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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 후 합병증의 발생률은 78%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1) 

흡입마취제의 전반적인 합병증은 13.9%에 달한다.2) 그러나 

흡입마취제를 사용하는 마취는 근육이완제, 진통제, 혹은 

진정제 등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므로 흡입마취제의 부작용

만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다른 마취제(아편양제제, 정맥마취

제, benzodiazepine, barbiturate 등)에 의한 합병증을 항상 염

두에 두면서 이 에서는 흡입마취제와 관련된 합병증 중 

수술 후 의식 변화와 오심, 구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용어의 사용은 “Clinical anesthesia”와3) “Miller's an-

esthesia”에4) 기초했으며 1963년부터 2006년까지 List of Jour-

nals Indexed for MEDLINE에 발표된 논문과 대한마취과학회

지에 발표된 논문 총 103편을 참조하 다. 

지속적인 진정

    정의

  90% 이상의 환자가 회복 후 15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오

기 때문에 이보다 더 지체되는 경우를 지속적인 진정이라

고 일컫는다.5) 지속적인 진정이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

되는 환자라 할지라도 대개의 경우 전신 마취 후 30분 내

지 45분이 경과되면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야 한다.3)

    흡입마취제와 지속적인 진정

  흡입 마취제 총 사용시간이 긴 경우, 비만한 환자인 경우

와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흡입 농도를 높게 사용한 경우에

서 발생한다. 흡입마취제의 지질 용해도가 클수록 각성이 

지연된다. Sevoflurane, desflurane에서는 드물다.3) Methoxyflu-

rane은 halothane보다 지질 용해도가 크고 생체 성분의 광범

위한 부분으로 확산되므로 각성이 지연된다.6) 비교적 수용

성과 지질 용해도가 높은 흡입마취제는 그렇지 않은 아산

화질소보다 각성이 지연된다.

  Halothane: Halothane은 두통, 졸음, 집중력 저하, 기력저

하,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며,7) 이는 마취가 끝난 이후로도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된다.8) 이는 halothane의 파괴 

산물인 bromide의 축적에 의한다.9,10) 지속적인 진정은 1.2%

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 

  Enflurane과 isoflurane: Enflurane과 isoflurane은 bromide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마취제임에도 불구하고 halothane과 비

슷한 증세가 발생된다.7) 지속적인 진정은 enflurane에서 

0.95%, isoflurane에서 1.6%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다.2) 

이러한 지속적인 진정이나 의식의 변화가 흡입마취제에 의

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술 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11)

    나이와 지속적인 진정

  소아에서 응급 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수면 주기가 방해

되었을 때, 혹은 수술 전에 극도로 탈진 상태 을 때 전신 

마취 후 지속적인 진정이 나타날 수 있다.3) 노인에서 흡입 

마취제를 비교한 결과 desflurane을 제외한 다른 흡입 마취

제에 의한 각성 시간의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노인 그 자체가 전신 마취 후 지속적인 진정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고되었다.12)

    결론

  (1) 흡입마취제의 지질 용해도가 클수록 각성이 지연된다.

  (2) Halothane, isoflurane, enflurane의 경우에 지속적인 진

정의 발생률은 1% 내외이고, sevoflurane이나 desflurane에서

는 드물다.

  (3) 나이 자체가 지속적인 진정의 단독 원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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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망

    정의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

ders)에 의하면, 의식 장애(주의력과 주위 환경에 대한 인지 

저하), 인지 장애(기억, 지남력 상실, 언어 곤란) 혹은 지각 

장애(착시, 환각), 급성 발현(몇 시간에서 며칠)과 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이 변하고 의학적 원인이나 약물 남용이나 금

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13,14) 요즘 소아에서 각성 

시 섬망에 대한 진단 기준이 소개되었다.15) 

    발생률

  수술 후 섬망의 발생은 보고에 따라 다양하다. 모든 연령

에서 5-10%, 노인에서 5-50%
3) 혹은 10-15%에 이른다.16)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10-70%로 평균 36.8%라고 한

