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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입마취제는 폐를 통해 투여와 배설이 이루어져서 마취

심도를 신속히 조정,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정맥마취제와

는 다른 성격의 장점이다. 최근에는 기존 흡입마취제와 비

교해 특히 낮은 혈액/가스 분배계수를 가지고 있어 마취유

도 및 각성을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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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Emergence Agitation between Sevoflurane and Desflurane Anesthesia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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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yeongju, Korea

  Background:  Inhalation anesthesia has been widely used since it has easier administration and excretion through the lung and 

also provides immediate measurement and alteration of the anesthetic depth.  Sevoflurane and desflurane are currently used widely 

with rapid awakening each with 0.66 and 0.42 blood/gas partition coefficients compared to the existing anesthetics.  However, 

there has been a report that both anaesthetics may show emergence agitation in children.  Therefore, we compared the degree 

of emergence agitation between the sevoflurane and desflurane anesthesia in children.

  Methods:  Out of 60 patients who are between 2-12 years of age and belonged to American anesthesiology society grade 

I, of which scheduled for general anesthesia, we selected and randomized two groups each with S group (using sevoflurane) and 

the D group (using desflurane).  During the anesthesia, sevoflurane was administered as 2.0-2.5 vol% and desflurane with 4.0-7.0 

vol%, of which controlled according to the vital sign, and N2O：O2 was applied as 1.5 L：1.5 L in both groups. After the operation, 

anaesthetics were stopped, and the patient was carried to the recovery room after confirming that the patient was in a stable condition 

with the prompt recording of the time of spontaneous breathing, which was followed by extubation.  Recovery time was recorded 

by the anesthesiologist until it has reached the score of 6, and classified the degree of agitation in the score of 1 through 5, 

which was then regarded as emergence agitation when score was above 4.  All results were used with average ± standard deviation 

or the frequency rate (%).  Chi-square test and unpaired t-test were used for the comparison of the two groups, with the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P values are less than 0.05.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ge, weight, sex and the duration of operation in the two groups were noted.  

Moreover, agitation score was each with 3.00 ± 0.98 (S group), 2.87 ± 1.01 (D group), and the emergence agitation frequency 

with 26.7% (S group), 20.0% (D group), but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in the case of recovery time, D group 

showed significantly faster time than the S group, each with 6.67 ± 2.59 and 8.67 ± 2.26 (P ＜ 0.05).

  Conclusions:  Both sevoflurane and desflurane revealed rapid awakening period among patients, with little faster in desflurane 

compared to the sevofluran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mergence agitation was noted in both anesthetics.  More research and 

consideration of the emergence agitation in children may provide better anesthesiological environment for administering the above 

two anesthetics.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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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Sevoflurane과 Desflurane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다. Sevo-

flurane은 심혈관계 안정성이 높고 자극적 냄새가 없어 흡입

에 의한 마취유도가 가능하고 Desflurane은 할로겐화 약제 

중 가장 빠른 흡수와 배설을 보이면서 체내 대사가 거의 

되지 않아 간, 신독성의 위험성이 없는 특징이 있다.1-3) 그

러나 두 약제 모두 빠른 배설에 따른 빠른 각성상태를 나

타내는 것이 마취 후 의식회복의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나 

오히려 수술에 따른 통증과 낯선 주위환경에서 느끼는 불

안감도 빨리 나타나게 하여 술 후 환자뿐 아니라 회복실에

서 환자관리를 어렵게 하는 각성 섬망이 나타나는 빈도가 

기존의 흡입마취약제에 비해 많다는 보고가 있다.4-6)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아 수술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Sevoflurane과 Desflurane 두 약제간의 마취 후 회복까지 소

요 시간, 각성 섬망의 강도 및 발현 빈도를 직접 비교하여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 받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급분류 I에 속하는 남녀 환아 60명을 무작위로 각 30명씩 

Sevoflurane (S군)과 Desflurane (D군)으로 나누었다. 수술 전 

방문을 통해 대상 환아들 중 호흡기계 질환이 있거나 전신 

마취 후 흥분의 기왕력이 있는 환아 등 연구에 향을 줄 

수 있는 환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으며 보호자에게도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 다.

  모든 환아에서 수술 전 6-8시간 금식을 하 고 수술실 

도착 후 환자감시장치(S/5TM Anesthesia Monitor, Datex-Oh-

meda, Finland)를 이용하여 혈압, 심박수, 심전도, 산소포화

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 다. 

마취유도나 각성 섬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Midiazolam 및 

다른 진정제들로 인해 각성이 길어진다는 보고가 있어 전

처치는 하지 않았다.7)

  마취유도는 Thiopental sodium 5 mg/kg을 투여하 고 안검

반사가 소실되었을 때 Succinylcholine 1 mg/kg을 투여한 후 

보조 환기를 시행하면서 근이완제의 작용이 발현되고 활력

징후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 다.

