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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험적으로 소아마취의 경우 마취 전 불안감이 심하고 

부모로부터의 격리에 심한 반항을 하는 환아일수록 수술 

후 회복기 양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Sevoflurane은 신속한 마취유도 및 회복으로 인하여 소아

의 전신마취 시 특히 정맥로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이용한 흡입유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가장 선호되

고 있는데1) 근년에 회복기의 각성흥분에 대한 보고들이2-4) 

많아짐에 따라 각성흥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많은 유발 요인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어

느 한 가지가 뚜렷하게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자들은 수술 후 회복기에 유난히 소란스러운 안과 환

아의 경우, 그 원인이 수술 후의 통증이나 환아의 개인적인 

특성(수술 전 불안감, 나이, 성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술 전 대기실에서 수술 및 마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혹은 수술 후 진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각성흥분의 발생이 완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

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The Effect of Subtenons Lidocaine Injection and/or Preoperative Anxiety on Emergence Agitation after 
Sevoflurane Anesthesia in Pediatric Strabismus Surgery 

Il Sook Seo, M.D., Seung Gi Lim, M.D., and Myung Mi Kim, M.D.*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Background:  Inhalation anesthesia with sevoflurane is widely used for pediatric patients.  However, emergence agitation after 

sevoflurane anesthesia has been reported.  This study examined whether or not a lidocaine injection into subtenons space and/or 

preoperative anxiety affects emergence agitation after pediatric strabismus surgery with sevoflurane anesthesia.  

  Methods:  Two hundred children receiving sevoflurane anesthesia for strabismus surgery were randomly assigned into four 

groups.  Before induction, the anesthesiologist explained the general anesthesia and its possible complications to the children in 

groups 2 and 4, while it did not in groups 1 and 3.  The anxiety score was then evaluated.  Anesthesia was induced with 4-6 

mg/kg thiopental sodium and 0.8 mg/kg rocuronium, and was maintained with O2-N2O-sevoflurane.  Before the end of surgery, 

a surgeon injected the subtenons space with 2% lidocaine 1 ml in groups 3 and 4, while there was no injection in groups 1 

and 2.  The degree of emergence agitation was assessed at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using a five point scoring scale. 

  Results:  The preoperative anxiety score was similar in the preoperative explanation (Gp 2, 4) and non preoperative explanation 

groups (Gp 1, 3).  The incidence of emergence agit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a higher preoperative anxiety 

score (P ＜ 0.05).  The incidence of emergence agitation was 17% in the subtenons lidocaine injection group,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control group (36%) (P ＜ 0.05). 

  Conclusions:  A lidocaine injection into the subtenons space reduces emergence agitation after sevoflurane anesthesia in pediatric 

strabismus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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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본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시 교정술을 받

기로 계획된 만 4세 이상 10세 미만의 소아환자 중 미국마

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상 1 혹은 2에 해당하며 수술 전날 

부모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한 2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 다. 

  수술 당일 마취 전 투약의 근주는 생략하 으며 마취 전 

대기실에서 부모가 동참한 상황에서 대상 환아를 무작위로 

4군으로 나누어 정해진 전공의가 1군 및 3군의 환아에게는 

마취 및 수술과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환아에게 불

안감의 정도를 물어보는 등 환아의 불안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로 기록하 으며(1점: 안정되고 대화에 잘 응함, 2점: 

불안해하며 겨우 대답만 함, 3점: 대화에 응답을 않고 울먹

이거나 의료진의 접근에 무조건 울음을 터뜨림) 2, 3점을 

불안상태로, 1점을 안정 상태로 판단하 다. 2군 및 4군의 

환아에게는 수술을 위한 마취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을 한 

후 수술 전 불안점수를 기록하 다. 

  모든 환아에게 2-3 mg/kg thiopental sodium을 정주하여 

얕게 재운 상태에서 기도유지에 유의하면서 안과 수술 방

으로 옮긴 후 기본적 감시장치(Lifescope 9, Nihon Kohden, 

Japan), Capnometer (Normocap 200, Datex-ohmeda, Finland), 

BIS (bispectral index) monitor (A-2000,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준비하여 심전도, 맥박산소포화도, 비침습적 

혈압, 그리고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과 BIS를 지속적으로 측

정하 다.

