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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관내 삽관에 따른 혈압과 심박수의 증가는 일시적이지

만 고혈압 또는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뇌내출혈

이나 심근허혈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 그

러나 마취유도시 널리 사용되는 barbiturate나 benzodiazepine

만으로는 이러한 혈역학적 변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내 삽관 전에 lidocaine,2) 아편양제제,3,4)β-차단제5) 

등의 약물을 정주하거나 흡입마취제를 안면마스크를 통해 

투여함으로써6,7) 기관내 삽관에 따른 심혈관계 변동을 최소

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Desflurane은 다른 마취제에 비해 

혈액용해도가 매우 낮아서 혈중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빠른 마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농도

의 desflurane을 급작스럽게 투여할 경우, 혈중 카테콜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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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 rapid increase in desflurane concentration induces tachycardia and hypertension and increases plasma catecho-

lamine concentration.  No clinical study is available as to whether the desflurane-induced circulatory responses is blunted by the 

rate of increase in inhaled desflurane concentration although there were many studies about methods to blunt the circulatory 

response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o compare desflurane-induced circulatory responses by the rate of increase in inhaled 

desflurane concentration.  

  Methods:  Unpremedicated sixty ASA physical status 1 patients, aged 20-60 years, scheduled for elective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one of two groups.  The inspired concentration of desflurane via mask was increased 

to 12.0 vol% abruptly (group 1), or during 120 seconds (group 2).  The target was to produce an end-tidal concentration of des-

flurane (ETdesf) of 10.0 vol% which was maintained until the end of the study by adjusting the vaporizer setting, when necessary. 

Heart rate (HR), mean arterial pressure (MAP), cardiac index (CI),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SVR), ETdesf, end-tidal concen-

tration of carbon dioxide, and peripheral oxygen saturation were measured at baseline and every 30 seconds for 5 minutes after 

inhalation of desflurane and for 2 minutes after intubation.  

  Results:  HR, blood pressure, and CI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wo groups compared with baseline, but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ximum values were not observed between two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the ETdesf at the maximal HR and MAP.  Incidences of hypertension and tachycardia were lesser in slowly increased inhaled 

desflurane concentration (group 2) than abruptly increased group (group 1). 

  Conclusions: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increasing inhaled desflurane concentration slowly for mask ventilation is 

partially effective in attenuating desflurane-induced circulatory responses.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4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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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다.8-11) 

  이전의 보고에 의하면 fentanyl이나12) 경구 clonidine13,14) 또

는 lidocaine의15-17) 전처치로 desflurane 흡입에 따른 심혈관

계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하 으나, desflurane 흡입

농도의 증가 속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desflurane에 의한 심

혈관계 반응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des-

flurane의 농도를 급작스럽게 높이는 방법보다는 천천히 증

가시킴으로서 심혈관계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

하고, desflurane 흡입농도의 증가 속도를 다르게 했을 때 심

혈관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하에 계획수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전신상

태 분류상 1급에 해당하는 20-60세의 환자 60명을 두 군

으로 분류하 다. 모든 대상 환자에게 실험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구하 으며, 비호흡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연구대상

에서 제외시켰다. 

  모든 환자에서 마취전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전도, 자동혈압계, 맥박산소계측기와 

비침습적 혈역학 감시장치(NICCOMOTM, Medis, Germany)를 

거치하 다. 가스분석기(M-CAiOTM, Datex-Ohmeda Division, 

Instrumentarium Corp, Finland)의 가스 채취선(sample line)을 

우측 비공을 통해 1 cm 진입시킨 후 호흡에 따른 탄산가스

의 파형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고정하 으며, 이때 환자

에게 자연스러운 비호흡을 격려하여 대조치 호기말 탄산가

스 분압을 측정하 다. Thiopental sodium 5 mg/kg과 vecuro-

nium 0.12 mg/kg을 정주 후 Mapleson D형 비재호흡식 회로

를 이용하여 분당 10 L 유량의 산소로 실험기간동안 조절

호흡을 하 다. Thiopental sodium 투여 2분 후까지는 100% 

산소로만 안면마스크를 이용하여 조절호흡을 한 후 대조값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desflurane을 투여하기 시작하 다. 제1

군은 처음부터 desflurane 기화기의 흡기농도를 12.0 vol%로 

투여하 고, 제2군은 20초 간격으로 기화기의 흡기농도를 

2.0 vol%씩 증가시켜 120초 동안 12.0 vol%까지 증가시켰다. 

