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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Desflurane 흡입에 의한 심혈관계 반응의 연령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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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inhalation of high concentrations of desflurane transiently increases the cardiovascular respons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ge on the cardiovascular response to desflurane.

  Methods:  Eighty two patients were divided into one of three groups:  under 3 years (Group 1), 20－50 years (Group 2), 

and over 65 years (Group 3).  In each group, the inspired concentration of desflurane was increased abruptly to 12.0 vol% 2 

minutes after a thiopental injection.  The heart rate, blood pressure (BP), cardiac index (CI), End-tidal concentration of desflurane 

(ETdesf), and end-tidal concentration of CO2 were measured at the baseline and every 30 seconds.

  Results:  The heart rate, BP, and CI increased transiently in the three groups compared with the baseline.  The ETdesf increased 

more rapidly in Groups 1 and 3 than in Group 2.  The ETdesf to reach the maximal mean arterial pressure (MAP) was highest 

in Group 3 among three groups.  The relative maximal HR to the baseline value was similar in the three groups, but the relative 

maximal MAP to baseline value was significantly highest in the elderly patient group.  The times to reach the maximal HR and 

BP were shortest in Group 1 among three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I between three groups.

  Conclusions:  The inhalation of a high concentration of desflurane increases the HR, BP and CI transiently in all age groups. 

In pediatric patients, HR and BP increases more rapidly than in young adults and elderly patients.  The relative maximal MAP 

to the baseline value is higher in elderly patients.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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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마취 시 후두경 조작  기 내 삽 은 압과 심박

수를 일시 으로 상승시킨다.1) 이러한 심 계 반응은 

부분의 환자에서는 험을 래하지 않지만, 자율신경계  

심 계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기 내 삽 에 따른 역학  변동은 기 내 삽  

에 lidocaine,2) 아편양 제제,3,4) 베타차단제5) 등의 약물을 

정주하거나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흡입마취제를 미리 투여

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6,7) 정맥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을 

소실 시킨 후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미리 흡입마취제를 투

여할 때, desflurane은 다른 흡입 마취제에 비해 액용해도

가 매우 낮아서 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빠른 마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desflurane은 냄새가 자극 이고 기도를 자극하는 단 이 있

으며, 갑자기 투여할 경우 일시 인  카테콜아민 농도

의 증가로 압과 심박수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8-10)

  사람은 출생 후부터 성장과 노화에 따른 변화에 의해 연

령에 따라 생리 , 약력학  차이가 있으며, 특히 외부 자

극에 한 심 계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외부자극으로서의 고농도의 desflurane에 

한 자율신경계와 심 계 반응 역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만한 자료가 불

충분한 실정이다. 고농도의 desflurane에 의한 심 계 자극

반응에 한 임상연구들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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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is graph shows the changes in end-tidal concentration of 

desflurane (ETdesf). Inspired desflurane concentration is increased to 

12 vol% abruptly.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20－50 years age group. †P ＜ 0.05 compared with 

over 65 years age group.

다.11-14)

  이에 자들은 연령별로 환자를 분류하여 고농도의 des-

flurane에 의한 심 계 반응의 차이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신마취하에 계획수술이 정된 미국마취과

학회 신상태 분류상 1 에 해당하는 82명의 환자를 상

으로 하 다. 연령에 따라 3세 이하(제 1군, 22명), 20－50세

(제2군, 30명), 65세 이상(제3군, 30명)의 세 군으로 분류하

다. 연구는 임상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환자 

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해 설명을 하고 동

의를 얻은 후 진행하 다.

  모든 환자에서 마취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가 수

술실에 도착한 후 심 도, 자동 압계, 맥박산소계측기와 흉

부 임피던스에 의한 비침습  역학 감시장치(NICCOMOTM, 

Medis, Germany)를 거치하 다. 다  가스분석기(M-CAiO
TM, 

Datex-Ohmeda Division, Instrumentarium Corp, Finland)의 가

스 채취선(sample line)을 콧구멍을 통해 1 cm 진입시킨 후 

호흡에 따른 탄산가스의 형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고

정하 으며, 이때 환자에게 코를 통하여 자연스런 호흡을 

격려하여 조치 호기말 탄산가스 분압을 측정하 다. 

