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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Desflurane은 혈액/가스 분배계수가 낮기 때문에 마취 유

도와 각성이 다른 마취제에 비해 매우 빠르다.1) 그러나 불

유쾌한 냄새가 기도를 자극하므로 desflurane의 흡입마취 유

도 시 기침, 호흡 멈춤, 그리고 성대문연축이 나타날 수 있

다.2) 흡입마취 유도 시 desflurane를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이러한 기도흥분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편유사제를 사용

하는 방법들이 보고되어 있다.3) Lidocaine은 기도 자극 시 

후두경련, 기침반사를 억제하고 혈역학적 변화를 완화시키

기 위해 기관내 분무나 정맥내로 투여되고 있다.4)

  저자들은 desflurane 흡입마취 유도 시 lidocaine과 아편유

사제인 alfentanil의 정주하여 기도 흥분성과 혈역학적 안정

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 받는 20에서 40세 사이의 미

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에 해당하는 성인 환자 75명

을 대상으로 하 다(Table 1). 진정제나 수면제 상습복용, 빈

혈(헤마토크릿 24% 이하), 악성고열증 가족력이나 과거력, 

호흡기계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고혈압, 신체질량지수 30 

kg/m2 이상의 비만을 가진 환자는 이 연구대상에서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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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 전에 임상 연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모든 대상 환자는 무작위로 25명씩 세 군으로 분류하

으며, 1군은 대조군, 2군은 흡입마취 유도 2분전에 2% 

lidocaine 1.5 mg/kg을 투여한 군, 그리고 3군은 흡입마취 유

도 2분전에 alfentanil 10μg/kg을 투여한 군이었다. Lidocaine

과 alfentanil은 최고 효과에 도달하는 시간이 1-2분으로 비

슷하여 투여 시간을 동일하게 흡입마취 유도 2분전으로 정

하 다. 흡입마취 유도에 따른 기도 흥분성에 관한 본 실험

의 취지를 알지 못하는 동일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

해 측정되었다.

  대상 환자들에게 마취전투약은 하지 않았고 수술실에 도

착하면 심전도 표준유도 II, 비침습적 자동 혈압 측정기, 맥

박산소 계측기를 부착하여 심전도 감시와 혈압, 심박수, 산

소포화도를 측정하 다. 미리 호흡 회로를 흡입마취제로 충

전시키기 위해 분당 O2 2 L와 N2O 2 L를 흐르게 하고 

desflurane 기화기를 6%의 농도로 고정시킨 후 흡기 회로의 

desflurane의 농도가 6%가 될 때까지 인공호흡기를 작동시

켰다. 호흡 회로의 농도가 6%에 도달하게 되면 안면 마스

크를 착시킨 후 환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호흡을 하도록 

교육하 다. 흡입마취 유도 2 분전에 1군은 0.9% 생리식염수 

7 ml, 2군은 2% lidocaine 1.5 mg/kg, 3군은 alfentanil 10μg/ 

kg을 투여하 고 투여되는 용적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생리식염수를 첨가하여 최종용적을 7 ml로 조정하 다. 수

축기동맥압, 이완기동맥압, 심박수는 흡입마취 유도하기 직

전과 직후에 측정하 다. 흡입마취 유도 중에 발생하는 기

도 흥분성은 기침, 호흡 멈춤(breathing hold), 성대문연축

(laryngospasm)으로 측정하 고, 흥분성 움직임은 arm with-

drawal로 측정하 다. 의식소실 지표는 평상시 부르는 소리

에 환자가 눈을 뜰 수 없을 때로 설정하 다. 5-10초마다 

의식소실을 확인한 다음 용수환기를 하면서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인 rocuronium을 1 mg/kg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마취 유지는 분당 O2 1 L, N2O 1 L과 desflu-

rane 7-9%의 농도로 유지하 다. 

  모든 측정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처리

는 SPSS 11.5를 이용하여 각 군 간의 나이, 체중, 신장, 의

식소실 시간, 혈압 및 심박수는 one-way ANOVA, cough, 

layngospasm, excitatory movement, 성별의 비교, 는 chi-square 

test, 각 군내 혈압 및 심박수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

하 다. 모든 통계 처리에서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각 군 간의 신장, 체중, 나이, 남녀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1).

  Desflurane으로 흡입마취 유도 전의 수축기동맥압과, 이완

기동맥압, 심박수는 세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흡입마취 

유도 후 1군에서 수축기동맥압의 감소와, 이완기동맥압의 

증가가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심박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증가를 보 다. 2군은 수축기동맥압이 유의한 감소를 

보 으나 이완기동맥압과 심박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3군은 수축기동맥압, 이완기동맥압, 심박수 모두 유

의한 감소를 보 다, 3군은 나머지 두 군에 비해 흡입마취 

유도 후에 이완기동맥압과 심박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Table 2).

