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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주용    



진정을 적용하는 시술 

 EPS (Electrophysiologic  Study : 전기생리 검사)  

 Catheter Ablation (전극도자 절제술) & Cryo Ablation (냉각절제술) 

 Device 관련 시술 (Pacemaker, ICD, CRT등의 Implantation/Change/Extraction) 

 Cardioversion (심율동 전환술) 



고대안암병원 부정맥 센터 시술 (2018년 1월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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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술별 건수 

75% 
25% 

시술 (총 2977) 

진정시술 비진정시술 



진정이란? 

개념  

  Sedation(진정)이란 의식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약물로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는 기법 

목적 

1. 안정과 평안을 유지, 신체적 불편, 통증, 불안을 최소화  

2. 부적절한 반응 or 갑작스런 움직임 통제 

3. 소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인에 신속하게 시술 행위 

4. 안전한 시술 후 퇴실 



진정단계 (진정 깊이의 연속성) 

general 
anesthesia 

마취 

moderate 
sedation 

의식하 진정  

deep sedation 

깊은 진정 

minimal 
sedation  

최소 진정 

미국마취과학회(ASA)  



진정 수준의 정의 (진정 깊이의 연속성) 

minimal 
sedation  
최소 진정 

moderate 
sedation 

의식하 진정 

deep sedation 
깊은 진정 

general 
anesthesia 
마취 

반응 정상 
말을 걸었을 때 반응 

말 또는 촉각 자극에 의
도적인 반응 

반복되거나 통증 유발하는 
자극에 의도적인 반응 

통증 자국에도 반응 없음 

기도 영향 없음 기도 확보 필요하지 않음 기도 확보 필요 할 수 있음 기도확보가 필요 

자발 호흡 영향 없음 
 

적절 부적절할 가능성 있음 부적절 

심혈관  
기능 

영향 없음 
 

유지 유지 기능저하 가능성 있음 

미국마취과학회(ASA)  



진정 전 준비사항 

 진정 전 환자 평가  

  주치의는 시술/검사전에 진정단계를 고려하여 

진정 계획을 세우고 진정동의서, 진정 전 기록지

를 작성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진정계획 

   Minimal sedation, Moderate sedation, Deep 

sedation 중 선택 

 진정 전 기록지 



진정 전 준비사항 (시술실에서 진정 전) 

  동의서 확인 

  환자에게 진정 전·후 주의사항 설명 

  치아 확인 (손상된 치아, 흔들리는 치아, 틀니 등) 

  정맥주사 부위 확인 



처치 장비 및 기구 1 

 산소 

    Mask, Nasal prong 

 흡인기 

    Suction catheter 



  환자 감시 장치 (모니터닝 항목) 
 

1. EKG(Electrocardiogram: 심전도) 

2. Blood Pressure(혈압) 

3. SpO2(산소포화도) 

4. Respiration(호흡) 

  

처치 장비 및 기구 2 



진정 모니터닝    

처치 장비 및 기구 2 



기도 유지용 기구  

처치 장비 및 기구 3 

Oropharyngeal Airway Nasopharyngeal Airway 

기관내 삽관용 장비 베개 



처치 장비 및 기구 4 

정맥 내 카테터, 수액 제세동기 응급 카트 



 진정평가 : 의식수준, 산소포화도, 호흡수, 혈압, 맥박수 및 리듬 등을 평가 
 

1. 초기평가 : 진정을 시작하기 전 

2. 재평가 및 기록 

             진정시술이 지속될 때는 매 5분(or 10분) 마다 감시 및 기록 

          * 깊은 진정: 마취 및 진정제를 투여 후 매 5분마다 재평가하고 기록 한다 

           * 중등도 진정: 마취 및 진정제를 투여 후 매 10분마다 재평가하고 기록한다 

3.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 

4. 시술실에서 퇴실하기전까지 매 10분마다 기록 

           

진정 평가 및 기록 시점 



진정-회복기록지 작성 



1. 어떤 항목이라도 Aldrete Score 0점이 
있는 경우는 퇴실할 수 없다 

2. 길항제(Naloxone, Flumazenil)를 투여한 
경우, 최소 1시간 이상 모니터링 한 후 퇴
실할 수 있다 

3. Aldrete Score 9점 이상인 경우 담당 간
호사가 퇴실 시킬 수 있다 

4. Aldrete Score 9점 미만이거나 환자상태

가 불안정할 경우 해당과 진정  의사  결

정에 따라 퇴실한다 

  