  환아의 상태에 따라 thiopental sodium 4-6 mg/kg과 ro-

curonium 0.8 mg/kg을 정주한 후 기관내 삽관을 하 으며 마

취유지는 O2-N2O-sevoflurane으로 하 고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이 30-35 mmHg 전후로 유지되도록 기계적 조절호흡

을 실시하 다. 수술을 마치기 직전 1, 2군의 환아에게는 

수술 집도의가 테논낭하에 생리식염수 1 ml를, 3군과 4군의 

환아에게는 2% lidocaine 1 ml를 주입한 후 흡입마취제의 

투여를 중단하 다. 자발호흡이 충분히 회복되고 BIS가 약 

80으로 회복되면 기관내튜브를 발관한 후 자극을 최소화하

면서 회복실로 이동하 다. 

  각 군에 있어서 대상 환아의 성별, 나이, 체중 및 흡입마

취제의 투여시간 그리고 sevoflurane의 투여를 중단한 후 회

복실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차이가 없었다(Table 

1).

  회복실에 도착한 이후에는 정해진 두 명의 간호사가 각

성시 양상을 Cole 등의5) 각성흥분 점수(scoring system for 

emergence delirium: Table 2)에 따라 구분하여 한 명의 환아

에게서 4번씩 -회복실 도착시점, 10분, 20분, 30분 - 관찰

하여 기록하 으며 한번이라도 4 혹은 5점이 있으면 각성

흥분으로 판단하 다. 이후 환아의 상태가 회복실 퇴실 지

침에 충족되면 병동으로 보내도록 하 다.

  모든 측정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

계학적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각 군간 

인구학적 자료는 (unpaired) t-test, 다른 변수의 차이는 

Chi-square와 Fisher's exact test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 으

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

주하 다. 

결      과

  수술 전에 불안감(불안점수 2 혹은 3)을 보인 환아는 수

술 및 마취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한 2, 4군의 경우 100명 

중 38명, 설명을 하지 않은 1, 3군의 경우에는 대상 환아 

100명 중 43명으로써 수술 전 설명이 환아의 불안감 완화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n = 50) (n = 50) (n = 50) (n = 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22/28  19/31  25/25  19/31

Age (yr)  7.2 ± 1.7  6.7 ± 1.6  7.1 ± 1.8  7.4 ± 1.4

Weight (kg) 25.2 ± 7.1 23.6 ± 4.8 27.2 ± 7.0 26.9 ± 5.7

Soff-RR time
10.7 ± 2.6 11.2 ± 1.6 10.8 ± 1.9 10.3 ± 2.0

 (min)

Duration of

  anesthesia
 62.0 ± 11.0  60.1 ± 11.8 61.0 ± 8.3 62.9 ± 7.7

   (min)

  operation
 38.0 ± 11.0  38.1 ± 10.9  41.8 ± 11.2 42.7 ± 7.7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1: subtenons 

saline injection without preoperative explanation, Group 2: subtenons 

saline injection with preoperative explanation, Group 3: subtenons 

lidocaine injection without preoperative explanation, Group 4: 

subtenons lidocaine injection with preoperative explanation. Soff-RR 

time: time interval between stop inhalation of sevoflurane and arrival 

in recovery room.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Table 2. Scoring System for Emergence Delirium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core           Behaviou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Sleeping

2 Awake, calm

3 Irritable, consolable crying

4 Inconsolable crying

5 Severe restlessness, disorient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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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별 향을 끼치지 못하 다(Table 3).

  200명의 대상 환아 중 수술 전 불안감을 보 던 81명 중 

30명에서 수술 후 각성흥분을 보인 반면 안정적이었던 119

명중에는 23명만이 각성흥분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4).