다.17-19) 또한 소아에서 전신 마취 후 각성 시에 나타나는 섬

망의 발생률은 10-18%에 달한다고 한다.20,21) 

    흡입마취제와 섬망

  Sevoflurane: Sevoflurane은 소아에서 각성 시 섬망을 일으

켰다는 증례 보고가 있다.22) 또한 제조 회사인 Abbott Phar-

maceuticals에서도 공식적으로 소아에서 halothane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sevoflurane을 사용한 경우 수술 후 초조(agi-

tation) 현상의 발생률이 높다고 했다.23) Propofol과 halothane

으로 마취 유도를 한 경우에 비해 sevoflurane으로 마취유도

를 한 경우에 수술 후 초조와 곤란(distress)의 발생률이 높

다고 하며24) 취학 전 소아의 비뇨기과적 수술을 위한 

sevoflurane 마취 후 섬망의 발생률이 40%로 높다고 한다.25) 

또한 소아 외래 마취 시 halothane과 비교할 때, 섬망의 발

생률이 sevoflurane이 3배 높다고 한다.26) 반면에 아산화질소

를 병용하여 시행한 흡입 마취 시 sevoflurane과 halothane의 

섬망의 발생률이 차이 없다는 보고가 있고,27) 이와는 반대

로 아산화질소를 병용한 경우에도 섬망의 발생률이 sevo-

flurane이 halothane에 비하여 3배 높다는 보고도 있다.26)

  Sevoflurane이 소아의 수술 후 섬망과 관계가 있다고 한 

보고들이 있고,24,28,29) 관계는 있으나 수술 직후의 행동 반응

에만 관여하며 소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행동 반응에 부정

적으로 향을 끼치는 정도가 더욱 뚜렷하다고 한 보고가 

있다.24,30) 반대로 halothane과 비교한 결과 소아에서 섬망의 

발생률이 차이가 없다고 한 보고도 있다.31) 어른에서는 sev-

oflurane에 의한 섬망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32) 

  Desflurane: Desflurane은 각성 시 섬망과 초조의 발생률이 

소아에서 halothane에 비하여 높다고 한다.33-35) 반면에 소아

에서 isoflurane과 비교한 결과 섬망의 발생률의 차이가 없

다고 한 보고도 있다.36) 48명의 성인에서 isoflurane과 비교

한 결과 섬망의 발생률이 낮다고 하거나,34,37) 25명의 성인 

연구 결과 desflurane이 섬망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다.38) 

  Isoflurane: Isoflurane과 halothane을 100명에서 비교한 결과 

섬망의 발생률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39) 전 연령(생후 2개월-

95세)에 걸친 150명 중 2명에서 섬망이 발생되었다고 보고하

다.40) 

  아산화질소: 가장 오래된 보고에 의하면 1844년에 아산화 

질소가 흥분된 행동 반응과 섬망을 일으켰다고 하고, 그 후 

이 때의 반응을 1951년에 Guidel이 구분한 행동 반응의 stage 

II에 해당하는 반응이라고 하 다. 최근의 연구 결과 아산화

질소의 사용이 섬망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

다.41) 

    흡입마취제에 의한 섬망의 원인

  원인을 살펴보면, 빠른 각성,
22) 연령,25,42) 기질,20) 마취 시

간, 외부 자극, 통증,43) 약물의 복합 투여44,45) 등의 원인들을 

배제할 수 없다. 흡입 마취제 자체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

다면, sevoflurane이나 desflurane은 비교적 혈액/가스 용해도

가 낮으므로 마취 유도와 각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46) 이

로 인해 수술 후 통증이 제대로 관리되기 전에 혼란스러운 

회복이 서둘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2) 그러나 몇

몇 보고에 의하면 통증 자극과는 관계 없이 소아에서 se-

voflurane에 의한 섬망 발생률이 높다고도 하고,24,26,29,47) 빠른 

회복이나 각성이 섬망의 발생과 관계 없다는 보고도 있

다.48)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sevoflurane의 원인만을 찾아본

다면, 소아에서 뇌파 검사 결과 sevoflurane과 halothane이 각

각 다르다는 점과22,49) sevoflurane이 inorganic fluoride 이온과 

compound A를 발생시킨다는 점50) 등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isoflurane 마취 시 늙은 쥐가 젊은 

