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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evoflurane은 할로겐화 흡입마취제로 혈액과 조직에서 용

해도가 낮아 마취의 빠른 유도와 빠른 각성1-3) 그리고 자극

성이 없는 부드러운 마취유도제(smooth induction agent)로4) 

소아마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소아 환자에서 sevoflurane 흡입마취 후 회복 시 빠른 각

성이 흥분과 섬망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고5-8) 이런 각성

흥분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sevoflurane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효과와 빠른 각성으로 인한 부적절한 

진통에 의한다는 보고가 있다.2) 또한 Tomi 등도9) 흡입마취 

후 발생하는 술 후 흥분은 흡입마취제의 제거로 인한 통증

의 발생이 주원인이라 하 다.

  Sevoflurane 흡입마취 후 회복 시에 발생하는 흥분을 진통

제의 사용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7) 있는 반면 효

과가 없다는 보고도5,10) 있다.

  이에 저자들은 미추차단을 이용한 진통이 소아에서 sevo-

flurane 마취 후 발생하는 각성흥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알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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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audal Block on Emergence Agitation after Sevoflurane Anesthesia in Herniorrhaphy Pediatric 
Patients

Tae Hun A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Background:  Children usually exhibit pain-related behavior in postanesthetic care unit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ssess the recovery quality of herniorrhaphy pediatric patients who received sevoflurane with or without caudal block.

  Methods:  Thirty children, ASA 1, scheduled for herniorrhaphy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either a caudal block (n 

= 15) or no caudal block (n = 15).  All children were premedicated with midazolam (0.05 mg/kg) and glycopyrrolate (0.004 mg/kg) 

an hour before anesthesia induction.  Thiopental sodium (5 mg/kg) and the inhalation of sevoflurane 2 vol% in N2O/O2 50/50 

via a mask, were used to induce anesthesia.  After induction, group 1 did not receive caudal block, whereas group 2 did.  

Rocuronium (0.6 mg/kg) was used for the tracheal intubation.  Anesthesia was maintained by the inhalation of sevoflurane via 

an endotracheal tube.  Recovery was assessed by an independent observer using a postanesthetic recovery score.  Pain scores were 

also obtained by an independent observer using a pain/discomfort scale.  Recovery and agi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on emergence. 

  Results:  The groups were similar with respect to age, weight, duration of inhalation exposure, and recovery score.  Agitation 

and pain scores were lower in the caudal group (P ＜ 0.01).  Emergence agitation occured less frequently in the caudal group 

(P ＜ 0.01).

  Conclusions:  Emergence agitation after sevoflurane anesthesia was less common in caudal group.  Thus, we believe that the 

analgesic action of caudal block reduces emergence agitation during recovery from sevoflurane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4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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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audal block, children, emergence agitation, herniorrhaphy, sevoflu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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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원내 임상실험 윤리위원회 승인 하에 대상 환

자 혹은 부모에게 본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 전신마취를 시행 받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분

류 1에 속하는 2세 이상 8세 이하의 남녀 환자 30명을 대

상으로 하 다. 수술의 종류는 일측 및 양측 서혜부 탈장복

원술이었다. 대상 환자 중 전신마취 후 흥분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다. 환자는 두 군으로 나누

었으며, 1군은 미추차단을 시행하지 않았고, 2군은 0.2% 

ropivacaine (NaropinⓇ, Astra phamaceuticals, Australia) 1 ml/ 

kg을 이용하여 미추차단을 시행하 다.

  수술 전 4-6시간 금식하 고, 마취 전투약으로 mida-

zolam 0.05 mg/kg과 glycopyrrolate 0.004 mg/kg을 마취유도 1

시간 전에 근주하 다. 수술실 도착 후 환자감시장치(S/5TM 

Anesthesia monitor, Datex-ohmeda, Finland)를 이용하여 혈압, 

맥박수, 심전도, 체온,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 다.

  마취유도를 위하여 1군은 thiopental sodium 5 mg/kg, rocu-

ronium 0.6 mg/kg을 정맥 주사한 후 산소 1 L/min과 아산화

질소 1 L/min을 흡입시키고, sevoflurane 2 vol%로 용수환기

를 실시하 고 근이완제의 작용이 발현된 후 기관내 삽관

을 실시하 다. 2군은 thiopental sodium 5 mg/kg을 정맥 주

사한 후 산소 1 L/min, 아산화질소 1 L/min, sevoflurane 2 

vol%로 안면마스크를 통해서 용수환기를 실시하 으며, 환

아가 자발호흡이 돌아온 후에 환아의 위치를 복와위(prone 

position)로 한 다음 보조자는 환아의 기도를 유지하 고 시

술자는 천골부위를 소독한 후 좌, 우 뒤위엉덩뼈가시(right, 

left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와 역정삼각형을 이루는 정

점인 엉치뼈틈새(sacral hiatus)를 통해서 23 G 바늘을 이용

하여 성인과 달리 처음부터 피부에서 45° 각도로 엉치꼬리

인대(sacrococcygeal ligament)가 천자될 때까지 진입시켰다. 