  전체적 각성흥분의 발현빈도는 200명 중 53명, 총 800회 

관찰 중 86회이었으며 2회 이상 각성흥분을 보인 환아는 

21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5점이 2회 이상 관찰된 심한 각

성흥분을 보인 환아는 4명(1군 1명, 2군 2명, 3군 1명)이었

다.

  국소마취제를 테논낭하 주사한 3, 4군에서의 수술 후 각

성흥분의 빈도는 17%로써 대조군(1, 2군) 36%에 비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Table 5).

  전체적으로 수술 후 각성흥분의 빈도는 남아의 경우 85

명 중 25명(29.4%), 여아는 115명 중 28명(24.3%)으로써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국소마취제를 테논낭하 주사한 3, 4군

의 경우에는 남아 44명 중 29.5%에 해당하는 11명에서 각

성흥분을 보인 반면 여아에서는 56명 중 10.7%에 해당되는 

6명에서만 각성흥분을 보여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

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 = 0.067). 1, 2군의 경우에는 남아 

41명중 14명(34%)에서, 여아 59명 중 37%인 22명에서 각성

흥분을 나타내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Table 5).

  대상 환아를 6세를 기준으로 하여 수술 후 각성흥분의 

빈도를 비교해본 결과 6세 이상 132명 중 21.9%에 해당되

는 29명이 각성흥분을 보인 반면 6세 미만의 환아 68명 중

에는 24명(35.3%)에서 각성 흥분이 나타나 학동기에 비하여 

학동기전 연령층에서 각성흥분의 빈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3, 4군에서는 6세 이상인 환아 75

명 중 16%인 12명에서, 6세 미만인 환아 25명 중 5명(20%)

에서 각성흥분을 보여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대조군(1, 2군)

의 경우에는 6세 이상인 환아 57명 중 17명(29.8%)에서 각

성흥분을 나타내었는데 비하여 6세 미만인 환아의 경우는 

43명 중 44.2%인 19명에서 각성흥분을 보여 6세 이상에 비

하여 각성흥분의 빈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고      찰

  소아는 전신마취 회복기에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불편함을 말로 표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동기전 

연령층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회복실에서 의료진에 의한 세심한 관찰 및 각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소아 전신마취에서 회복기에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비교적 근년에 소아에서 sevoflurane 마취 후 각

성기 섬망 및 흥분이 초래된다는 보고가 많아짐에 따라 전

신마취 후의 각성흥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각성흥분

이 초래되는 원인 그리고 각성흥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

법 등에6-10) 관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어느 한 가지가 뚜렷한 유발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도 힘든 실정이다. 

Table 3. Preoperative Anxiety Sco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p 1, 3 Gp 2, 4
(n = 100) (n =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S 1 (= calm)  57  62

   AS 2 or 3 (= anxious)  43  3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00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Gp 1, 3: without preoperative ex-

planation, Gp 2, 4: with preoperative explanation. AS: anxiety scor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Table 4. Preoperative Anxiety & Postoperative Emergence Agita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p 1 Gp 2 Gp 3 Gp 4
Total

(n = 50) (n = 50) (n = 50) (n = 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A/calm 6/30 13/33 1/27 3/29 23/119

  EA/anxious 9/20  8/17  8/23* 5/21 30/81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5/50 21/50 9/50 8/50 53/2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Gp 1: subtenons saline injection without 

preoperative explanation, Gp 2: subtenons saline injection with pre-

operative explanation, Gp 3: subtenons lidocaine injection without 

preoperative explanation, Gp 4: subtenons lidocaine injection with 

preoperative explanation. EA/calm: emergence agitation children/ 

preoperative calm children. EA/anxious: emergence agitation children/ 

preoperative anxious children. *: P ＜ 0.05, compared with EA/calm 

in Gp 3,
 †
: P ＜ 0.05, compared with EA/calm (total). 

