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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래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술 후 일상

으로의 회복시간과 병원 체류시간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

이 시행되어지고 있다. 그 일부로 잔존 근이완제의 효과에 

대한 걱정없이, 원만한 당일 퇴원 및 환자의 안전한 마취를 

위해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마취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또한 환자의 전신적 상태에 따라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경우도 있어, 근이완제의 사용 없는 마취 유도 

및 유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11)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맥마취제나 흡입

마취제만을 사용한,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관내 삽관의 과정으로, 기관내 삽관에 적절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3,4,12-20) 정

맥마취제만으로도 기관내 삽관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

지만,2) 완전한 기관내 삽관의 반응을 제거할 수는 없었으

며, 삽관시 나타나는 여러 반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아편양제제,3,4) 교감신경차단제,12,13) 국소마취제 등이4,9,12,14-20) 

사용되고 있다. 또한 흡입마취제의 발달로 sevoflurane을 사

용한 근이완제 없는 흡입 마취 유도 및 유지는 소아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큰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다.5-8) 하지만 이경우에도 기관내 

Effects of Lidocaine Spray or Lidocaine IV on Endotracheal Intubation during Sevoflurane Inhalation Induction 
without Muscle Relaxants

Young Kyoo Choi, M.D., Won Joon Choi, M.D., and Sung Wook Park,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racheal intubation without muscle relaxants, especially using 8 vol% sevo-

flurane.  The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changes induced by a 10% lidocaine spray with that 

of 1% lidocaine IV and a control.

  Methods:  Sixty patients, ASA I or II, undergoing various surgical procedure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hree anesthetic 

pretreatment groups:  Group I received routine vital capacity rapid induction with sevoflurane; Group II, inhalation induction with 

a 10% lidocaine spray 5 minutes before intubation; and Group III, inhalation induction with 1% lidocaine IV injection 2 minute 

before intubation.  Intubating conditions were assessed as acceptable or unacceptable on the basis of a scoring system that 

depended on the ease of laryngoscopy, vocal cord position, and coughing after endotracheal tube insertion.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changes in each group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intubation.

  Results:  The overall assessments of the intubating conditions were acceptable in 90%, 95%, and in 95% of patients in groups 

I, II, and III, respectively.  Statistically, supplementing with a lidocaine intravenous injection or a pharyngolaryngeal lidocaine 

spray did not improve intubating conditions.  Moreover, no differences in coughing after intubation, and no improvement in heart 

rate or in blood pressure changes were observed among the three groups.

  Conclusions:  Sevoflurane inhalation induction without muscle relaxants offers satisfactory intubation, and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changes without the use of lidocaine IV injection, or lidocaine spray.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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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관시의 자극은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Lidocaine은 기침 반사를 억제하고 후두경 조작 및 기관

내 삽관 시 나타나는 순환계 반응을 약화시키며 두개내압

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2,14-20) 그러나 

기관내 삽관 전에 사용하는 lidocaine의 투여 방법, 투여시

기, 사용량에 따른 효과에 대해 많은 보고가 있다.9,15-18)

  이에 저자들은 sevoflurane을 이용한 흡입 마취 유도시 근

이완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경우, 기관내 삽관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관내 삽관 5

분 전에 10% lidocaine 분무로 전처치하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경우와, 삽관 2분 전 1% lidocaine 정주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을 때, 각각의 후두경 사용에 의한 인후두

의 자극, 성대상태, 삽관 후 기침반사, 혈역학 변화 등을 관

찰하여 기관내 삽관의 용이도를 평가하고 이의 효용성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대상 환자는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 받는 20세에서 

55세 사이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또는 2에 해

당하는 성인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하 다(Table 1). 대상 

환자 중 진정제나 수면제를 상습 복용한 기왕력이 있는 경

우, 간질환이나 신장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과 같은 심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낙을 받았으며 수술 전 방문 시 환자

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받았다. 

  마취 전투약은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혈압, 심박수, 심전도 감시와 맥박산소 계측기를 이용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하 으며 혈압 측정은 필요에 따라 간헐

적으로 측정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직후 혈압 및 

심박수를 기록하 다.

  마취기의 호흡회로에 미리 분당 O2 2 L와 N2O 4 L의 가

스 유량을 흐르도록 하고 sevoflurane 기화기를 8 vol%로 열

어 놓은 후 2분 동안 회로의 끝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기낭을 눌러 호흡회로를 충전시키면서 중간에 배출

밸브를 열어 기낭을 비우고 다시 배출밸브를 잠근 다음 가

스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호흡 회로 내 혼합가스의 희석

을 막았다. 이처럼 가스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sevoflurane

을 호흡 회로 내 충전시켰다.

