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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Sevoflurane, desflurane, and propofol are widely used in pediatric anesthesia because of their rapid recovery.  

However, emergence agitation is more reported with sevoflurane or desflurane than with propofol.  Our clinical experience indicates 

emergence agitation with propofol is also frequent.  We tested the hypothesis that depth of anesthesia could lead to frequent 

emergence agitation with propofol.

  Methods:  Sixty children, ASA 1, aged 3−12 years, undergoing general anesthesia for adenotonsillectomy were randomized 

to receive maintenance anesthesia with sevoflurane, desflurane, or propofol.  The bispectral index was monitored and maintained 

within 40−65.  Time to extubation, duration of postanesthetic care units stay, bispectral index just before stopping the anesthetic 

agent, anesthetic time, early and late postoperative Pediatric Anesthesia Emergence Delirium Scale (PAEDS), and Children’s 

Hospital of Eastern Ontario Pain Scale (CHEOPS) were compared among the 3 groups.  Data were analyzed using ANOVA 

(demographic data, measured time interval, BIS) and Kruskal-Wallis test (PAEDS and CHEOPS).  The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scales.

  Results:  Although desflurane resulted in the fastest extubation, other scale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AEDS and CHEOPS 

for sevofluran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 the early recovery period, but desflurane and propofol did not.

  Conclusions:  With the same depth of anesthesia, emergence agitation among desflurane, sevoflurane, and propofol was not 

different in children.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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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evoflurane과 desflurane은 액-가스 분배계수와 액-조

직 분배계수가 낮은 특징으로 인해 빠른 마취 유도와 각성

을 보여서 리 사용되고 있지만,
1,2) 다른 흡입마취제들에 

비해 이들 두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마취에서 높은 빈도의 

각성시흥분, 섬망 는 조(emergence excitement, delirium, 

or agitation) 등이 보고되고 있다.3-5) 그에 비해 정맥마취제인 

propofol은 비교  빠른 마취유도와 각성의 장 이 있을 뿐 

아니라 흡입마취제에 비해 각성시흥분의 빈도가 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6-9) 소아 마취 시 추천되는 propofol의 용

량이 100−400μg/kg/min으로 성인에 비해 체 당 용량이 

많고 범 가 넓어서7) 실제 임상에서 농도자체보다는 압

이나 맥박수를 기 으로 마취제의 농도를 조 하게 된다. 

이 때 일정한 마취심도를 유지하 는지 여부는 확인된 것

이 없었다.

  한편, 수술  마취 심도가 낮았던 군에서 수술 후 진통

제의 요구량이 많았다는 연구가 있었는데,10) 진통 효과를 

보이는 약제들은 각성시흥분을 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

려져 있다.11-14) 마취  충분한 깊이의 마취심도가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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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S Group D Group P

(n = 20) (n = 20) (n = 20)

 Sex (M/F)  8/12  14/6  10/10

 Age (year)  6.3 ± 2.8  6.8 ± 2.9   6.3 ± 1.8

 Height (cm) 120.2 ± 18.3 122.7 ± 18.6  122.5 ± 13.5

 Weight (kg)  28.1 ± 13.5  27.8 ± 11.6  26.3 ± 7.3

Group S: sevoflurane, Group D: desflurane, Group P: propofol. 

Values are mean ± SD.

Table 2. Pediatric Anesthesia Emergence Delirium Scales (PAEDS)
18)

1. The child makes eye contact with the caregiver

2. The child’s actions are purposeful

3. The child is aware of his/her surroundings 

4. The child is restless

5. The child is inconsolable

Items 1, 2, and 3 are reversed scored as follows: 4 = not at all, 

3 = just a little, 2 = quite a bit, 1 = very much, 0 = extremely. 

Items 4 and 5 are scored as follows: 0 = not at all, 1 = just a 

little, 2 = quite a bit, 3 = very much, 4 = extremely. The scores 

of each items were summed to obtain a total PAEDS score. The 

degree of emergence delirium increased directly with the total 

score. 

일 수 있고, 통증을 을 때 각성시흥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같은 통증 정도라고 여길 수 있는 한 종류의 수술

에서 마취심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마취제를 사용하든

지 각성발작의 정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를 알아보기 해 이번 임상연구에서는 sevoflurane, 

desflurane, propofol을 사용한 마취 에 bispectral index 

(BIS)를 이용하여 마취 심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후 회복실

에서 통증의 정도와 각성발작의 정도를 비교하 다.

상  방법

  이 연구는 병원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술 날 환자

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 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1인 3−12세의 어린

이 , 2시간 이내의 편도선 제술이 정된 환아 60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수술 정일로부터 6주 동안의 과거력에

서 상기도 감염이 있거나 뇌질환 환아, 항경련약제를 복용

하는 환아는 제외하 다.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 로 

sevoflurane군(S군), desflurane군(D군), propofol군(P군)으로 나

어 각 군당 20명씩 배정하 다. 환아들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는 세 군간의 통계학  차이가 없었다(Table 1).

