았다. 

 * p<0.05 

 1 순수 진정 시간 : 전체 진정 시간 – 전체 시술 시간 

 2 진정 유도 시간: 투약 후 진정이 되기까지의 시간 

 3 회복 시간: 시술이 끝난 후 의식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 *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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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통 및 진정 정도 비교 

시술 도중의 진정 정도는 케타민 군에서는 통증 자극에 반응하

지 않는 진정 척도 0인 경우가 12명(85.7%)으로 제일 많았고, 아

산화질소 군에서는 언어 자극에 반응하는 기면 상태인 진정 척도 

4가 14명(77.8%), 자극 없이도 깨어 있는 상태인 5인 경우가 4명

(22.2%)으로 케타민 군에서 좀 더 깊게 진정되었다(표 5). 

 

표 5. 진정 정도 비교 

진정 척도 
케타민 군(n=14), 

명(%) 

아산화질소 군(n=18), 

명(%) 
p  

0 12 (85.7) - 

0.00 

1 1 (7.1) - 

2 - - 

3 1 (7.1) - 

4 - 14 (77.8) 

5 - 4 (22.2) 

6 - - 

 

통증 정도는 CHEOPS로 비교했을 때는 내원시, 국소 마취시, 

시술 동안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진정 준비시에는 

케타민 군이 유의하게 통증 척도가 높았다(p<0.05)(표 6). FLASS

로 비교했을 때는 시술 동안에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내원시와 진정 준비시에 케타민 군에서, 국소 마취시에는 아산화

질소 군에서 더 통증 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내원

시 그리고 진정 준비시 FLASS 값 5를 초과했던 소아는 케타민 군

에서 각각 4명(28.6%), 8명(57.1%)이었으며, 아산화질소 군에서는 

각각 0명(0.0%), 1명(5.5%)으로 케타민 군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국소 마취시와 시술 동안에 FLASS 값이 5 이상이었던 소아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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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두에서 없었다(표 7). 

 

표 6. 통증 정도 비교 

 케타민군(n=14),

중앙값(범위) 

아산화질소군(n=18), 

중앙값(범위) 
p 

CHEOPS(4점~13점)    

  내원시 7.5 (5~13) 6.0 (5~12) 0.13 

  진정 준비시 12.0 (7~13) 5.0 (4~12) 0.00 

  국소 마취시 6.0 (6~8) 6.0 (4~12) 0.81 

  시술 동안 6.0 (6~8) 6.0 (4~12) 1.00 

FLASS (0점~10점)    

 내원시 3.0 (0~10) 0 (0~5) 0.02 

 진정 준비시 6.0 (2~10) 0 (0~10) 0.00 

 국소 마취시 0 (0~2) 1.0 (0~5) 0.01 

 시술 동안 0 (0~1) 0 (0~5) 0.11 

 

표 7. FLASS > 5 환자 

 케타민군(n=14),

명(%) 

아산화질소군(n=18), 

명(%) 
p 

 내원시 4 (28.6) - 0.01 

 진정 준비시 8 (57.1) 1 (5.5) 0.00 

 국소 마취시 - -  

 시술 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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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족도 비교 

시술 의사, 보호자 및 연구원의 두 군 간의 진정 유도와 관련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각각 

p=0.14, 0.71, 0.76). 그리고, 아산화질소에 대한 시술 의사의 만

족도는 7.1(0~10)로 의사 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그림 2). 

 

 

 

그림 2. 시술 의사, 보호자 및 연구원의 진정 유도에 대한 만족도.  

시술 의사, 보호자, 연구원 모두 만족도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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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용 

병원 내에서의 부작용은 5명(15.6%)에서 발생했다. 케타민 군

에서는 4명(12.5%)에서 발생했는데 각각 오심, 오심/구토 및 어

지러움, 오심/구토 및 착란 그리고 빠른 맥 등의 증상을 보였다. 

아산화질소 군에서는 1명(3.1%)만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표 8). 

모든 부작용은 진정에서 회복하는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오심, 

구토가 케타민 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p<0.05). 