  마취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가 입으로 최대한 숨을 

들여 마신 후 5초간 기다린 다음 숨을 최대한 내쉬도록 5

회 연습시킨 후, 마스크를 착시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흡

입하도록 하 다. 의식 소실 후 호흡이 있으면 보조호흡을, 

호흡이 소실되면 조절호흡을 시행하면서 호기말 이산화탄

소농도가 30-35 mmHg로 유지되도록 하 다. 기관내 삽관

은 모두 동일한 마취과 의사에 의해 흡입 마취 시작 5분후

에 시행하 고, 삽관 후 조심스럽게 기낭에 공기를 주입하

여 압력을 20-25 mmHg로 유지하 다. 삽관 후 기침 반사

를 기록하 다. 또한 기관내 삽관 전후의 혈압, 심박수를 

측정하 다. 기관내 삽관 후 2분간 근이완제의 사용없이 마

취를 유지하 으며 삽관 2분 후에 혈압과 심박수를 다시 

측정하 다. 측정 후에는 근육이완을 위하여 비탈분극성 근

육이완제인 rocuronium 및 vecuronium을 정맥 주사하 으며 

sevoflurane 1-3 vol% 사이에서 마취를 유지하 다. 

  모든 대상 환자는 무작위로 각각 20명씩 세군으로 분류

하여 제1군은 대조군으로, 제2군은 10% lidocaine 1.5 mg/kg 

(XylocaineTM 10% spray, Astra, Sweden)을 환자에게 숨을 크

게 들이 마시게 하면서 인두 및 혀 기저부에 분무한 후에 

흡입마취유도를 하 다. 제3군은 1% lidocaine 2 mg/ kg을 

삽관 2분 전에 정주하 다. 각각의 군에서 기관내 삽관의 

용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Helbo-Hansen 등에24) 의

한 scoring system을 기초로 하 다(Table 2). 기침반사의 정

도, 성대의 위치 및 움직임의 정도, 후두경 조작시의 용이

도를 1에서 4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측정한 다음 기록하

다. 삽관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Table 2에서 보여주는 기관

내 삽관 상태 점수상에 각 항목의 점수가 2점 또는 그 이

하인 경우 삽관이 가능한 것(acceptable)으로 판단하 으며 

Table 1. Der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6.6 ± 9.5  37.3 ± 8.9  39.2 ± 12.0

 Sex (M/F)  10/10 11/9  9/11

 Weight (kg)  62.6 ± 11.5  61.4 ± 10.5  64.2 ± 14.0

 Height (cm) 165.6 ± 9.5 164.6 ± 7.5 165.8 ± 8.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8 vol% sevoflurane inhalation 

only, Group 2: 8 vol% sevoflurane inhalation with 10% lidocaine 

spray 1.5 mg/kg into pharyngolarynx, 5 minuntes before intubation, 

Group 3: 8 vol% sevoflurane inhalation with 1% lidocaine 2 mg/ 

kg IV, 2 minutes before intubation.

Table 2. Intubating Condition Score (from Helbo-Hansen, et al)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 3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aryngoscope Easy Fair Difficult Impossible

Vocal cord Open Moving Closing Closed

Coughing None Slight Moderate Seve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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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 항목에서라도 3 또는 4의 점수가 나타난 경우에는 

삽관이 불가능한 것(unacceptable)으로 판단하 다. 각각의 

군에서 기관내 삽관 후 혈역학적 변화를 측정하 다. 기관

내 삽관은 표준형의 Macintosh 후두경 곡형날을 사용하 고 

기관내 삽관 기술에 따른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 의

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또한 삽관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

으로 판단된 환자에 있어서는 적절한 삽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탈분극성 근육이완제인 succinylcholine을 사용하거

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rocuronium을 투여한 후 삽관을 

시도하 으며 이렇게 시행된 환자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 다. 

  모든 결과의 통계처리는 컴퓨터 통계프로그램인 SAS를 

이용하 으며, 환자의 나이, 성별, 체중 및 신장은 ANOVA 

test로 검정하 고, intubating condition score는 Chi-square test

로, 기관내 삽관 전후의 혈압과 심박수는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s로 검정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

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Intubating score에 의한 삽관 용이도 평가로 제1군에서는 

20명중 18명(90%), 제2군에서는 20명중 19명(95%), 제3군에

서는 20명중 19명(95%)에서 삽관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후두경 조작에 따른 반응정도는 sevoflurane 단독군에

서는 대상환자 20명 중 18명에서, 전처치로 10% lidocaine을 

분무한 제2군 및 1% lidocaine 정주군에서는 각각 대상 환

자 19명 모두에서 후두경 조작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세 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성대의 개폐 상태는 제

1군, 제2군, 제3군 대상 환자 20명 중 각각 14명, 14명, 15명

에서 성대의 개구상태가 양호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세군 

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삽관 직후 기침반사 유

무에 대해 관찰한 결과, 기침반사가 없었거나 경도의 기침

반사를 나타낸 경우는 제1군에서는 대상환자 20명 중 18명, 

제2군은 19명, 제3군은 19명으로, 기관내 삽관 후 발생한 

기침반사는 세군을 비교 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그중 기침반사가 전혀 없는 경우도 각각 6명, 

12명, 11명으로, 통계학적으로 각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3).