Table 5. Emergence Agitation Incidenc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mergence agitation incidenc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Male Female ≥ 6 yr ＜ 6 y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p 1, 2 36/100 14/41 22/59 17/57 19/43

 Gp 3, 4  17/100* 11/44  6/56 12/75  5/2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53/200 25/85  28/115  29/132 24/6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Gp 1, 2: subtenons saline injection, Gp 

3, 4: subtenons lidocaine injection. *: P ＜ 0.05, compared with total 

incidence in Gp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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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Voepel-Lewis 등은11) 521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18%에 해당되는 96명에서 각성흥분을 보

으며 분석결과 sevoflurane과 isoflurane의 사용, 진통제의 

사용 여부, 안과 및 이비인후과 수술, 나이, 환아가 깨어나

는 시간 및 적응도 그리고 이전의 수술경험 등을 그 유발 

요인으로 제시하 다.

  근년에 소아마취에 흔히 사용되는 sevoflurane은 혈중 용

해도가 낮아 마취 유도 및 회복이 빠르고 냄새가 자극적이

지 않아 기도자극이 덜하므로 기관지경련 및 후두경련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흡입유도에 적합하며, 혈관계억제가 덜

하고12) 또한 halothane에 비하여 수술 후 구토와 구역의 빈

도가 낮으므로13) 소아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에 가장 이

상적이라 할 수 있다.14) 반면, 마취 유도 및 유지 시 발작의 

발현 가능성,15) 혈중 무기성 불화물 및 compound A 농도의 

증가,16)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빈

도의 각성흥분을 초래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

한 약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17,18)

  Sevoflurane 사용 후 각성기 섬망의 발현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다양하며18,19) Voepel-Lewis 등에11) 의하면 대상 환아 

중 약 18%에서 각성흥분을 보 으며 지속시간은 평균 14 

± 11분이었으나 전신마취가 끝난 지 45분 후에도 초래된 

경우가 있었는데 각성흥분을 보인 환아의 약 반수에서 진

정제의 투여가 필요했다고 한다. 저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전체적 각성흥분의 발현빈도는 200명 중 53명(26.5%), 총 

800회 관찰 중 86회(17.5%)이었으며 통증치료를 한 환아의 

경우에는 100명 중 17명(17%),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6명

의 환아에서 각성흥분을 보 다. 각성흥분의 지속시간을 측

정하지는 못하 으나 2회 이상 각성흥분을 보인 환아는 21

명이었는데 대부분의 각성흥분은 지속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진정되었다가 다시 흥분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속

적으로 5점이 2회 이상인 심한 각성흥분을 보인 환아(1군 1

명, 2군 2명, 3군 1명)에서는 진정제의 투여가 필요하 다. 

  각성흥분의 빈도 및 지속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Cole 등

은5) 하복부수술을 받는 환아를 대상으로 전신마취 후의 회

복 양상을 평가하기 위한 5 point scoring scale을 제시하 는

데 260명 중 79명(30%)에서 4-5점에 해당되는 각성흥분을 

보 으며 이러한 각성흥분은 회복실에 도착한 후 처음 10

분에 가장 빈번하게 초래되었지만 회복실 도착 시 수면상

태 던 환아에서는 그 후 많은 예에서 각성흥분을 보 다

고 한다. 저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각성흥분을 보인 53명의 

환아 중 회복실 도착 시 33명, 도착 후 10분에 12명 즉 45

명(83%)이 첫 10분 이내에 각성흥분을 보 는데 특히 1, 2

군의 경우에는 수면상태로 도착한 57명 중 10명에서 그 후 

각성흥분 상태가 초래되었으나 3, 4군의 경우에는 수면상태

로 도착한 64명 중 그 후 각성흥분을 보인 환아는 3명에 

불과하 다. 