  모든 환아들은 나이에 맞는 식 시간을 지킨 후 처치 

없이 수술장에 도착하 다. 심하게 불안해 하거나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환아에게는 atropine sulfate 0.02 mg/kg와 

thiopentothal sodium을 5 mg/kg를 투여하고 의식소실이 확인

되면 호흡이 정상 임을 확인하고 하악거상법을 부드럽게 

시행하며 환아를 수술장으로 이송하 다. 이 때 무호흡증이

나 청색증을 보인 환아는 없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순조로

운 진정이 이루어졌다. 투약 없이 수술장에 도착한 환아에

게도 같은 방법으로 약을 투여하 다. 모든 환아에게 심

도, 비침습  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감시하는 장치를 부

착하 다. 이후 마스크를 이용한 용수 환기법으로 산소 6 

L/min와 함께 S군과 D군은 sevoflurane 8 vol%로 하 고, P

군은 2% propofol (FresofolⓇ, Fresenius Kabi, France) 2 mg/kg

를 정주하고 곧바로 100μg/kg/min 지속  주입을 시작하면

서 산소 6 L/min으로만 호흡을 보조하 다. 2분 이상 보조

호흡을 하는 사이에 이마를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어린이

용 BIS (BISTM Monitoring System,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부착하 는데 이 때 BIS 값이 40−65가 되도록15,16) 

지속주입농도를 조 하 는데 400 g/kg/min를 넘지 않도록 

하 다. 이후 세 군 모두에서, 보조호흡을 시행하는 동안 

호기말 이산화탄소 그래 의 함과 호흡에 따른 가슴 

올라옴을 확인한 후 rocuronium bromide 0.6 mg/kg을 정주하

다. 이후 근이완 감시장치로 근이완이 충분함을 확인하고 

기 내 삽 을 시행하고 67% 아산화질소와 33% 산소로 인

공 호흡을 하 다.

  수술  BIS는 40−65이 되도록 흡입마취제와 정맥마취

제의 농도를 조 하 는데, 그 범 를 sevoflurane은 1−3.5 

vol%, desflurane은 4−12 vol%, propofol은 100−400μg/kg/min

로 하 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가 35−40 mmHg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호흡수와 일회호흡량을 조 하 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opioid나 베타 차단제 등은 사용하지 않

았고, 몸무게와 식시간에 맞추어 계산하여 수액을 투여하

다.

  수술이 끝나고 개구기가 제거되면 모든 마취제 투여를 

지하고 atropine 20μg/kg과 neostigmine 50μg/kg으로 근이

완을 역 시켰다. 환자가 자발호흡과 근력이 충분히 회복되

면 발 하고 회복실로 이송하 다. 마취시간(마취제를 투여

할 때부터 단하기까지의 시간)을 기록하 고 동시에 마취

제를 지한 때로부터 수술실을 나가기 직 까지  단

로 시간을 재어, 발 까지의 시간, 자발호흡이 발생한 시간

을 기록하 다. 

  회복실에 도착한 직후 환자의 마취 약제를 모르는 마취

과 의사가 Pediatric Anesthesia Emergence Delirium Scale 

(PAEDS)를17) 평가하 다(Table 2). Children’s Hospital of 

Eastern Ontario Pain Scale (CHEOPS)의18) 수는 울부짖음

(crying), 불평의 호소(verbal complaints), 상체의 움직임(to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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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modynamic Characteristics 

Group S Group D Group P

Preoperative

HR (bpm) 102.0 ± 16.5 106.7 ± 3.8 104.9 ± 15.3

SBP (mmHg) 108.7 ± 10.9  111.1 ± 11.7 107.1 ± 11.5

DBP (mmHg)  61.3 ± 12.5   57.7 ± 12.1 57.0 ± 9.2

Intraoperative

HR (bpm) 106.7 ± 13.8 122.0 ± 22.9 115.7 ± 16.5

SBP (mmHg) 111.1 ± 11.7 108.4 ± 17.0 111.4 ± 13.9

DBP (mmHg)  57.7 ± 12.1 50.7 ± 9.9  59.9 ± 11.9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ree groups. Group S: 

sevoflurane, Group D: desflurane, Group P: propofol. Values are 

mean ± SD.

Table 4. Clinical Data

Group S Group D Group P

BIS 54.1 ± 10.3  49.1 ± 9.8  55.4 ± 8.4

Anesthetic time
72.3 ± 24.8  64.1 ± 19.1  69.4 ± 19.7

 (min) 

Time to extubation
474.6 ± 121.9 361.9 ± 150.7* 505.2 ± 155.6

 (sec)

Time to recovery of
325.5 ± 114.9 255.8 ± 144.4 285.6 ± 156.8

 respiration (sec)

Duration of PACU
35.4 ± 10.0  33.6 ± 7.5  38.9 ± 10.1

 stay (min)

Group S: sevoflurane, Group D: desflurane, Group P: propofol. 

BIS: bispectral index just before the stop of anesthetic agent, 

PACU: Postanesthetic care units. Values are mean ± SD. *P = 

0.01 vs. Group S and Group P. 