  수술실에 도착했을 때와 기관내 삽관 전의 혈압 및 심박

수는 세군 모두 차이가 없었으며, 기관내 삽관 후, 기관내 

Table 3. Subjective Assessments in the Three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aryngoscope

Easy 15 15 16

Fair 3 4 3

Difficult 2 1 1

Impossible 0 0 0

Vocal cords

Open 14 14 15

Moving 5 5 4

Closing 1 1 1

Closed 0 0 0

Coughing 

None 6 12 11

Slight 12 7 8

Moderate 1 1 1

Severe 1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8 vol% sevoflurane inhalation only, Group 2: 8 vol% 

sevoflurane inhalation with 10% lidocaine spray 1.5 mg/kg into 

pharyngolarynx, Group 3: 8 vol% sevoflurane inhalation with 1% 

lidocaine 2 mg/kg IV. *: P ＜ 0.05, tested by Chi-square test.

Table 4. Hemodynamic Responses to Tracheal Intubation in the 
Three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Heart rate (beats/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itial BI AI AI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69 ± 8 76 ± 7 94 ± 3 70 ± 8

Group 2 70 ± 9 77 ± 10 87 ± 4 70 ± 8

Group 3 69 ± 7 75 ± 10 88 ± 4 70 ± 7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ystolic blood pressure (SB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itial BI AI AI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121 ± 12.8 108 ± 11.6 141 ± 9.7 109 ± 14.2

Group 2 120 ± 14.7 109 ± 14.2 134 ± 8.8 108 ± 11.6

Group 3 119 ± 15.2 106 ± 12.5 135 ± 11.2 107 ± 13.4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itial BI AI AI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73 ± 6.9 65 ± 6.2 91 ± 7.8 65 ± 4.7

Group 2 74 ± 8.3 65 ± 5.7 84 ± 8.1 65 ± 6.2

Group 3 77 ± 9.4 66 ± 4.6 84 ± 9.3 65 ± 5.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Initial: when patients arrived operating 

room, BI: before intubation, AI: after intubation, AI2: 2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8 vol% sevoflurane inhalation only, 

Group 2: 8 vol% sevoflurane inhalation with 10% lidocaine spray 

1.5 mg/kg into pharyngolarynx, Group 3: 8 vol% sevoflurane 

inhalation with 1% lidocaine 2 mg/kg IV. *: P ＜ 0.05, tested b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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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관 2분 후의 혈압, 심박수는 제2, 3군에 비해 제1군에서 

상승됨을 볼 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각 군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4). 

고       찰

  근이완제의 사용 없이 정맥 마취제 및 흡입 마취제를 사

용하여 기관내 삽관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 되어왔다.1-11) 최근 흡입 마취 기법의 발달에 따라 마

취 유도가 빠르고, 근이완 효과도 있는 sevoflurane을 사용한 

흡입 마취 유도가 시도되고 있다.5-8) Sevoflurane은 냄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흡입 시 기도의 자극이 적으며, 낮은 혈

액/가스 분배계수, 심혈관계 안정성, 낮은 대사율, 강한 근

육 이완 효과로21) 인해 소아 환자의 흡입마취 유도제로 이

용되고 있다.5,7) Wrappler 등은5) 소아에서 sevoflurane만으로 

다른 부가적인 아편양제제 및 근이완제의 사용없이 기관내 

삽관이 가능했으며 또한 혈역학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수술 

후 오심, 구토 및 발한 등의 합병증 없이 마취가 가능하다

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성인에 있어서도 sevoflurane 흡입 

마취유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8) 성인에 

있어 마취유도시 sevoflurane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관내 

삽관 상태를 평가한 연구들도 있으나 아편양제제를 병용한 

경우들이 많다.10,11) 근이완제의 사용없는 흡입 마취유도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정맥 마취환자에서처럼 삽관 후 기침

반사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고농도의 흡입 마취

제를 5분 동안 투여하기 때문에 심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George 등에7) 의하면 sevoflurane만으로 