  수술 중 기계적 환기는 마취용 환기기(Aestiva/5 7900, Da-

tex-Ohmeda, Finland)를 사용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5 ± 5 mmHg으로 유지되도록 1회 호흡량과 호흡수를 조

절하 다. 마취 중 Sevoflurane은 2.0-2.5 vol.%, Desflurane

은 4.0-7.0 vol.%로 활력징후에 따라 조절하 고 양 군 모

두 N2O, O2를 각각 1.5 L씩 투여하 다.

  수술 종료 후 마취제 투여를 중단하고 100% 산소로 용수 

환기시키며 Glycopyrrolate 0.008 mg/kg와 Pyridostigmine 0.2 

mg/kg으로 근이완을 역전시키고 자발호흡이 충분히 돌아오

는 것을 확인 후 발관하고 시간을 기록 후 회복실로 조심

스럽게 이송하 다. 

  회복실에서 마취과의사가 Steward Recovery Score를8) 이용

하여 환아의 의식상태, 기도상태, 움직임을 각각 2점을 만

점으로 평가하여 합계 6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

정하여 발관 후부터 회복점수가 6점이 되었을 때까지의 시

간을 회복시간(Recovery Time)으로 기록하고 오심 및 구토

의 발생여부도 기록하 다. 환아의 흥분정도는 Cole 등이9) 

사용한 5단계의 점수를 사용하여 자는 경우를 1점, 깨어있

으나 조용한 경우를 2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울지만 제어

가 되는 경우를 3점, 제어가 안 되는 정도로 우는 경우를 4

점,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지남력을 상실하여 추가적인 간호

가 필요한 경우를 5점으로 하 으며 흥분점수(Agitation 

Score)가 4점 이상인 경우를 각성 섬망이 나타난 것으로 간

주하 다(Table 1, 2).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 또는 빈도(%)로 표시하

으며 두 군 간의 비교는 Chi-square test와 unpaired t-test를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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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ful

1 Not purposeful movements

0 Not mov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2. Agitation Sco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linical score Patient characteristic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Sleeping

2 Calm, awake

3 Irritable, crying

4 Inconsolable crying

5 Severe restless, disorient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core 4 and 5 were considered emergence ag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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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환자의 특성은 S군의 경우 사시교정술 3예, 안검성형술 4

예, 음낭수종절제술 5예, 탈장봉합술 12예, 환기관삽입술 6

예이었고 남아가 24명, 여아가 6명이었고 나이는 4.11 ± 

2.64세, 체중은 19.07 ± 8.37 kg, 수술시간은 47.0 ± 23.36

분이었고 D군은 사시교정술 1예, 안검성형술 5예, 음낭수종

절제술 6예, 탈장봉합술 9예, 환기관삽입술 9예이었고 남아

가 18명, 여아가 12명이었으며 나이는 4.81 ± 2.76세, 체중

은 20.80 ± 8.97 kg, 수술시간은 40.73 ± 19.89분으로 나타

났다. 두 군 간에 성별, 나이, 체중, 수술시간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Table 3).

  마취에서의 회복시간은 S군이 8.67 ± 2.26분, D군이 6.67 

± 2.59분이었다. D군은 S군에 비해 평균 2분 빨리 회복되

었고 S군의 회복시간의 77%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복시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5)(Table 4).

  회복실에서 각성 시 흥분점수는 경우 S군은 1점이 2명, 2

점이 6명, 3점이 14명, 4점이 6명, 5점이 2명으로 평균은 

3.00±0.98점이었고 D군은 1점이 1명, 2점이 11명, 3점이 12

명, 4점이 3명, 5점이 3명으로 평균은 2.87 ± 1.01점으로 

흥분점수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흥분점수

가 4점 이상으로 각성 섬망이 나타난 경우는 S군이 8명으

로 26.7%, D군이 6명으로 20.0%를 보여 S군이 D군에 비해 

34% 정도 각성 섬망을 많이 나타냈으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Fig. 1). 오심 및 구토의 경우 S군에

서 2명, D군은 4명으로 D군에서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고      찰

  흡입마취제는 빠르고 부드러운 마취유도와 유지, 혈역학

적 안정성, 진통효과, 기억상실 등의 장점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 병원 및 수술이라는 낯선 환경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

스와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수술 후 마취에서의 회

복 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울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편

해하거나 지남력의 장애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 10-50%에

서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0-12) 이러한 흥분의 발현, 강

도, 유지시간 등은 소아의 회복이 늦어지는 문제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실에서 개별적인 관리의 필요, 병실이송 때까

지 시간의 지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각성 섬

망은 흡입마취제, 마취 전투약, 통증에 대한 반응, 다양한 

신경학적 회복, 빠른 각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

다.13-16)

  Welborn 등과11) Davis 등은17) 낯선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

서 빠른 의식 회복이 각성 섬망의 원인의 하나라고 주장하

고 Aono 등은10) Sevoflurane과 Halothane으로 마취 후 Se-

voflurane을 사용한 경우 Halothane보다 빠른 각성을 보이지

만 학동전기(3-5세) 아동에서 학동기(6-10세) 아동에 비해 

높은 각성 섬망을 보인다고 보고하면서 소아의 경우 낯선 

환경에서 빠른 회복이 원인일 수 있고 이때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학동전기 아동에서 더 많은 섬망이 발생하는 것이

라고 하 다. 