  흡입마취 유도 중 발생한 기도 흥분성에서 기침은 1군에

Table 2. Hemodynamics before and after Inhaled Desflurane Indu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BP (mmHg) 126 ± 10 123 ± 11 128 ± 25 122 ± 15* 129 ± 11 116 ± 12*

DBP (mmHg)  74 ± 12  75 ± 7  75 ± 9  72 ± 14  76 ± 22  66 ± 8*
†

HR (beats/min)  75 ± 10  78 ± 9*  77 ± 12  77 ± 14  76 ± 15  64 ± 12*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Group 1: 0.9% saline, Group 2: 2% lidocaine 

1.5 mg/kg, Group 3: alfentanil 10μg/kg, *: P ＜ 0.05 compared within group by paired t-test, 
†
: P ＜ 0.05 compared with other groups.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n = 25) (n = 25) (n = 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4.3 ± 6.1  33.9 ± 9.5  35.5 ± 5.3

Sex (M/F) 13/12 11/14 12/13

Weight (kg)  62.3 ± 9.3  63.1 ± 8.9  64.3 ± 5.1

Height (cm) 165.5 ± 9.3 164.2 ± 7.9 165.3 ± 8.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0.9% saline, Group 2: 2% li-

docaine 1.5 mg/kg, Group 3: alfentanil 10μ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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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5명 중 6명(24%), 2군에서 25명 중 1명(4%), 3군에서 25

명 중 2명(8%)이 발생하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호흡멈춤과 성대문연축은 세 군 모두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흥분성 움직임은 1군에서 25명 중 12명(48%), 2군에서 25명 

중 4명(16%), 3군에서 25명 중 2명(8%)이 발생하여 1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식소실 시간은 1군에서 평

균 273 ± 61.8초, 2군에서 147 ± 37.6초, 3군에서 127 ± 

47.9초로서 1군이 나머지 두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길었다(Table 3).

고      찰

  Desflurane은 0.42의 낮은 혈액/가스 분배계수를 갖고 있어 

마취 유도와 각성이 다른 흡입 마취제에 비해 빠르고, 생체 

내에서 대사가 거의 없어 조직에 잠재적 독성을 갖고 있지 

않다.1) 그러나 독한 냄새와 기도 흥분성 때문에 특히 소아

에서 마스크를 이용한 흡입마취 유도 시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특히 1MAC (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 이상에서 

교감신경계 활동을 일시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

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Kelly 등과2) Kong 

등은3) desflurane으로 흡입마취 유도 시 기도 흥분성을 줄이

기 위해 아편유사제로 전처치하면 sevoflurane의 흡입마취 

유도와 비슷한 정도로 기도 흥분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고 있다.

  Alfentanil은 정주 시 1.4분에 최고 효과를 나타내고5), li-

docaine은 기관내 자극이 주어지기 1-2분전에 정주하면 기

도자극이 억제되어 기침 발현이나 긴장 등이 감소되므로 

혈압과 심박수의 상승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7) 본 연

구에서는 Lidocaine과 alfentanil은 최고 효과에 도달하는 시

간이 1-2분으로 비슷하여 투여 시간을 동일하게 흡입마취 

유도 2분전으로 정하 다. Desflurane으로 흡입마취 유도 시 

lidocaine 과 alfentanil을 정주하여 기도 흥분성과 혈역학적 

안정성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Lidocaine을 1.5 

mg/kg을 투여한 2군에서 desflurane으로 흡입마취 유도 후 

수축기동맥압은 유의한 감소를 보 으나 이완기동맥압과 

심박수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alfentanil을 10μg/ 

kg을 투여한 3군에서는 수축기동맥압, 이완기동맥압, 심박

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Kong 등은3) 

desflurane 흡입마취 유도 후 fentanyl군, morphine 군, desflu-

rane만을 사용한 대조군 사이에 수축기동맥압, 이완기동맥

압, 평균동맥압, 심박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고 하 다. Choi 등은4) lidocaine을 정주한 경우에 기관내 삽

관 직후와 2분 후 수축기 및 이완기동맥압이 sevoflurane만

을 사용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 다. Lidocaine과 같은 국소마취제를 정주하거나 분무하

여 사용하면 기도의 평활 근을 직접 이완시키고 매개체

(mediators)를 억제할 뿐 아니라 반사궁의 작용을 방해하여 

기관지 경련을 억제한다.6) Lidocaine의 심혈관계에 대한 작

용은 심근의 직접억제와 상부 뇌 중추 부위의 억제 기전에 

의하여 용량 의존적으로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킨

다.8) Choi 등은4) 기침반사의 억제 효과나 혈역학적 항진의 

예방은 lidocaine의 투여용량에 따라 증가하고 lidocaine 1.5-2 

mg/kg의 정주와 혈장 농도 3μg/ml 이상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Desflurane 흡입 마취유도 중 발생한 기도 흥분성에서 기

침은 22-58%, 성대문 연축은 4-49%, 호흡 멈춤은 26-

39%, 흥분성 움직임은 30-55% 정도 발생한다는 보고들이 

있다.3,9,10) 반면 Kelly 등은2) fentanyl과 midazolam으로 전처

치를 하지 않은 환자에서 desflurane이 기도를 자극하지만 

모두 자기 제한적(self-limiting)이었으며 치료가 요구되는 정

도의 성대문연축, 기관지연축이나 무호흡은 발생하지 않았

고 전처치를 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도 흥분성

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아편유사제

나 lidocaine이 기침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시킨다

고 보고하 다.2-4,10) 본 연구에서 기침은 대조군인 1군은 25

명 중 6명(24%), 2군에서 25명 중 1명(4%), 3군에서 25명 중 

2명(8%)이 발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비록 alfentanil과 lidocaine이 기침의 빈도는 감소시켰