 

진정-회복 모니터링 후 퇴실 
진정 후 회복상태 평가표 (회복점수) – 성인용 점수 

반사능력 

 명령 또는 자발적으로 4 팔다리 운동 가능 2 

 명령 또는 자발적으로 2 팔다리 운동 가능 1 

 명령 또는 자발적으로 모든 팔다리 운동 불가능 0 

호흡 

 심호흡 및 기침 가능 2 

 호흡 곤란 또는 호흡 운동 제한 1 

 무호흡 0 

순환 

 마취-진정 전 혈압의 20% 이내 2 

 마취-진정 전 혈압의 20-50% 이내 1 

 마취-진정 전 혈압의 50% 이상 0 

의식상태 

 완전 회복 의식 상태 2 

 부르면 눈 뜸 1 

 무반응 0 

산소포화도 

 대기 중 산소포화도 92% 이상 유지 2 

 산소투여로 산소포화도 90% 이상 유지 1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90% 이하 0 



 약물 

 Midazolam(미다졸람) 

 Propofol(프로포폴) 

 Ketamine(케타민) 

 Thiopental(펜토탈) 

 Dexmedetomidine(덱스메테토미딘) 

 Fentanyl(펜타닐) 



 효능 : 수면 유도 효과 탁월하며,  진통효과는 거의 없음 

            빠르고, 깨끗한 회복 

            오심, 구토 빈도 감소 

 용법 : 1-2.5mg/kg 정주 후 25-100mcg/kg/min 지속주입 

 부작용  

     혈압 ↓ 맥박 ↓ 심박출량↓ 

     심각한 호흡억제 

       - 무호흡, 상기도 반사 억제 

       - 잘 훈련된 의료진만 사용하도록 권장됨 

      주입 시 혈관통     

 

PROPOFOL(프로포폴) 



 Freefol MCT 120mg -1% (Propofol 120mg/12㎖)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 

 성인 0.5-1mg/kg 

   유지 시 1.5-4.5mg/kg/h 

   진정효과의 심도를 급격 상승시킬 필요시 점적 주사에 더해 10-20mg 정주 
가능 

 

 Cardioversion시 사용 

                          Freefol MCT 1mg/kg IV 투여 

PROPOFOL(프로포폴) 



Fresofol MCT 1g - 2% (propofol 1000㎎/50㎖) 
 

1. 전신마취의 유도 :  

  성인: 10초마다 20-40mg 점적정주 

   55세 미만: 1.5-2.5mg/kg.  55세 이상: 일반적으로 감량투여  

2. 전신마취의 유지 :  

  성인: 지속적 점적정주(4-12mg/kg/hr)  

3.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  

       성인: 0.3-4mg/kg/hr로 지속적 점적정주, 사용기간은 7일 이내 

PROPOFOL(프로포폴) 



 일정한 속도로 일정량의 약물을 주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유량 패턴을 결정하여 신체 부위 및 조직의 약물목표농도를 달성 및 유지

하는데 사용 

 다양한 TCI 사용: 프로포폴, 레미펜타닐, 슈펜타닐, 알펜타닐의 TCI 프로토

콜 내장 및 소아전용  프로토콜(KATARIA & PAEDFUSOR) 사용가능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목표 농도주입용 펌프) 



 TCI 사용방법 

1. 환자의 체중, 연령,키 입력(BMI자동계산) 

2. 약물 투여 시작(진정시작) 

       진정 유도 : 5.0 microg/ml 시작 -> 투약 3~5분 후 3.5 ~4.0 microg /ml 변경 

         (진정 상태 및 순환 상태 확인하며 약 조절 필요) 

4. 약물 유지기(진정유지)  

  환자 상태에 따라 1.00 microg/ml ~ 3.00 microg/ml 유지  

    V/S & ABGA 측정 결과에 따라 약물 조절 

5. 부작용(활력징후 불안정) 시 약물 즉시 중단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목표 농도주입용 펌프)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목표 농도주입용 펌프) 