엉치꼬리인대를 천자하는 느낌이 오면 퍽(POP)하는 저항소

실 느낌이 든다. 여기서 바늘을 1-2 mm 더 전진시켜 주사

기로 흡인하여 혈액이나 뇌척수액의 유출여부를 확인한 후 

0.2% ropivacaine 1 ml/kg을 천천히 주입하 다. 미추차단 후 

환아를 다시 앙아위(supine position)로 한 다음 rocuronium 

0.6 mg/kg을 정맥 주사한 후 근이완제의 작용이 발현된 후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 다. 마취유지는 두 군 모두 산소 1 

L/min와 이산화질소 1 L/min 그리고 sevoflurane 2 vol%를 

흡입시켰다.

  모든 환자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38-40 mmHg으로 

유지되도록 1회 호흡량과 호흡수를 조절하 고 수술이 끝

난 후 흡입마취제를 중단시켰으며 모든 환자가 적절한 자

발 호흡이 돌아왔을 때 발관하 고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회복실로 옮겨졌다.

  회복실 도착 시, 15분 후, 30분 후에 회복점수, 흥분점수, 

통증점수, 흥분빈도 등을 측정하 다. 회복점수(Table 1)는11) 

0점에서부터 6점까지로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 고, 흥분점

수(Table 2)는12) 0점에서부터 4점까지로 흥분의 정도를 판단

하 고, 통증점수(Table 3)는13) 0점에서부터 12점까지로 통

증의 정도를 판단하 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며 두 군간

의 회복점수, 흥분점수, 통증점수는 Mann-Whitney U-test로 

비교 분석하 으며 흥분빈도는 χ2-test로 비교 분석하 으

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

하 다.

결      과

  두 군 간에 나이, 체중, 마취제 노출시간에 있어서는 차

이가 없었다(Table 4). 

  회복점수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5). 

Table 1. Postanesthetic Recovery Sco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linical score Patient characteristic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sciousness

2  Awake

1  Response to stimuli

0  Not responding

 Airway

2  Coughing or crying

1  Maintaining good airway

0  Airway requires maintenance

Movement

2 Moving limbs purposefully

1 Non-purposeful movements

0 Not mov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an J Anaesth 1975; 22: 111-3.

Table 2. Agitation Sco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linical score Patient characteristic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Sleep

1  Calm

2  Crying but be consoled

3  Crying and cannot be consoled

4  Agitated and thrashing aroun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an J Anaesth 1992; 39: 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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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점수는 회복실 도착 시와 15분 후에 제1군에 비하여 

제2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P ＜ 0.01)(Table 5), 30분 후에

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통증점수는 회복실 도착 시, 15분 후, 30분 후에 제1군에 

비하여 제2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 0.01)(Table 5). 흥

분빈도는 1군에서 100%이었고 2군에서 33.3%로 제1군에 비

하여 제2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 0.01)(Table 5).

고      찰

  흥분(agitation)은 소아에서 흡입마취 후에 흔히 볼 수 있

는 부작용이다. 특히 sevoflurane은 소아마취에서 심혈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14) 향기가 좋아 부드러운 마취유도제로

서1) 각광받고 있으나 마취 후에 각성 시 흥분을 일으킨다

는 보고가 있다.5-8)

  이런 각성흥분을 일으키는 기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sevoflurane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효과와 빠른 각성으로 인

한 부적절한 진통이 원인이라는 보고가 있다.2) Tomi 등도9) 

흡입마취 후 발생하는 술 후 흥분은 흡입마취제의 제거로 

인한 통증의 발생이 주원인이라 하 다.

  Sevoflurane 마취 후 발현되는 각성흥분은 술 중에 진통제

를 투여한 경우에는 단독 마취 때와는 달리 빈도가 감소하

다는 보고들이 있고,2,6,10,15-17) Davis 등은18) remifentanil 마

취 후에 소아환자에서 각성이 빠른 반면 각성섬망의 빈도

는 높지 않았으며 빠른 각성 자체만으로는 각성흥분을 일

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Cravero 등은19) halothane이나 혹은 sevoflurane 흡입마취 

하에서 자기공명 상(MRI)을 받은 소아에서 각성흥분을 비

교하 던 바 각성흥분이 halothane보다 sevoflurane 마취 후

에 더 빈번하 다고 보고하여 각성흥분이 통증과 무관하다

고 하 으며 Aono 등은15) sevoflurane 마취 시 학동기 소아

보다는 학동기 전 소아에서 각성흥분이 더 빈번하 다고 

보고하 으며 이는 환자의 연령이 각성흥분과 관련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 

  각성흥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통방법으로는 부위마

취,6,1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6,16) 마약6,17) 등이 이용되

고 있다.

  Johannesson 등은1)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시 흥분빈도

가 100% 지만 paracetamol 20 mg/kg을 전처치 받은 소아에

Table 3. Pain/Discomfort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Observation Criteria Poi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lood pressure ± 10% preop 0

＞ 20% preop 1

＞ 30% preop 2

Crying Not crying 0

Crying but respond to tender 
1

 loving care (TLC)

Crying and dose not respond to TLC 2

Movement None 0

Restless 1

Thrashing 2

Agitation Patient asleep or calm 0

Mild 1

Hysterical 2

Posture No special posture 0

Flexing legs and thighs 1

Holding scortum or groin 2

Complains of Asleep, or states no pain 0

 pain (where appro- Can not localize 1

 priate by age) Can localize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nesthesiology 1987; 66: 832-4.