  각성 섬망의 발생 빈도에 관한 연구에서 Welborn 등과11) 

Davis 등은12) Desflurane의 경우 55%와 50%의 각성 섬망을 

보고하 고 Welborn 등과11) Uezono 등은16) Sevoflurane의 경

Table 3.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S (n = 30) Group D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ale/Female) 24/6 18/12

Age (yr) 4.11 ± 2.64 4.81 ± 2.76

Weight (kg) 19.07 ± 8.37 20.80 ± 8.97 

Operation time(min)  47.0 ± 23.36  40.73 ± 19.8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mean ± SD.

Table 4. Recovery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S (n = 30) Group D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covery time (min) 8.67 ± 2.26  6.67 ± 2.59*

Agitation score 3.00 ± 0.98 2.87 ± 1.01

Agitation incidence (%)  26.7% (8/30)  20.0% (6/30)

Nausea & Vomiting (%)  6.7% (2/30)  13.3% (4/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mean ± SD.  *: P ＜ 0.05.

Fig. 1. The distribution of agitation score according to anesthetic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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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8%와 10%의 각성 섬망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Desflurane의 경우 20.0%, Sevoflurane의 경우 26.7%의 각성 

섬망 발현을 나타내어 오히려 Sevoflurane의 발생이 약간 높

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가 시간

에 따라 각성 섬망 상태의 변화를 측정한 기존연구와 달리 

회복실 도착 당시의 시점에서 흥분상태를 측정하 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Uezono 등은16) Propofol과 Sevoflurane을 비교하여 Propofol

도 빠른 각성을 보이나 각성 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

고하면서 통증과의 연관성을 주장하 고, Cohen 등은6) Des-

flurane을 이용한 수술 중 Fentanyl을 2.5μg/kg 정주하여 통

증을 줄여줌으로써 성공적으로 각성 섬망이 감소하 다고 

하 다.

  Cohen 등은18) Sevoflurane과 Desflurane을 비교하여 각성 

섬망의 발현이나 오심 및 구토의 발생에서는 차이가 없으

며, Desflurane 마취 후 각성이 Sevoflurane에 비해 3-5분정

도 더 빠르다고 했는데 본 연구의 경우에도 Desflurane의 각

성시간이 Sevoflurane에 비해 2분정도 빨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것은 마취약제의 물리학적 특성이 Desflurane의 

혈액/가스 분배계수는 0.42로 Sevoflurane의 0.65에 비해 낮

아 폐에서 배설이 빠를 뿐 아니라, 인체조직(근육, 지방)에

서의 용해도 차이에 따라 마취제의 중단 후에 조직에서 혈

액으로 약제가 녹아나오는 정도의 차이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전신마취 및 수술 후 발생하는 오심 및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는 회복실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 환자에게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탈수 및 전해질 이상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유발이 

가능하며 구토로 인하여 위 내용물의 폐내 흡인과 같은 치

명적인 합병증이 발생 될 수 있다. Kim 등은19) 소아에서 

PONV의 빈도 에 관한 조사에서 11.1%로 보고하 고 Shin 

등은20) Sevoflurane을 이용한 흡입마취유도와 유지(volatile 

induction and maintenance of anesthesia, VIMA)에서 9.2%의 

PONV 발생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Sevoflurne이 

6.7%, Desflurane이 13.3%의 빈도를 보 으나 두 군 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Sevoflurane과 Desflurane 모두 빠른 각성을 보

이는 약제로 Desflurane으로 마취 시 Sevoflurane 마취에 비

해 유의하게 빠른 각성을 보 고 각성 섬망 발현에 있어서

는 두 약제 간에 차이가 없었다. 소아에서 수술 후 발생하

는 각성 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으나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Sevoflurane과 Desflurane의 

사용 후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두 약제의 특성인 

빠른 각성이 원인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실에서 

부모나 친숙한 사람이 같이 회복을 지켜보는 방법이 논란

의 여지는 있으나 낯선 환경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수술 후 통증

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주는 것도 빠른 각성, 발관 및 각성 

섬망 감소, 심혈관계의 안정성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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