  소아에서 각성흥분의 빈도는 sevoflurane 마취 후 증가되

는데 이런 현상은 방사선검사를 위하여 전신마취를 한 경

우, halothane보다 sevoflurane을 사용한 경우에 훨씬 높았던 

결과로 미루어 아픈 조작과는 무관하게 sevoflurane 자체에 

의한 각성흥분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2) 있으나 여전히 

통증이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간주된다. Aouad 등에20) 의하

면 서혜부탈장교정술을 받은 환아에서 sevoflurane 마취 시 

피부 절개 전 fentanyl을 정주한 군 보다 미추마취를 병행한 

경우에 각성흥분의 빈도가 낮았다고 하며, sevoflurane 마취 

하에서 서혜부탈장교정술을 받은 소아의 경우 각성흥분의 

빈도를 100%로 보고한 안태훈에 의하면21) 미추차단을 제공

한 환아의 경우에는 33.3%에서 각성흥분이 나타났다고 보

고하 다. 저자는 사시 수술을 받은 환아의 경우 회복실에

서 흥분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통증

이 그 원인인지 찾아보고자 사시 수술 후 통증치료에 효과

적이라 보고된22) 국소마취제의 테논낭하 주사를 시행한 후 

각성흥분의 빈도를 관찰하 다. 그 결과 대조군(1, 2군)에 

비하여(36%) 국소마취제를 테논낭하 주사한 3, 4군에서 각

성흥분의 빈도는 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낮은 혈중 용해도로 인하여 마취 유도 및 회복속도가 빠

른 흡입마취제의 사용 후 나타나는 각성흥분의 원인에 대

한 여러 가지 설명 중 소아의 경우에는 통증과는 무관하게 

빠른 회복으로 인하여 조기에 낯선 환경에 놓여지기 때문

에 각성흥분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있다.23) 그러나 Cohen 등

은24) sevoflurane 못지않게 회복시간이 짧은 propofol을 사용

한 경우에는 각성흥분의 발생이 유의하게 낮은 사실로 미

루어 볼 때 조기에 낯선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각성흥

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Tripi 등은25) 이러한 

각성흥분은 전신마취 회복기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므로 깨어난 환아가 낯설은 주위환경에 보다 

빨리 노출되므로 초래되는 것이라면 회복기에 부모의 동참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관찰한 결과 부모의 동참

으로 각성흥분의 빈도와 심도를 감소시키지 못하 으며 이

전부터 짜증 (temper tantrum) 혹은 분리불안(separation anxi-

ety)의 경향이 있는 소아에서 각성흥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 다.

  저자는 그간의 임상경험으로 미루어 수술 전 대기실에서 

안정되지 못하고 심한 거부감을 보이는 환아의 경우에는 

마취 유도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사실을 바탕으로 수술 

전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환아의 반응 양상이 다른 것처

럼 수술 후 회복기의 통증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반응 또

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 는데 환

아 개개인의 특성 즉 수술 전의 불안감이나 혹은 연령, 성

별 등이 회복기의 각성양상에 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1권 제 4호 2006                                                                                            

434

연구결과를 분석하 다.

  먼저 수술 전 불안감과 각성흥분의 연관성을 보면, 소아

환자에서는 수술 전 불안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수술 후 바

람직하지 못한 현상 즉 각성흥분과 수술 후 행동 양상의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26) 하며 Aono 등의27) 보고에 의

하면 106명의 대상 환아 중 수술 전 불안감이 높았던 27명 

중 20명에서 각성기 문제를 나타낸 반면 수술 전 평온을 

유지했던 79명 중에서는 5명만이 각성기 문제가 보 다고 

한다. Caumo 등은28) 학동기 소아 90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수술 전 불안감이 심한 환아에서 수술 후 불안감의 

위험도가 약 3배 정도이며 수술 전 불안감과 통증의 강도, 

진통을 위한 조치가 없는 경우 등이 수술 후 불안의 위험

요인이라 하 다. 수술 전 환아에서의 불안감과 수술 후 1

년까지의 행동양상을 비교, 관찰한 Kain 등에19) 의하면 마

취 전 대기실에서 부모의 불안감이 높았던 경우에는 환아

의 불안 정도가 높았으며 2주 후에는 약 54%의 환아가 부

정적인 행동양상을 보 다고 한다. 또한 Lumley 등은29) 마

스크를 이용한 마취 유도 시 흥분의 정도가 높았던 환아에

서 수술 후 회복실 도착 직후 흥분정도가 높았으며 그 후 

2주일 동안 수면 중 울음, 분리불안, 짜증 등의 빈도가 높

았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Aguilera 등에30) 의하면 소아에

서 흡입유도에 비하여 정맥유도의 경우 불안감이 더 높았

으나 수술 후 2주간의 행동양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통

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저자들의 연구결과에서

는 200명의 대상 환아 중 수술 전 불안감을 보 던 81명 

중 30명에서 각성흥분을 보인 반면 안정적이었던 119명 중

에는 23명만이 각성흥분을 보여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와 

일치한다. 이번 연구에서 수술 후 추적조사는 못하 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환아를 대상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고 생각된다. 