마취시 발생하는 부적절한 삽관 상태의 대부분은 후두경 

삽입시 환자가 움직이거나 또는 기관내 삽관 후에 기침반

사가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 고, 최수주 등은6) se-

voflurane 마취 유도군에 후두경을 구강내로 삽입하고 후두

개를 거상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는 동안에 기침을 했던 경

우는 단지 4%에 불과하여 경미한 정도이며, 기관내 튜브가 

삽입된 직후 기침 발생률은 36%이었고 이중 16%는 심한 

기침을 하 으며 이 결과로부터 근이완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할 경우 후두경으로 후두개를 거상시킬 

때보다 기관내 튜브를 기관내로 삽입한 직후, 기관내 튜브

의 기낭에 공기 주입 시, 튜브의 움직임에 대해 환자의 기침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 다. 흡입 마취 유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된다. 또

한 sevoflurane은 심혈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하나 용량

에 비례해서 심혈관계의 기능을 억제하며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켜 혈압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23) 저혈량증이나 노

인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경우는 고농도의 sevoflurane

을 이용하여 마취유도를 하는 것이 추천되지 않는다. 

  Lidocaine은 국소 마취 작용 외에 항부정맥 작용이 있으

며 특히 후두경 조작 및 삽관시 발생하는 기침반사를 감소

시키고 삽관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를 둔화시켜 심박수, 혈

압, 두개내압의 증가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9,12,14-20) 기관내 삽관에 의한 심혈관계 항진 증상을 예방

하기위해 사용하는 lidocaine 사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

으며, 각각의 실험 디자인에 따라서 분무 또는 정주시에, 

또는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9,14-20) Yukioka 등에17) 의하면 lidocaine이 기침반사를 저하

시키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투여량의 증가에 따

라 기침반사의 억제효과가 나타나고 혈장의 농도와도 관계

가 있으며 2 mg/kg의 lidocaine 사용이 효과적이고, 혈장내 

lidocaine 농도는 3μg/ml 이상에서 효과적으로 기침을 억제

한다고 하 다. 또한 임형윤 등은18) lidocaine 1.5 mg/kg이 

기관내 삽관에 의해 일어나는 반사작용 및 이로 인한 혈역

학 항진을 예방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 다고 하 다. Lido-

caine의 사용은 인두나 기관지에 투여하는 방법보다는 정맥

내 투여가 효과적이나 정주속도가 빠르면 예민한 환자에 

따라서 심혈관계의 허탈증세를 보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한

다.18,22) Lidocaine 분무로 기관내 삽관에 따른 심혈관계 자극

을 억제하는 기전은 lidocaine의 상기도 점막에 대한 국소 

표면 마취 효과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다.20) Youngberg 등

은15) lidocaine 투여시의 심박수와 혈압의 변화를 관찰했는

데 정주와 분무 두 가지 방법으로 투여하여 본 결과 혈액

내 lidocaine의 농도는 정주한 군이 20배 정도 높았으나 심

박수와 혈압은 두 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며, Viegas

와 Stoelting은19) 4%　lidocaine을 인후 기관내 분무한 후 1분

까지는 혈중농도가 낮지만 4-15분 사이에 1-2.7μg/ml가 

되므로 기관내분무가 기관내 삽관 5분전에 행해져야 효과

적인 전신 흡수작용을 보인다고 하 다. 하지만 Laurito 등

은16) lidocaine을 정주 혹은 분무만으로, 또 두가지 모두 투

여하는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기관내 삽관 후 심박수, 평

균 동맥압, 수축기, 이완기 혈압 등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전처치로 lidocaine을 인후두에 분무한 

경우와 lidocaine을 정주한 경우에 있어 기관내 삽관시 혈역

학적 반응및 기침반사에 있어 sevoflurane을 단독으로 사용

한 경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idocaine 분무군

과 정주군에서 sevoflurane만을 사용한 대조군보다 삽관 상

태의 특별한 호전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삽관 직후와 삽

관 2분 후 기침 반응과 심박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에 

있어서도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또한 lidocaine 분무군과 lidocaine 정주군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sevoflurane 단독 사용만으로도 만족스러

운 기관내 삽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고 삽관 후 기침반

사 및 혈역학적 반응에 있어서도 lidocaine 사용에 의해 



 최 규 외 2인：근이완제 사용 없는 마취 유도

19

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voflurane 마취 유도

에 평균 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한 Muzi 등의8) 연구 

결과와 lidocaine의 국소마취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된 시간인 분무 후 5분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분무 

후 즉시 흡입마취를 시작하여 5분 후 기관내 삽관을 시도

하 고, 정주의 경우에는 혈중 최고 농도에 이르도록 삽관 

2분 전에 정주하 다. 

  결론적으로 8 vol% sevoflurane만을 5분 동안 흡입시킬 경

우 근이완제의 정주 없이도 만족할 만한 기관내 삽관 상태

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보조제로 lidocaine 분무나 정주로 

전처치하는 것이 환자의 삽관에 대한 반응을 둔화시키는지

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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