두 군 모두 thiopental sodium 투여 2분 후부터 기관내 삽관 

직전까지 5분 동안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desflurane을 투여

하 다. 모든 군에서 실험 종료시까지 호기말 desflurane 농

도를 10.0 vol%로 증가시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 으

며, 이 농도에 도달하면 기화기를 조절하여 목표 호기말 

desflurane 농도를 유지하 다. 실험기간동안 호기말 탄산가

스분압은 마취유도전 대조값 수준이 유지되도록 일회환기

량 및 호흡수를 조절하 다. 

  모든 군에서 desflurane 투여 후부터 기관내 삽관 전 5분

과, 삽관 후 2분 동안 30초 간격으로 심박수와 수축기, 이

완기 및 평균동맥압, 심박출계수, 중심정맥압을 측정하 다. 

전신혈관저항은 심박출계수와 평균동맥압, 중심정맥압을 이

용하여 계산하 다. 심박수와 평균동맥압의 최대치와 최대

치에 이르는 시간과 이때의 호기말 desflurane 농도를 기록

하 다. 안면마스크를 통해 desflurane 흡입 중 발생하는 부

작용으로 심한 고혈압은 평균동맥압이 대조값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정의하 고, 심한 빈맥은 분당 심박

수가 130회 이상으로 정의하 다. 또한 부정맥의 발생을 기

록하 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하 다. 시간에 따

른 심박수와 혈압, 심박출계수, 전신혈관저항 및 호기말 de-

sflurane 농도의 각 군내 비교는 repeated-measures ANOVA를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일 경우는 Holm-Sidak test로 사

후 검정을 하 다. 동일항목을 같은 시간에서 두 군간의 비

교는 unpaired t-test를 하 다. 또한, 심박수와 평균동맥압의 

최대치와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의 두 군간 비교도 unpaired 

t-test를 이용하 고, 양군간의 부작용의 발생빈도는 χ2 test

로 검정하 다. 각각의 통계처리 후 P값이 0.05 미만인 경

우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대상환자의 수는 제1군과 2군에서 각각 30명씩이었으나, 

수축기 혈압이 200 mmHg 이상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제1 

군에서 2명, 제2군에서 3명이 실험도중 중단하여 부작용 외

Fig. 1. Changes in end-tidal concentration of desflurane (ETdesf) to 

desflurane inhalation via a face mask. Group 1 was abruptly increased 

inspired concentration of desflurane to 12.0 vol% and Group 2 was 

gradually increased to 12.0 vol% for 120 seconds.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of group 1. T30, T60, T90, and T120 mean 30, 60, 90, and 120 sec 

after intub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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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서는 제외하 다. 각 군의 나이, 신장 및 체중은 

제1군은 37.7 ± 10.0세, 164.3 ± 9.1  cm, 61.0 ± 8.6 kg 

이었고, 제2군은 40.4 ± 11.4세, 161.4 ± 8.6 cm, 62.1 ± 

9.7 kg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Desflurane 투여 속도에 따른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de-

sflurane 투여 120초까지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 기화기의 흡기 농도가 12 vol%로 같아진 150초부터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Fig. 1). 제1군에서 심박수와 이완

기 혈압은 desflurane 투여후 30초 후에, 수축기 혈압은 60초 

후에 대조값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 으며, 제2군에서는 

심박수와 수축기 혈압은 desflurane 투여 120초 후에, 이완기 

혈압은 90초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다. 두 군 모두에서 심

박수와 혈압은 desflurane 투여 후 일정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점차 감소하 다(Fig. 2). Desflurane 투여 전 심박수 및 

평균동맥압과 상대적 비교를 실행한 심박수와 평균동맥압

의 최고값은 제1군에 비해 제2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Fig. 