Thiopental sodium 5 mg/kg과 vecuronium 0.12 mg/kg을 정주 

후 Mapleson D형 비재호흡식 회로를 이용하여 분당 10 L 

유량의 산소로 실험기간 동안 조 호흡을 하 다. Thiopental 

sodium 투여 2분 후까지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100% 산소로

만 조 호흡을 한 후 조값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desflurane

을 투여하기 시작하 다. 세 군 모두 처음부터 desflurane 기

화기의 흡기농도를 최소폐포농도(minimum alveolar concentra-

tion, MAC)의 약 2배인 12.0 vol%로 조 하여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desflurane을 투여하 다. 모든 군에서 실험 종료 시까

지 다  가스분석기의 호기말 desflurane 농도를 10.0 vol%로 

증가시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 으며, 이 농도에 도달

하면 기화기를 조 하여 호기말 desflurane 농도를 유지하

다. 실험기간동안 호기말 탄산가스분압은 마취유도  조

값 수 이 유지되도록 일회 환기량  호흡수를 조 하

다.

  모든 군에서 desflurane 투여 후부터 기 내 삽   5분 

동안과 삽  후 2분 동안 30  간격으로 호기말 desflurane

농도를 기록하고, 심박수와 수축기, 이완기  평균동맥압, 

흉부 임피던스에 의한 심박출계수를 측정하 다. 안면마스

크를 통해 desflurane 흡입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성인에

서는 수축기 압이 200 mmHg 이상 상승한 경우를 심한 

압상승으로, 분당 심박수가 150회 이상 증가한 경우를 심

한 빈맥으로 정의하 고, 소아에서는 분당 심박수가 180회 

이상 상승한 경우를 심한 빈맥으로 정의하 다. 그 외에도 

서맥, 부정맥의 발생, 후두  기 지 경련을 기록하 다.

  각 군간 심박수와 압, 심박출계수는 조값에 한 상

인 비율로 비교하 으며, 모든 결과는 평균 ± 표 편

차로 표기하 다. 시간에 따른 심박수와 압, 심박출계수 

 호기말 desflurane 농도의 각 군내 비교는 repeated-mea-

sures ANOVA를 이용하 고, 세 군간의 비교는 one way 

ANOVA를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일 경우는 Holm- 

Sidak test로 사후 검정을 하 다. 양군간의 부작용의 발생빈

도는 χ2 test로 검정하 다. 각각의 통계처리 후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각 군의 평균 연령은 제1군은 17.4 ± 12.6개월이었고, 제

2군과 3군은 각각 37.7 ± 10.0세, 69.7 ± 5.0세 이었다. 안

면마스크를 통하여 desflurane을 투여하던 , 제2군과 3군에

서 각각 2명, 12명에서 수축기 압이 200 mmHg 이상 증

가하여 실험을 단하고 부작용의 발생 빈도 외의 다른 결

과에서는 제외하 다. 

  Desflurane 투여 후 시간에 따른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desflurane 투여 30  후부터 제1군과 3군에서 제2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 다(Fig. 1). 심박수는 제1군과 2군은 des-

flurane 투여 30  후, 제3군은 60  후부터 조값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 으며, 최고값에 이르는 시간의 앙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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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se graphs show the relative changes to baseline values in 

heart rate (A) and systolic (B)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C) to 

desflurane inhalation. In group 1, th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re decreased below the control value after 210 seconds.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within groups, †P ＜ 0.05 compared with 20－50 years age 

group, ‡P ＜ 0.05 compared with over 65 years age group.

Fig. 3. This graph shows the relative maximal increase in heart rate 

(HR) and mean arterial pressure (MAP). The ratio of increase in mean 

arterial pressure is higher in group 3.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20－50 years age group.

제1군은 desflurane 투여 후 90 (60－120) , 제2군은 180 

(150－240) , 제3군은 210 (150－210) 로, 제1군이 나머지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 세 군간 심박수의 비교는 

제1군에서 desflurane 투여 30, 60  후 제2군과 3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 으나 120  후부터는 세 군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수축기 압은 제1군은 desflurane 투여 30 , 

제2군과 3군은 60  후부터 조값에 비해 유의한 상승소

견을 보 고, 이완기 압은 제1군과 2군은 desflurane 투여 

30 , 제3군은 60  후부터 조값에 비해 유의한 상승을 

보 다. 최고값에 이르는 시간의 앙값은 제1군이 60 (60

－120) 로, 제2군의 120 (90－180) , 제3군의 150 (112.5－

180) 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Fig. 2). Desflurane 투여에 