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흡입마취 유

도 시 일회호흡량 법으로 흡입농도를 서서히 증가시켰고, 

대상자의 수가 기존 연구의 대상자의 수 보다 적었기 때문

이라 사료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호흡 멈춤은 26-39%, 성

대문연축은 49%로 발생률이 높았으나,9,10) 본 연구에서는 세 

군 모두 호흡 멈춤과 성대문연축은 발생하지 않았다. 흥분

성 움직임은 1군에서 25명 중 12명(48%), 2군에서 25명 중 

4명(16%), 3군에서 25명 중 2명(8%)이 발생하 다. 의식소실 

Table 3. Airway Irritability, Excitatory Movement, and Time to 
Loss of Consciousness during Inhaled Induction with Desfluran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n = 25) (n = 25) (n = 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ugh   6 (24)   1 (4)   2 (8)

Breathing hold   0 (0)   0 (0)   0 (0)

Laryngospasm   0 (0)   0 (0)   0 (0)

Excitatory movement  12 (48)*   4 (16)   2 (8)

Time to LOC (sec) 273 ± 61.8* 147 ± 37.6 127 ± 47.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or mean ± SD. LOC: loss of 
consciousness, Group 1: 0.9% saline, Group 2: 2% lidocaine 1.5 
mg/kg Group 3: alfentanil 10μg/kg, *: P ＜ 0.05 compared with 
oth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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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1군에서 평균 273 ± 61.8초, 2군에서 147 ± 37.6

초, 3군에서 127 ± 47.9초로서 1군은 나머지 두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 Lidocaine이나 alfentanil로 전 

처치하는 경우 흥분성 움직임의 감소와 의식소실 시간이 

단축되는 양상을 보 다. 이러한 흡입마취 유도에 따른 기

도 흥분성에 대한 결과와 의식소실 시간이 연구마다 차이

가 나는 것은 또한 흡입하는 흡입마취 유도 방법, 흡입하는 

마취제 농도의 차이, 증가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1) 

흡입마취유도 방법 중 폐활량호흡법은 일회호흡량 마취 유

도 시 보다 마취 유도 속도가 빠르며 기침, 성대문연축, 무

호흡, 기관지연축, 흥분성 움직임과 같은 기도 흥분성의 발

생률이 50%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들이 있다.12,13) 그러나 

Baker 등은14) 폐활량호흡법은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단계를 시행할 수 없는 환자에서 부적절하다고 하

다. 먼저 대부분의 환자들은 재 호흡 낭을 충분히 허탈

(collapse)시키지 못하고, 잔기량까지 호기나 폐활량까지 흡

기를 하지 못해 이용될 수 있는 충분한 흡입마취제의 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가 다양한 흡입마취제의 

섭취(uptake)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환자가 편평하게 누운 

상태에서 복강내 장기가 횡격막을 위로 누르기 때문에 폐

활량 호흡법을 시행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환자는 안면 

마스크로 잘 봉쇄되어 있지 않으면 봉쇄 가장자리로 대기

가 들어와 흡입마취제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

다.15) 그러나 일회호흡량 법은 마취 유도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안면 마스크 가장자리로 누출되지 않도록 마스크 위

치를 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desflurane 농도가 

1 MAC (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에 도달하 을 때 최

대로 기도를 흥분시킨다고 하 다.9,16) 본 연구에서는 미리 

호흡 회로를 흡입마취제로 충전시키기 위해 분당 O2 2 L과 

N2O 2 L을 흐르게 하고 desflurane 기화기를 6%의 농도로 

작동시킨 후 마취기의 흡기 회로의 desflurane의 농도가 6%

가 될 때까지 인공호흡기를 작동시켰다. 호흡 회로의 농도

가 6%에 도달하게 되면 안면 마스크를 착시킨 후 환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호흡을 하도록 하는 일회 호흡량 법을 시

행하 다. 기도 흥분성을 아편유사제로 전처치하여 유의하

게 예방하 던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alfenta-

nil로 전처치한 경우에 기도 흥분성과 의식소실 시간의 단

축과 혈역학적 안정을 보 다. 국소마취제인 lidocaine은 al-

fentanil과 같은 동등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조군에 

비해 기도의 흥분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desflurane으로 흡입마취 유도 시 

일회호흡량 법과 비교적 적은 대상자의 수에 의해 아편유

사제나 lidocaine이 기침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 으나 

의식소실 시간, 흥분성 움직임, 동반되는 혈역학적 항진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졌다. Desflurane 흡입마취 

유도 시 기도 자극에 의한 반응과 혈역학적 항진을 줄이기 

위해서 흡입농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아편

유사제나 lidocaine과 같은 약물의 투여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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