3). 심박수와 평균동맥압의 최고값에 이르는 시간은 제2군에

Fig. 2. Changes in heart rate (A) and systolic (B)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C) to desflurane inhalation.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B) within the 

group. 
†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of 

group 1. T30, T60, T90, and T120 mean 30, 60, 90. and 120 sec 

after intubation, respectively. 

Table 1. Times from the Onset of Desflurane Administration to 
the Maximal Effects on Heart Rate (Tmax: HR) and Mean Arterial 
Pressure (Tmax: MAP) and End-tidal Desflurane Concentration in 
Maximal HR (ETdesf: max HR) and MAP (ETdesf: max MAP)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28) Group 2 (n = 2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max: HR (sec) 198.2 ± 66.5 241.1 ± 45.9*

ETdesf: max HR   8.4 ± 0.9   8.6 ± 0.7

Tmax: MAP (sec) 132.9 ± 58.6
†

202.2 ± 54.3*
†

ETdesf: max MAP   7.7 ± 1.2   8.2 ± 0.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are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the group 

I, 
†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time to maximal 

HR (Tmax; HR).

Fig. 3. Relative maximal increase in heart rate (HR) and mean ar-

terial pressure (MAP).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P ＜ 

0.05 compared with the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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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1군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으나 최고 심박수와 평균동

맥압을 나타낼 때의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두 군간에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군 모두에서 최고 심박수보다 최고 

평균동맥압에 유의하게 빠른 시간에 도달하 다(Table 1). 

심박출계수는 제1군에서는 desflurane 투여 90초부터 유의하

게 증가하 으나, 제2군에서는 180초부터 유의하게 증가하

다. 전신혈관저항은 desflurane 투여에 따라 감소하여 

desflurane 투여 4분 후부터와 기관내 삽관 후 deflurane 농도

가 높아짐에 따라 대조값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 다(Fig. 

4). 

  안면마스크를 통해 desflurane 흡입 도중에 발생한 심한 

빈맥의 빈도는 제2군에서 1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으나 

심한 고혈압과 부정맥의 발생 빈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

었으며(Table 2), 서맥이나 후두 및 기관지 경련의 발생은 

없었다.

고      찰

  Desflurane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흡입마취제로 isoflurane

과 비슷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용해도(혈액/가스 

분배계수 0.42) 때문에 마취의 유도와 회복이 매우 빠른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esflurane은 isoflurane과 같이 자

극성이 강한 냄새와 함께 마취유도시 심혈관계 자극 반응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desflurane의 심혈

관계 자극의 기전이나 작용 부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보고에 의하면 desflurane이 자율

신경계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이에 따른 심혈관계 반

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8)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의8-17) 결과와 마찬가지로 des-

flurane 투여에 의해 일시적으로 심박수와 혈압이 증가하

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마취가 깊어져 심박수와 

혈압이 감소하 다. 이와 같은 desflurane 흡입 초기의 일시

적인 심박수와 혈압의 증가는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심박수가 

분당 160회 이상, 수축기혈압이 180 mmHg 이상까지 상승

하 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이와 같은 심박수 및 수축기혈

압의 증가는 후두경의 조작이나 기관내 삽관에 따른 심혈

관계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투여한 desflurane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desflurane의 투여로 점차 마취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한 마취과의사로 하여금 오판을 하고 당혹스럽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취유도시 desflurane을 투여

할 때에는 desflurane에 의한 심혈관계 자극에 의한 혈압의 

Table 2. Incidences of the Side Effec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n = 30) (n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ypertension 9 4

Tachycardia 7 1*

Arrhythmia 2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P ＜ 0.05 compared with the 

group 1. Hypertension and tachycardia designated as over 150% of 

baseline mean arterial pressure and over 130 beat/min, respectively.

Fig. 4. Changes in cardiac index (L/min/m2) (A) and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dynes․sec/cm5) (B) to desflurane inhalation.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within the group. †P ＜ 0.0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of 

group 1. T30, T60, T90, and T120 mean 30, 60, 90. and 120 sec after intub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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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과 빈맥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심한 관

찰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lidocaine, 아편양제제, β-차

단제 등을 이용하여 desflurane에 의한 심혈관계 자극 반응

을 차단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비록 desflurane 농도

를 서서히 증가시킨 제2군에서 급작스럽게 증가시킨 제1군

에 비해 혈압 및 심박출계수의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하

으나 desflurane에 의한 심박수의 상승은 desflurane 농도를 

천천히 증가시킴으로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

으며, 심한 빈맥을 보인 환자의 발생 빈도도 유의하게 감소

되었다. 따라서 desflurane 투여시 흡입 농도를 천천히 증가

시키는 방법은 다른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에 비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피하면서 desflurane에 의한 심박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일종으로 사료된다. 