따른 압의 변화는 제 1군에서는 desflurane 투여 60  후

에 최고값에 도달한 후 차 감소하 으나 제 2군과 3군에

서는 각각 120, 150  후에 최고값에 도달한 후 차 감소

하 다. 최고값에 도달한 이후 압의 감소 폭도 제 1군에 

비해 제 2군과 3군에서 게 나타나, desflurane 투여 약 120

 후부터는 제1군이 나머지 두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모든 군에서 심박수와 압은 최고값에 도달한 후 일

정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 감소하 고, 제1군에서는 수

축기  이완기 압이 desflurane 투여 210  후부터 조

값 이하로 감소하 다(Fig. 2). Desflurane 투여 후 심박수  

평균동맥압의 최고값을 조값으로 나  상  비율을 비

교해 본 결과, 심박수의 상승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평균동맥압의 상승 비율은 제 3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Fig. 3). 심박출계수는 제1군과 3군은 desflurane 투여 60 , 

제2군은 90  후부터 유의한 상승소견을 보 고, 세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4). 한 심박수와 평균동맥압이 

최고값을 나타낼 때의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제1군은 각

각 8.3 ± 1.3 vol%, 7.7 ± 1.2 vol%, 제 2군은 각각 8.2 ± 

1.2 vol%, 7.5 ± 1.4 vol%, 제 3군은 각각 8.7 ± 1.2 vol%, 

8.6 ± 1.0 vol%로 심박수가 최고값을 나타낼 때의 호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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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is graph shows the relative changes to baseline values in 

cardiac index to desflurane inhalation.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within groups.

desflurane농도는 세 군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평균동맥압의 

최고값을 나타낼 때의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제3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안면마스크를 통해 desflurane 흡입 도 에 발생한 심한 

압상승이 나타난 환자의 수는 제1군에서는 없었고, 제2군

에서는 2명이었던 것에 비해 제3군에서 12명으로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제1군의 한 명의 환자에서 서

맥이 발생하 고 후두  기 지 경련 등의 부작용의 발생

은 없었다.

고      찰

  Desflurane은 흡입마취제  액/가스 분배계수가 0.42로 

다른 흡입마취제보다 히 낮아 마취 유도  회복이 매

우 빠르며, 생체 내 사율이 매우 낮은 장 이 있다.15,16) 

그러나 자극성이 강한 냄새 때문에 기도를 자극하여 흡입

마스크를 통한 투여 시 기도내 분비물을 증가시키고 기침 

 후두경련을 유발하는 단 이 있고, 일시 이지만 험한 

수 으로 심박수와 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  연구들의8-10) 결과와 마찬가지로 

desflurane 투여에 의해 모든 군에서 심박수와 압, 심박출

계수가 조값에 비해 상승하 다. 한, 소아와 은 성인 

 노인은 연령에 따라 호흡기, 심 계  자율신경계의 

생리  기능의 차이가 있어 desflurane 흡입에 한 심

계 반응이 다를 것이라는 자들의 가설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 desflurane을 작스럽게 투여한 후의 역학  반응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desflurane의 심 계 자극 증상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에 따른  카테콜아민 농도의 증가와 닌-안지오

텐신계 활성 증가와 연 이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으며,8-10) 

그 원인은 기도나 폐에 분포한 수용체의17,18) 자극 효과에 

의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신에 류가 잘 되는 조직내 

수용체의 자극 효과가 여한다는 보고도 있다.18) 일정시간

이 경과한 후 역학  지표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

데 이는 흡입마취제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마취가 깊어진 

결과로 생각되며, 한 심 계 자극의 원인  하나인 기

도 자극에 한 수용체가 자극에 해 응한 결과 때문이

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18) 이러한 desflurane에 의한 심

계 반응은 opioid,19-21) clonidine,20,22) esmolol20) 등의 약제를 

히 사용하여 둔화시킬 수 있다.

  소아의 호흡기계의 기능  차이는 폐포 분시환기량에 

한 기능  잔기량의 비율이 성인에 비해 어 폐의 가스 

비량이 다는 이다.23) 이는 소아에서 흡입마취제를 이

용한 마취 유도시 흡입마취제가 성인에 비해 빠르게 흡수

되는 상과 연 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능  잔기량이 

어 폐포 분시 환기량이 성인에 비해 크므로 흡입마취제

의 흡수가 빠른 것이다.24) 본 연구의 결과 desflurane 투여 

후 심박수  압이 최고값에 이르는 시간이 성인과 노인

에 비해 짧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성인  노인과는 

달리 조값 이하로 수축기  이완기 압이 감소하는 소

견을 보 다. 이는 소아의 이러한 호흡기계의 특징과 련

하여 빠르게 흡수된 흡입마취제로 인해 조직내 흡입마취제

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되어 마취 유도 속도가 성인과 노인

에 비해 빨랐고 이로 인해 심 계 억제 효과가 발 되었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심 계의 