 

표 8. 병원 내 부작용 

 

 
케타민 군(n=14) 아산화질소 군(n=18)

전체(n=32), 

명(%) 

환각 1 (7.1) - 1 (3.1) 

어지러움 1 (7.1) 1 (5.6) 2 (6.3) 

오심 3 (21.4) - 3 (9.3) 

구토 3 (21.4) - 3 (9.3) 

빠른 맥 2 (14.3) - 2 (6.3) 

 

퇴원 후의 부작용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5명(케타민 군 1명, 

아산화질소 군 4명)을 제외한 27명 중 4명(11.1%)에서 6건이 발

생했으며, 케타민 군은 3명(23.1%)에서 5건, 아산화질소 군은 1

명(7.1%)에서 1건의 부작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케타민 군에서 

경험한 부작용은 2명에서 운동 실조 그리고 다른 한 명에서 착란, 

오심, 구토였다. 아산화질소 군에서는 한 명에서 자면서 헛소리

를 했다는 보호자의 진술이 있었다(표 9). 케타민 군에서 퇴원 

후 부작용이 발생했던 소아 3명 중 2명은 병원에서도 오심, 구토

를 보였던 환아들로서, 1명에서는 귀가 후 운동 실조가 나타났고, 

다른 1명에서는 오심, 구토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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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퇴원 후 부작용 

 

 

케타민 군(n=13) 아산화질소 군(n=14) 전체(n=27), 

명(%) 

환각 1 (7.7) - 1 (3.7) 

오심 1 (7.7) - 1 (3.7) 

구토 1 (7.7) - 1 (3.7) 

운동 실조 2 (15.4) - 2 (7.4) 

기타 - 1 (7.1) 1 (3.7) 

 

6. 약물의 사용량 

케타민 군에서 추가 약물 투여가 필요했던 경우는 14명 중 1명

(7.1%)으로 1 mg/kg 을 1번 더 주사하였고, 아산화질소 군에서는 

18명 중에 50%의 농도를 11명(61.1%), 60%를 5명(27.8%), 그리고 

70%를 2명(11.1%)에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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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케타민은 정맥 주사의 경우 1 mg/kg의 용량에서는 1분 이내에, 1.5 

mg/kg이면 2분 이내에 진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3 이번 연구에서도 케타민 군의 소아는 대부분 3분 이내에 진정 

상태에 도달하였다.  

정맥 내로 주사된 케타민은 빠른 속도로 말초 조직으로 분포되어 1 

mg/kg를 주사 한 경우 15분 이내에 의식이 회복된다고 하며,12 케타민 

1.5 mg/kg을 주사 후 25분 정도면 퇴원 기준에 적합하게 의식 상태가 

회복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3 이번 연구에서는 케타민 투여 후 

퇴원 가능한 의식 상태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전체 진정 시간, 

total sedation time)의 중앙값은 38.5분, 시술이 끝난 후 퇴원 가능

한 의식 상태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회복 시간, recovery time)은 

21.5분으로, 의식 회복까지 소요된 시간이 다른 연구들보다 비교적 

오래 걸렸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의 케타민 용량이 2 mg/kg이었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빠른 작용 발현과 의식 회복이라는 약물 역학적인 특성

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응급실을 포함한 많은 응급실에서는 케타민

을 소아의 진정 유도를 위한 1차 약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케

타민은 정맥으로 투여되어야 하기에 정맥로를 확보해야 한다. 소아 

환자에서 정맥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아에게 통증 및 불안과 두려

움을 주게 되고, 소아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여러 의료진이 소아를 

붙들어야 하므로, 의료진 및 보호자, 환아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진정 유도와 의식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좀더 길어지는 것

을 감수하며 근육 주사를 선택하더라도, 소아는 주사에 따른 통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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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아산화질소는 전혀 통증 없이 투여할 수 있는 가스 형태의 

진정제로서 세포막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므로 빠른 진정 유도 시간과 

짧은 작용 기간을 보인다.12 이번 연구에서도 시술이 끝난 후 의식을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회복 시간, recovery time)의 중앙값은 0.0

분으로 케타민 군의 21.5분에 비해 훨씬 짧았으나, 진정에 이르기까

지 걸린 시간(진정유도시간, induction time)의 중앙값은 6.0분으로 

케타민 군의 1.0분에 비해 더 길었다. 그러나 전체 진정 시간(total 

sedation time)의 중앙값은 케타민 군이 38.5분, 아산화질소 군이 

25.0분으로 아산화질소 군에서 더 짧았으며, 특히 전체 진정 시간에

서 시술에 필요했던 시간을 뺀 순수 진정 시간(net sedation time)은 

아산화질소 군이 11.5분으로 케타민 군의 26.0분 보다 월등히 짧았다. 