쥐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아세틸콜린 분비가 저하된다

는 것을 알아냈고 이러한 원인이 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 다.51) 다른 보고에 의하면 동물 실험에서 뇌의 각 부위

에 대한 전신 마취제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흡입 마취제인 

halothane과 isoflurane뿐만 아니라 propofol과 pentobarbital에

서도 뇌의 여러 부위 중 septohippocampus 부위의 기능 저하

를 일으키고, 이러한 저하는 마취제의 효력을 더 증가시키

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것이 흥분 행동 반응의 억제나 섬

망을 일으킨다고 설명한 보고도 있다.52) 

    노인에서의 섬망

  노인의 경우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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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있으며,42,53) 각성 시 섬망의 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

다고 한다.16,54-56) 반면에 노인에서 흡입마취제에 의한 전신

마취를 한 경우와 부위마취를 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섬망

의 발생률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57-59) 노인에서 

sevoflurane과 propofol을 비교할 때 섬망의 발생률이 차이가 

없다고 한 보고도 있다.60) 

    섬망의 예방

  Sevoflurane으로 마취유도 후 desflurane으로 바꾸어 전신마

취를 유지하는 방법이 섬망의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다.61) Dexmedetomidine을 투여하여 섬망의 발생을 감소시

킨 방법,62) 아산화질소를 병용하는 방법,26) 진통을 하는 방

법,22,24,26,46,47,63) benzodiazepine으로 수술 전 안정시키는 방

법,25,47,64) sevoflurane의 마취 농도가 깊은 상태에서 발관하는 

방법65)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나 sevoflurane에 의한 소

아에서 각성 시 섬망의 발생률을 halothane에 비하여 감소시

키지 못하 다고 한 반면에, 국내에 보고된 논문에서는 

ketamine,66) alfentanil,67) fentanyl,68) ketorolac69) 등의 투여와 

미추 차단법이70) sevoflurane 마취 후 각성 섬망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섬망의 치료

  대부분의 각성 시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는 10-15분 이

내에 소실된다.3) Sevoflurane에 의한 각성 시 섬망은 대부분 

self-limiting하므로28,71) 보존적인 치료가 도움이 된다.72) 섬망

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알려진 바 없다. 환자가 이전에 

갖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진정시키는 일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고,73)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구적인 손상을 

막기 위하여 이에 따른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추천된다고 

한다.13,73) 또한 저산소증, 저혈당, 저혈압, 산증 등의 원인에 

의한 의식의 변화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진정제나 진통제

의 사용이 요구된다. 노인의 경우, 각성 시 발생한 섬망이 

3개월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섬망의 위험 인자들

(의식 장애, 수면 장애,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술 후 고정을 

유지하는 상황,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탈수)을 제거하는 것

이 중요하다.73) 

    결론

  (1) 섬망은 1960년대에 처음 발표된 이후로 새로운 흡입

마취제가 소개될 때마다 고려되어 온 합병증으로 발생률이 

소아에서 10-18%에 이른다.

  (2) 아직 수술 후 섬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믿

을 만한 민감하고 특이한 진단 기준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 

  (3) Sevoflurane (sevoflurane보다 덜하지만 desflurane 또한)

은 다른 흡입 마취제에 비하여 소아에서 수술 후 섬망의 

발생률이 높다. 

  (4) Sevoflurane과 desflurane의 수술 후 섬망은 주로 소아 

환자에서 발생한다.

  (5) 소아에서 sevoflurane에 의한 섬망을 예방하기 위한 여

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었으나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6) Halothane, enflurane, isoflurane의 비교에서 섬망의 발

생률은 서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

  (7) 아산화질소의 병용 여부와 섬망의 발생과는 연관이 

없다.

  (8) 노인에서 수술 후 섬망의 발생률은 높다. 그러나, 노

인 환자에서의 수술 후 섬망이 흡입마취제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없다. 