  제1군과 2군에서 평균동맥압과 심박수가 최고로 상승했

을 때의 호기말 desflurane 농도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는 없

었다. 즉, 이는 desflurane의 흡입농도를 증가시키는 속도보

다는 어느 일정한 호기말 desflurane 농도에 의해 심박수나 

평균동맥압의 최고값을 보 다. 한편, 심박수보다는 평균동

맥압이 낮은 호기말 desflurane 농도에서 최고로 상승하 다

가 감소하 다. 이런 결과는 호기말 desflurane 농도가 약 8 

vol%까지는 전신혈관저항 감소에 따른 혈압하강 효과보다

는 desflurane에 의한 심박출계수 상승에 의한 혈압상승 효

과가 크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혈압상승효과보다 전신

혈관저항 감소에 의한 혈압하강 효과가 더 커서 혈압이 점

차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박수가 최고로 상승했을 

때의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최고 평균동맥압 때의 호기

말 desflurane 농도보다 높았다. 이는 아마도 혈관이완에 따

른 혈압 감소와 이와 연관된 압수용체 반사의 효과가 관여

하여 심박수가 평균동맥압보다 더 높은 호기말 desflurane 

농도에서 최고값을 보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Isoflurane에 관

한 이전 논문과18) 비교하여 보면, 동일 역가의 용량(2 MAC)

에서 isoflurane과 desflurane을 급격히 투여한 군에서 심박수

의 평균 증가는 각각 131%와 139%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그러나 평균동맥압의 증가는 isoflurane과 desflurane에서 

각각 115%와 137%로 차이를 보 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모르지만 isoflurane과 desflurane의 심혈관계 자극 효과의 기

전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평균동맥압에 대한 

효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아마도 desflurane보다는 iso-

flurane의 혈관 확장 효과에 의한 전신혈관저항의 감소 효과

가 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개방식 마취회로와 많은 유량의 신선가

스(O2: 10 L/분)를 사용하 다. 이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

하는 반폐쇄식 마취회로보다 desflurane의 흡입농도의 조절

을 빠르게 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

한 N2O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N2O는 교감신경의 방출을 촉

진하고 norepinephrine이 폐순환계에서 느리게 제거되도록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19) 또한 임상에서와는 달리 

thiopental sodium을 투여하고 2분을 기다린 후 desflurane을 

투여하기 시작하 는데, 이는 thiopental sodium이 심박출량 

감소에 의한 혈압 하강 효과와 이에 따른 압수용체 반사에 

의한 심박수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배제하고 가능한 desflurane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 한

편, Patrick 등에20) 의하면 6.0 mg/kg의 thiopental sodium 정

주에 의한 혈장내 농도는 정주 30초 후 93μg/ml, 2분에 20- 

25μg/ml, 7분에는 약 15μg/ml의 속도로 감소한다고 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thiopental sodium을 투여하고 2분간을 

기다린 후 대조값 심박수와 평균동맥압을 기록한 후 desflu-

rane을 투여하 다.

  결론적으로, 안면마스크를 통해 고농도의 desflurane을 투

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심박수와 혈압, 심박출계수를 상승

시키고, 전신혈관저항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반응을 방지하

기 위해 급작스럽게 높은 농도의 desflurane을 투여하기보다

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desflurane의 흡입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desflurane에 의한 혈압의 상승을 충분히 억제하지

는 못하 으나 desflurane 투여 도중에 발생하는 심박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심한 빈맥의 발생 빈도는 유의

하게 감소시켰다. 따라서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desflurane 투

여시에 흡입 농도를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은 급격한 혈압

과 심박수의 상승을 부분적으로나마 예방할 수 있는 유용

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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