이같이 진정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지면, 응급실의 인력 및 자원을 보

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케타민 군과 아산화질소 군의 내원시, 진정 준비시, 국소 마취시와 

시술 동안의 통증 내지 진통의 정도를 CHEOPS와 FLASS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는데, CHEOPS는 내원시, 국소 마취시, 시술시에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진정 준비시에는 케타민 군은 정맥로를 확보하는 과

정이 있기에 통증의 정도가 아산화질소 군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FLASS는 내원시와 진정 준비시에는 케타민 군이, 국소 마취시에는 아

산화질소 군이 통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시술시에는 차이가 없

었다.  이같이 CHEOPS와 FLASS 척도 간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것

에 대해 연구자는 FLASS 척도의 경우 5점 까지는 통증 뿐 아니라 응

급실이라는 상황과 시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FLASS 척도 5점을 초과하는 소아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내원시와 진정 준비시에 케타민 군에서 FLASS 5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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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아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 국소 마취시와 시술시에는 두 군 모

두에서 FLASS 5점을 넘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FLASS 척도를 적용

했을 때 내원시와 진정 준비시에 케타민 군에서 통증 정도가 더 높은 

것은 초기 값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소 마취시에 아산화질소 

군의 통증 정도가 더 높은 것은 케타민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정 깊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Bar-Meir 등의 연구에 의하면 FLASS가 국소 마취시 1.9±2.6, 시술

시 2.0±3.1 정도로, 이번 연구에서는 중앙값으로 각각 1.0, 0 으

로 상대적으로 낮은 FLASS 값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Bar-Meir 등은 50% 아산화질소/50% 산소 만을 사용하였으나, 이번 연

구에서는 소아의 상태에 따라 70% 아산화질소/30% 산소 까지도 사용

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준비 단계에서는 케타민 군에서 더 높은 통증 수치를 보이

고, 국소 마취 및 시술 단계에서의 통증 정도는 두 군이 비슷하므로 

아산화질소 군이 더 우수한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의 진정 효과와 관련하여 Babl 등의 연구에 의하면 아산

화질소를 50% 농도로 사용한 경우는 진정 척도가 2점 이하로 떨어지

는 경우는 없었고, 70% 의 농도를 사용했을 때는 진정 척도 0 점이 

0.2%, 1점이 1.6%, 2점이 1.4%, 3점이 7.4% 를 차지하였고, 89.2% 가 4

점 이상 이었다고 한다.5 이번 연구에서도 아산화질소 군에서 진정 

척도가 3점 이하인 경우는 한 명도 없었으며, 모두가 진정 척도 4점 

혹은 5점 이었다. 반면에 케타민 군에서는 진정 척도 0점인 경우가 

12명(85.7%)이었고, 4점 이상인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케타민은 아산화질소에 비해 더 깊은 진정을 유도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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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조사한 케타민과 아산화질소의 효과를 비교한 선행 연구

로는 골절 환자의 정복에서 케타민과 미다졸람(midazolam) 을 사용한 

군과, 아산화질소와 혈종 차단(hematoma block)을 사용한 군을 비교

한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진정 정도는 ‘케

타민 + 미다졸람’군에서 더 깊었고, 진정 회복 시간(recovery time) 

은 ‘아산화질소 + 혈종 차단’군에서 좀 더 빨랐으며, 골절 정복 동

안에 소아의 통증 정도는 ‘케타민 + 미다졸람’군에서 좀 더 큰 것

으로 보고되었다.8 

 