Table 4.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umber (n) 15 15

Age (yr)  3.33 ± 1.80   3.20
 
± 1.52 

Weight (kg) 16.47 ± 4.79 15.80 ± 3.51

Duration of exposure to  
 74.00 ± 11.98  77.00 ± 12.51

 sevoflurane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no caudal block, Group 2: 

caudal block.

Table 5. Comparison of Recovery and Agitation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covery score

At arrival 5.00 ± 0.00 4.93 ± 0.26

15 min 5.20 ± 0.41  5.60 ± 0.51 

30 min 5.93 ± 0.26 6.00 ± 0.00

Agitation score

At arrival 4.00 ± 0.00  2.20 ± 1.01*

15 min 3.00 ± 0.76  1.40 ± 0.51*

30 min 1.60 ± 0.91 1.13 ± 0.35

Pain score  

At arrival 7.93 ± 1.87  3.73 ± 2.55*

15 min  5.93 ± 1.87  2.33 ± 1.11*

30 min 2.40 ± 1.12  1.27 ± 1.10*

Agitation incidence 15/15 (100%)  5/15 (33.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no caudal block, Group 2: 

caudal block.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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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빈도가 33%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이용철 등은20)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시 흥분빈도가 60% 지만 keto-

rolac이나 meperidine을 투여받은 소아에서는 각각 26.7%와 

20%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또한 Davis 등은16) sevo-

flurane 흡입마취 후 ketorolac을 정주받은 소아 환자가 keto-

rolac을 정주받지 않은 소아 환자보다 각성흥분의 빈도가 

적었다고 보고하 으며 이는 통증이 각성흥분과 관계가 있

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진통을 위해 사용된 약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술 후 흥분빈도를 감소시켰으

며, 본 연구에서도 미추차단을 시행한 소아에서 각성흥분이 

100%에서 33.3%로 감소하 던 바 다른 연구 결과와 같이 

진통이 각성 시 흥분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복 시 각성흥분이 더 빈번한 어린 

소아를 대상으로 하 으며 소아에서 각성흥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성 전에 적절한 진통이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술 

후 진통 목적으로 미추차단을 시행하 다. 수술 중에 다른 

진통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통증에 대해서 어떠한 전처치

도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추차단 시 경막외강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기를 이용한 저항소실(loss of resistance)의 기법을 이용하

지 않았다. 왜냐하면 , 소아에서는 공기색전(air embolism)

의 위험성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21-23) 

  실험군에서는 미추차단 15분 후에 피부절개 시 환아의 

혈압과 심박동수의 변화가 없었으며 미추차단의 성공여부

는 술 후에 방광을 눌러서 오줌이 쉽게 나오면 성공되었다

고 확인하 다. 미추차단 후에 서맥, 저혈압, 전신경련, 수

술 후 오심, 구토, 뇨저류 등의 부작용을 발견할 수 없었으

며 전신마취를 병행했을 때 혈역학적 변화가 없었다.

  박찬홍 등도24) 본 연구와 비슷하게 소아에서 전신마취와 

미추차단을 병행했을 때 큰 혈역학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

았다고 보고하 다. 미추차단 목적으로 0.2% ropivacaine 1 

ml/kg를 이용하 고 ropivacaine은 bupivacaine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국소마취제인데, 평균작용시간이 4시간으로 bupiva-

caine보다 약간 짧고 심독성이 적고 운동신경차단이 적어 

소아에서 술 후 진통을 위하여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다.

  소아에서 미추진통(caudal analgesia)을 위한 ropivacaine의 

농도는 0.1-0.5%라고 보고하고 있다.25-28) 0.2% ropivacaine

은 미추진통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도이며 1 

ml/kg는 T10 분절 아래의 진통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이다.

  본 연구에서 미추차단을 시행한 군은 차단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 통증점수는 회복실 도착 시, 15분 후, 30분 

후에 감소하 으며 이때 흥분점수는 회복실 도착 시, 15분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 다. 30분 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즉, 이것은 미추차단에 의한 진통이 회복 시 

각성흥분을 감소시켰던 것으로 생각되며 30분 후에는 흥분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흥분기간이 평균 

15분 정도로 생각되어진다. 결론적으로 미추차단을 통한 선

행진통이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흥분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미추차단을 시행한 군에서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 각성흥분이 100%에서 33.3%로 감소하 으

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증 외에 다른 요

인이 각성흥분이 관여했으리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sevoflu-

rane은 마취로부터 회복 시 각성흥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술 

후 진통 조절뿐만 아니라 빠른 각성에 의한 낯설은 환경과 

부모와의 결별(separation)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줌과 동시에 

부드러운 마취유도와 회복 그리고 조용한 환경 등이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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