생리  변화가 나타난다. 알  아드 날린성 수용체의 활성

이 하되고 베타 아드 날린성 수용체의 기능과 수가 감

소하며 베타작용제에 한 수용체의 친화력이 감소한다. 결

국 자율신경계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심 계 변동에 

한 처 능력이 하된다. 한 아드 날린성 자극에 한 

압수용체 감수성  수의 감소로 아드 날린성 자극과 수

축 진제에 한 심장 반응이 감소되어 마취  수술 의 

자극에 의한 심박동수의 반응이 감소한다.25) 본 연구에서는 

심박동수의 조값에 한 최고값의 상 인 비율이 소아

와 성인에 비해 작게 나타나긴 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한 노화에 의한  탄력성이 감소하

게 되고 신 성이 소실되어 수축기 압이 증가하는 변화

가 나타나게 되는데,25) 이는 본 연구의 평균동맥압의 조

값에 한 최고값의 상 인 비율이 소아와 성인보다 노

인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작용

으로 심한 압 상승을 보여 실험을 단한 환자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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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는 없었고, 성인에서는 2명이었던 것에 비해 노인

에서는 12명으로 유의하게 많았던 을 고려하면 평균동맥

압의 조값에 한 최고값의 상 인 비율이 결과에서 

보 던 것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모든 연령에서 심박출계수는 desflurane 투여 후 조값에 

비해 상승하 으나, 소아와 성인 그리고 노인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halothane이나 enflurane 

같은 의 흡입마취제에 비해 desflurane의 심근억제 효과

가 미약하고,  카테콜아민 상승에 의한 심근자극 효과

에 의해 심박출량이 증가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연령군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압이 감소한 이

유는 심박출량은 유지되거나 증가하나 신 항이 감

소하 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결과는 자들의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4) 심박수의 최고값에 이르는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모든 연령에서 8.2－8.7 vol%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평균동맥압의 최고값에 이르는 호기말 des-

flurane 농도는 노인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심박출계수

의 큰 변화가 없이 노인에서는 보다 높은 호기말 desflurane 

농도에서 평균동맥압이 감소하기 시작하 다는 의미로 소

아나 은 성인보다 높은 농도에서 신 항이 감소하

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노인 환자에서 의 신

성이 소실되고 탄력성이 감소하여 다른 연령군에 비해 평

균동맥압의 상승 비율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개방식 마취회로와 많은 유량의 신선가

스(O2：10 L/min)를 사용하 다. 이는 통상 으로 많이 사용

하는 반폐쇄식 마취회로보다 desflurane의 흡입농도의 조

을 빠르게 하여 즉각 인 반응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 N2O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N2O는 교감신경의 방출을 

진하고 norepinephrine이 폐순환계에서 느리게 제거되도록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26) 한 임상에서와는 달리 

thiopental sodium을 투여하고 2분을 기다린 후 desflurane을 

투여하기 시작하 는데, 이는 thiopental sodium이 심박출량 

감소에 의한 압 하강 효과와 이에 따른 압수용체 반사에 

의한 심박수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배제하고 가능한 desflurane만의 효과를 보기 해서 다. 

  본 연구는 소아 연령군에 신생아, 아, 유아가 모두 포

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생아와 아, 유아가 심 계  

자율신경계가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령의 작은 차이에

도 심 계 반응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에서 소아 연령군을 세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

한다. 한, 같은 농도 일지라도 desflurane에 한 최소폐포

농도가 연령에 따라 달라져 역학  반응에 미치는 향

이 다를 수 있겠으나 모든 연령군에서 최소폐포농도와 

계없이 12 vol%로 투여하고, 호기말 desflurane의 목표 농도

를 10 vol%로 정하 던  역시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결론 으로, 안면마스크를 통해 고농도의 desflurane을 투

여할 경우 모든 연령에서 일시 으로 심박수와 압이 상

승하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감소하 다. 소아에서는 

심박수와 압의 최고값에 이르는 시간이 성인과 노인에 

비해 짧았다. 마취  조값과 비교한 desflurane 투여에 의

한 심박수의 최  상승값은 모든 연령군에서 조값의 약 

1.5배로 비슷하 으나 평균 동맥압의 최  상승값은 노인 

환자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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