부작용으로는 병원에서는 케타민 군에서 12.5%, 아산화질소 군에서 

3.1%, 퇴원 후에는 케타민 군에서 23.1%, 아산화질소 군에서 7.1%가 

발생하여 케타민 군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듯 했지만, 표본 수가 

적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병원 내 부작용의 대부분은 오심과 

구토였고, 퇴원 후 발생한 부작용은 대부분 케타민 군에서 나타났고, 

환각 1건, 오심 1건, 구토 1건, 운동 실조 2건 등이었다. 퇴원 후 오

심과 구토가 있었던 소아는 병원 내에서도 오심과 구토가 있었다. 두 

군 간의 부작용 발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케타민에 의

한 진정의 깊이를 볼 때 비록 이번 연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

도 및 호흡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시술 의사, 보호자, 연구원 모두에서 

두 군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시술 의사의 경우 만족도가 케

타민 군은 중앙값 8.5(사분위수 8~9)인 반면 아산화질소 군은 

7.1(5~9)로 아산화질소에 대해서는 시술자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차

이가 났다. 이번 연구에서 대상 환자의 주된 열상 부위는 주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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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데(케타민 군 85.7%, 아산화질소 군 83.3%), 연구가 진행된 병

원의 응급실에서는 소아 환자의 얼굴 부위 열상 봉합은 특정 임상과

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과 전공의 들은 이전부터 소아  

진정에 케타민 정맥 주사를 사용해 왔고, 깊이 진정된 환자에 익숙해

져 있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얕게 진정된 환자가 보이는 작은 

움직임도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시술 의사의 아산화질소 군

에 대한 진정 만족도에 특정과 전공의의 만족도가 많은 부분 반영되

어 결과적으로 큰 편차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

한 연구 진행의 어려움으로 이번 연구를 원래 계산된 표본 수인 72명

에 못 미치는 32명에서 끝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호자와 연구

원의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아산화질소의 진정 효과

가 케타민에 비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마취과학회에서는 소아 진정을 위해서는 물은 2시간, 이유식, 

우유, 가벼운 식사 등은 섭취한지 6시간 이상이 지나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다.15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제외시키는 기준에 금식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아산화질소 내지 케타민을 

이용한 소아 진정의 경우 금식 정도는 구토, 성문 연축 

(laryngospasm), 혹은 다른 부작용과 상관 관계가 없다는 연구보고들

이 있었기 때문이다.16,17 

이번 연구에서는 금식 기간의 중앙값이 케타민 군에서는 물 176.0

분, 음식 176.0분이었고, 아산화질소 군은 물 217.5분, 음식 184.0분

으로 금식 기간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물과 음식을 

각각 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금식 했던 비율에서도 두 군 간에 통계

적인 차이는 없었다. 구토는 모두가 케타민 군인 3명에서 발생하였으

며 이들이 물과 음식을 함께 섭취한 후 경과 시간은 각각 50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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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151분이었다. 그러나, 표본 수가 적어서 금식 시간과 구토 등의 

합병증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본 수가 원래 계획된 수를 채우지 못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점은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는 기존의 케

타민 정맥주사를 통한 진정에 익숙해져 소아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일부 전공의들 때문에 시술 의사의 만족도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 및 연구자의 만족도는 그 결과가 유사한 점

에서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Ⅴ. 결론 

소아 열상 봉합을 위한 진정 유도에서 아산화질소 흡입 군과 케타

민 주사 군을 비교한 결과, 아산화질소 흡입은 시술자를 약간 불편하

게 만들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깊은 진정을 유도하지 않고 진정 시

간도 필요한 만큼만 유지시키면서 신속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

하기에  케타민 주사보다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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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N2O inhalation and ketamine intravenous 

injection for sedation in the pediatric laceration repair 

 

Jin Hee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 Ho Kim) 

 

 

Ketamine provides effective and relatively safe procedural 

sedation for children in the emergency department. However, 

pains due to intramuscular injection or intravenous access 

formation suggest the need for alternative strategie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edation efficacy of 

intravenous ketamine injection with nitrous oxide inhalation 

for the primary closure of laceration in children. 

Children 3 months to 10 years of age were randomly 

assigned to intravenous ketamine(2 mg/kg) group or nitrous 

oxide group. The primary outcome measure was recovery 

times. Other measures were sedation depth, pain scale, 

adverse effects, satisfaction with sedation. 

Recovery times were markedly shorter in the nitrous oxide 

group compared to the ketamine group. Sedation level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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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r in the ketamine group but pain scores during 

procedure were comparable between group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score between groups in 

physicians, parents and researchers. 

In this study of procedural sedation for the repair of skin 

laceration in children, sedation with nitrous oxide resulted 

shorter recovery time, shallow sedation depth without 

interfering the procedure, and adequate analgesic effect 

compared to ket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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