  Sevoflurane은 마취 유도 시 흥분을 초래하고 halothane에 

비하여 수술 직후 섬망을 더욱 많이 나타내는데 이러한 부

정적인 행동양상은 나이가 감소할수록 더욱 흔하며4) 특히 

학동기전 소아에서는 학동기 소아에 비하여 섬망의 빈도가 

높다고 한다.31) 저자들의 결과 역시 6세 이상 132명 중에는 

29명이 각성흥분을 보인 반면 6세 미만의 환아 68명 중에

는 24명에서 각성 흥분이 나타나 여러 보고자들의 결과와 

일치하 다. 저자들은 또한 테논낭하 국소마취제를 주사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서의 대상 환아를 만 6세 이상과 미

만으로 나누어 각성흥분의 빈도를 분석해 보았다. 테논낭하 

주사를 시행한 3, 4군의 경우에는 6세 이상인 환아 75명 중 

16%인 12명에서, 6세 미만인 환아 25명 중 5명(20%)에서 

각성흥분을 보여 별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1, 2군)의 경우

에는 6세 이상인 환아 57명 중 17명(29.8%)에서 각성흥분을 

나타내었는데 비하여 6세 미만인 환아의 경우는 43명 중 

44.2%인 19명에서 각성흥분을 보여 상당한 차이를 보 으

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Aono 등에27) 의하면 수술 전 불안감이 심하 던 남아에

서 각성기 행동양상이 문제시될 빈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각성흥분의 빈도는 남아

의 경우 25/85 (29.4%), 여아는 28/115 (24.3%)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1, 2군의 경우에는 남아 41명중 14명에서, 여

아 59명 중 22명에서 각성흥분을 나타내어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없었으나 테논낭하 주사를 시행한 3, 4군의 경우에는 

남아 44명 중 29.5%에 해당하는 11명에서 각성흥분을 보인 

반면 여아에서는 56명 중 6명(10.7%)에서만 각성흥분을 보

여 상당한 차이가 보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환아를 대상으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고 생각된다.

  Sevoflurane 혹은 desflurane을 사용한 소아 전신마취 후 각

성기 흥분이 자주 문제시되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

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흔히 소아마취의 전투약

으로 사용되던 midazolam의 전처치로 각성흥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6) 주장이 있는 반면 midazolam의 전처치와 마취유

도 시 thiopental 및 fentanyl의 정주 방법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한다.32) Dalens 등은7) 자기공명 상촬  환아에

게 sevoflurane 흡입을 끝내기 직전 소량의 narbuphine이나 

ketamine을 사용하여 각성흥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며 

또한 Crevero 등은8) 방사선검사를 위한 sevoflurane 마취 시 

흡입을 중단하기 전에 소량의 fentanyl을 투여한 결과 각성

흥분의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fentanyl의 사용은 진통효과와 무관하게 각성흥분을 감소시

킨다고 하 다. 그 외에도 여러 보고에 의하면 ketamine,9) 

clonidine의10) 정맥주사가 효과적이라 하며 저자들의 연구결

과에 의하면 국소마취제의 국소침윤으로 통증완화를 시킴

으로써 각성흥분을 낮출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sevoflurane은 자극적이지 않은 냄새로 빠른 

유도 및 회복이 가능하므로 소아마취의 경우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되나 회복기 각성흥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사시수술의 경우에는 국소마취제의 테논

낭하 주사를 시행함으로써 각성흥분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수술 전 불안감이 있던 환아에서 수술 후 각

성흥분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증치료와 더불어 

수술 전 불안감을 낮추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병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마취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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