  (9) 섬망의 다른 원인들이 제외된다면 소아에서 sevoflur-

ane에 의한 섬망은 일시적이고 self-limiting하므로 세심하게 

보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노인에서의 섬망은 흡입마취제

와 관계 없이 일반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오심과 구토

    발생률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오심, 구토의 발생은 

25-30%에 달한다.
74,75) 

    흡입마취제와 오심, 구토

  발생률: 흡입 마취제를 이용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의 

1/4-1/3 경우에서 경증 내지 중증에 해당하는 오심, 구토가 

발생된다.74,76) 부위 마취에 비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경우가 

오심, 구토의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77) 전신 마취 시간이 길

수록 발생률이 높다고 하며,78) 또한 흡입 마취제를 이용한 

마취 시간이 길수록 오심, 구토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보

고가 있다.79) 반면에 흡입마취제 사용량을 감소시켜도 오심, 

구토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도 한다.80) 흡입마취제

의 투여 시간이 길수록 조기에(수술 후 2시간까지) 오심, 구

토의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81) 

  흡입 마취제의 오심, 구토 발생률에 대한 비교: Halothane 

이전의 전신 흡입 마취제인 ether와 cyclopropane은 catechol-

amine의 분비로 인하여 오심과 구토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었

다.82) 1963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halothane이 이전의 ether

나 cyclopropane 마취제에 비하여 수술 후 오심, 구토 발생

률이 적다고 하 고, 심지어 이러한 발생률의 차이를 인용

하면서 항구토 작용이 있다고까지 발표되기도 하 다.83) 그

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

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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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흡입 마취제가 수술 후 

2시간 이내의 조기 오심, 구토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며, isof-

lurane이 19%, enflurane이 16%, sevoflurane이 14%로 흡입마

취제의 종류와 관계가 없으며 마취 시간이 길수록 증가하

는 용량-반응 관계가 있다고 한다.81) 1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halothane, enflurane, isoflurane 사이의 발생률

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85,86) 반면에 isoflurane이 halothane

보다 오심, 구토의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39) sevofl-

urane이 isoflurane보다 오심, 구토의 발생률이 낮다는 보고도 

있다.87) Sevoflurane과 desflurane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다

고 한 반면88,89) sevoflurane이 다른 흡입 마취제에 비하여 오

심, 구토 발생률이 높다고 한 보고도 있다.3,90,91) 그러나 통

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로써 흡입 마취제 자체가 

오심, 구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오심, 구토의 발생에 

미치는 정도에서는 서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한

다.81,85,86,89)

  아산화 질소의 향을 비교한 보고들 중 27개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24개의 논문에서 아산화질소가 수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을 증가시켰다고 하고,92,93) 아산화질소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 구토의 발생이 감소한다고 한 보고도 있으

나,94,95) 이들은 통계적인 의미이고 임상적인 의미는 크지 않

다고 한다. 또한 이들 meta-analysis에 의하면, 이러한 결과

는 오심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하 다. 또한 27,6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아산화질소의 사용이 오심, 구토를 발생시킬 

수 있는 odds ratio가 2.24라고 하 다.96) 반면에 수술 후 구

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신 마취 시 아산화 질소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 보고도 있다.97)

    흡입마취제의 구토유발 

  9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마취제의 종류에 따라 수술 후 

시간과 오심, 구토의 발생을 조사한 결과 Kaplan-Meier 

curve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흡입 마취제와 propofol의 

차이는 수술 후 조기 2시간까지 발생률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의 시간에는 마취제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한 기울기로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 수술 후 2시

간까지 발생된 환자와 마취제의 종류에 따른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 흡입 마취제와 오심, 구토의 발생 사이의 상

관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용량-반응 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Fig. 2). 이로써 흡입 마취제가 오심, 구토 

유발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1) 

  흡입 마취제에 의한 오심, 구토의 발생이 흡입 마취제가 

오심, 구토를 일으키는 특별한 수용체에 대한 작용으로 인

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도로써 ondansetron, dexameth-

asone, droperidol을 각각 투여한 경우와 투여하지 않은 경우

를 조사한 결과, propofol을 사용하거나 혹은 흡입 마취제를 

사용한 경우, nitrogen을 사용하거나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경우, remifentanil을 사용하거나 fentanyl을 사용한 각각의 경