 효능 : 불안 완화, 수면, 기억 상실 효과 

 용법 : 0.01 – 0.1 mg/kg 정맥 주사 

 발현 :  1-5 min  

 작용시간 : 45-60 min 

 부작용 : 호흡 억제 

 과용량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적정주입  해야 함 

 길항제 : 플루마제닐(Flumazenil)  0.2 mg -> 추가 0.2 mg (1분마다)-> 최대 
1mg 

 

 진정 시술 중 Fresofol MCT 와 병용 시  Midazolam 1mg /IV 추가 투여 

 

MIDAZOLAM (미다졸람) 



Fentanyl (하나 구연산펜타닐 주 100mcg/2ml) 

 

 효능 및 효과 : 

1. 중추 신경계의 통증조절 수용체(μ-수용체)에 주로 작용하여 진통 및 진정 

2. Morphine 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opioids 

3. 작용 발연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비교적 짧은 특성 

4. 정맥주사 후 3-5분내에 최대효과 

 진정 약제들과 같이 투여했을 때 상승효과 

 부작용 : 호흡억제,  서맥 

 

 진정 시술 중 Fresofol MCT 와 병용 시 Fentanyl 25mcg  / I.V 추가 투여 

 
 

마약성 진통제(OPIOIDS) 



KUMC EXPERIENCE 

시술명 Sedation Time 
(h:min) Fresofol MCT 1000mg Midazolam 5mg 

PAF Ablation  1:48 954mg 3.7mg 

PeAF Ablation  2:31 1126mg 3.9mg 

Pacemaker , 

ICD Implantation  
1:23 417mg 1mg 



1. 상기도 폐쇄, 무호흡, 저산소증 

2. 저혈압, 서맥 

3. 과탄산증 

4. 각성 지연 

5. 통증  

6. 오심, 구토  

7. 불안, 동요, 소란 

8. 요의, 저체온증 

진정 부작용 



  기도폐쇄, 무호흡, 저산소증 

1. 머리 기울림 - 턱 들어 올리기(head tilt-chin lift) 

 

 

 

 

 

 

 

 

진정 부작용 대처 방법 



  기도폐쇄, 무호흡, 저산소증 

1. 머리 기울림-턱 들어 올리기(head tilt-chin lift) 

2. 아래 턱 밀어 올리기 ( jaw thrust) 

 

 

 

 

 

 

 

 

 

진정 부작용 대처 방법 



  기도폐쇄, 무호흡, 저산소증 

1. 머리 기울림-턱 들어 올리기(head tilt-chin lift) 

2. 아래 턱 밀어 올리기 ( jaw thrust) 

3. 용수 환기 (Mask Ventilation) : 안면 마스크, 리저버 백, 앰부 백 

 

 

 

 

 

 

 

 

 

 

 

진정 부작용 대처 방법 



  기도폐쇄, 무호흡, 저산소증 

1. 머리 기울림-턱 들어 올리기(head tilt-chin lift) 

2. 아래 턱 밀어 올리기 ( jaw thrust) 

3. 용수 환기 (Mask Ventilation) :안면 마스크, 리저버 백. 앰부 백 

4. 기도확보 : 기관내 삽관, 후두 마스크 삽입 

 

 

 

 

 

 

 

 

 

 

 

 

진정 부작용 대처 방법 



I-gel (기도 확보 후드 마스크) 
 

 장점 

1. 입술, 잇몸, 치아에 대한 손상이 없음 

2. 사용 방법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음 

3. 기관튜브에 비해서 인후통이 없고 환자에게 매우 편안 

4. 기관튜브와 달리 식도나 기관지내 삽관의 위험성이 없음 

 

 단점 

1. 위 내용물의 흡인(aspiration)을 막을 수 없음 

2. 인공환기 시 압력이 높으면 공기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음 

 

SUPRAGLOTTIC AIRWAY DEVICE(상후두 기도유지기) 



I-GEL 사용방법 
 

 

 
 



 



 

 







 진정 단계는 최소 진정, 의식하 진정, 깊은 진정, 마취로 진정 깊이의 연속성 나눈다. 

 진정 전 준비 사항으로 환자의 정확한 과거력 문진 신체 검진으로 진정계획을 세운다. 

 진정 시 처치 장비 및 기구 갖추어 모니터링 한다. 

 진정 약물 사용시 효능, 사용방법, 부작용을  숙지 해야 한다.   

 진정 중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에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야 한다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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