우에 관계 없이 모든 항구토제가 수술 후 오심, 구토의 발

생률을 25-30% 정도 감소시켰다고 한다.98) 이러한 결과는 

Fig. 1. Kaplan-Meier curves representing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vomited over time broken down by the type of maintenance 

anaesthetics (n = 941). In order to ensure the comparability with 

propofol, patients receiving volatile anaesthetics but no intra-operative 

opioids (n = 239) were excluded. Not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propofol and volatile anaesthetics is related only to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ref. Apfel CC et al., Br J Anaesth 2002; 88: 

659-68).

Fig. 2.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exposure to anaesthesia and 

early postoperative vomiting in the first 2 h. In order to be able to 

compare inhalational and propofol anaesthesia, five percentile groups 

were formed for each, as a function of the anaesthesia duration. Note 

that the incidence of early vomiting correlates positively with the 

degree of exposure to inhalational anaesthesia but not to propofol 

anaesthesia (ref. Apfel CC et al., Br J Anaesth 2002; 88: 6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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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수용체에 작용하는 항구토제가 흡입마취제에 의

한 오심, 구토의 발생을 감소시킬 때, 각각의 항구토제의 

효과가 종류에 관계 없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흡입마취제에 의한 오심, 구토가 특별히 한 가지 

수용체에 대한 작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입마취제와 소아의 오심, 구토

  소아에서의 발생률 비교: 2세까지의 소아에서는 수술 후 

오심의 발생이 드물다.3) 치과 역에서 아산화질소를 사용

하지 않은 경우가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소아의 수술 후 

조기 오심, 구토의 발생률을 24%에서 15% 정도로 감소시켰

다는 보고가 있다.99) 이러한 감소는 고막절개술 같은 수술

이나 수술 후 후기에 발생하는 오심, 구토와는 관계가 없다

고 한다.100) 

  소아 이비인후과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위한 전신 마

취 시 halothane을 사용한 경우보다 sevoflurane을 사용한 경

우 수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이 적다는 보고가 있으나63,101) 

더욱 많은 연구가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

아에서 halothane을 사용한 경우가 propofol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3) 그 이외의 소아에서 halo-

thane, enflurane, isoflurane, sevoflurane과 desflurane의 오심, 

구토 발생률의 비교는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아에서의 오심, 구토 예방: 소아에서 반드시 전신마취

를 실행하여야 할 때, 충분한 증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아산화 질소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한다.102) 

    흡입마취제와 노인의 오심, 구토

  노인에서 비교적 전신마취 후 오심, 구토의 발생률이 낮

다고 보고되었다.103) 

결      론

  (1) 흡입 마취제를 이용한 전신 마취 후 오심, 구토의 발

생률은 25-30%에 이른다.

  (2) Halothane, isoflurane, enflurane, sevoflurane의 오심, 구토 

발생률은 서로 차이가 없다. Sevoflurane과 desflurane의 비교

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3) 소아에서 halothane보다 sevoflurane의 오심, 구토 발생률

이 적다고 보고되었으나 아직 더 충분한 연구가 요구된다.

  (4) 아산화질소의 병용이 오심, 구토의 발생률을 증가시키

나 임상적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5) 흡입 마취제는 수술 후 2시간 이내의 조기에 발생하

는 오심, 구토와 관계가 있다.

  (6) 수술 전, 중 사용하는 아편양 제제가 오심, 구토를 유

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흡입마취제가 오심, 구토를 

발생시키는 것을 아편양 제제가 더욱 악화시키는가에 대해

서는 명확하지 않다.

  (7) 항구토제의 사용은 오심, 구토의 유발 인자들(마취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의 종류와 관계 없이 서로 

비슷하게 수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항구토제의 종류에 관계 없이 서로 비슷하게 흡입마취제에 

의한 수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을 감소시키므로 흡입 마취

제에 의한 오심, 구토가 특별히 어떠한 한 수용체에 의한 

발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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