Table 5. Pediatric Anesthesia Emergence Delirium Scale and 

Children’s Hospital of Eastern Ontario Pain Scale at Postanesthetic 

Care Unit

Group S Group D Group P

 PAEDS early 14.3 ± 3.4 13.4 ± 4.3 13.1 ± 3.1

 CHEOPS early  7.3 ± 2.3  7.5 ± 2.4  6.6 ± 2.0

 PAEDS late  4.2 ± 3.5  2.9 ± 3.2  3.4 ± 3.4

 CHEOPS late  3.8 ± 1.9  4.0 ± 1.7  4.5 ± 2.0

Values are mean ± SD. Group S: sevoflurane, Group D: 

desflurane, Group P: propofol. ‘Early’ means the time right after 

the patients arrived at the postanesthetic care units, and ‘late’ 

means that just before they leaved there. 

movements), 만짐(touching), 표정(facial expression)과 다리움

직임(leg movements)의 다섯 가지 행동을 평가하 는데, 무

반응을 0 으로 하고 가장 심한 상태를 3 으로 하여 최소 

0 에서부터 최고 15 까지 기술하 다. 

  환아를 통제할 수 없고 신체 손상의 험이 있다고 생각

되면 alfentanil 10μg/kg이나 0.1 mg의 nalbuphine을 투여하

고 호흡억제나 가려움 등의 부작용을 찰하 으나, 약의 

선택이나 투여의 기 은 따로 정하지 않아서 세 군간의 비

교는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가 역학 으로 안정되고 스스로 기도유지가 가능

하면서 기 호흡 시 산소포화도가 95%이상 유지되고 정서

으로 안정되면 병실로 이송하 다. 이 때 회복실 체류시

간(회복실 입실에서 퇴실까지의 시간)을 기록하고 회복실에

서 나가기 직 에 PAEDS와 CHEOPS를 다시 평가하 다. 

더불어 신마취 후 오심, 구토, 떨림, 방  팽만, 진통제에 

의한 호흡 억제 등의 여부를 찰하 다.

  비연구를 하여 PAEDS가 3의 차이가 있는 경우 통계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0.8의 power와 0.05의 α error를 

용하여 총 60명의 상수를 산출하 다.

  자료들은 평균과 표 편차로 표 하 고 통계학  검정

은 window용 SPSS 12.0 version으로 시행하 다. 세 군간의 

모수  자료(demographic data, measured time interval, BIS)는 

ANOVA로, 비모수  자료(PAEDS, CHEOPS)는 Kruskall- 

Wallis test로 비교하 다. P value가 0.05 미만의 것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고 사후검정에서는 

Bonferroni와 Sidak의 정직 유의차를 이용하여 다  비교하

다. PAEDS와 CHEOPS간의 비교는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 다.

결      과

  수술 과 수술 의 심박수와 압은 세 군에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3). 마취제를 단하기 직 의 bispectral index, 

자발호흡이 발생한 시간, 마취 시간, 회복실 체류시간도 세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마취제를 종료한 시 부터 발 하

기까지 시간은 D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다른 두 군보다 

짧았다. D군에서 평균 으로 S군보다 110 (P = 0.03), P군보

다는 143 (P = 0.01) 정도 일  발 하 다(Table 4).

  회복실 도착직후에는 PAEDS와 CHEOPS간의 상  계

는 S군에서만 r = 0.5 (P = 0.0)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상

계가 있었고, 회복실 퇴실 직 은 S군 0.73 (P = 0.0), 

D군 0.77 (P = 0.0), P군 0.66 (P = 0.0)으로 모든 군에서 통

계 인 상 계를 보 다. 회복실에 도착한 직후와 회복실

을 떠나기 직 의 PAEDS와 CHEOPS도 세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Table 5).

고      찰

  이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동일한 시술을 할 때 마취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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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일하게 조 한 경우 propofol, sevoflurane, desflurane의 

각성시흥분의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소아에서의 각성시흥분은 약 20%에서 80%로 매우 다양

한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5,9) 각성시흥분은 1시간 이내 자연 

소실이 되지만, 심한 경우 추가의 치료가 필요해서 회복실

에서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간호제공자는 물론, 환자의 

신체와 수술부  손상의 험이 있기 때문에19,20) 간과해서

는 안 되는 증상이다.

  산소증, 방  팽만, 오심, 여러 약물, 수술  불안, 낯

선 환경에서의 빠른 각성속도, 통증 등이 각성시흥분의 원

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빠른 각성이 각성흥분의 원인

이라는 주장은 sevoflurane과 desflurane이 halothane에 비해 

각성시흥분이 많다는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다.21) 

  이 의 연구에서는 propofol로 신마취를 한 소아에서 

sevoflurane으로 마취를 한 경우보다 각성이 늦고 각성시흥

분이 더 은 것으로 보고하 다.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

군과 P군의 각성시간의 차이가 없었고 각성흥분의 차이도 

없었다. 이런 차이는 이 의 연구에서는 propofol의 유도량

이 3 mg/kg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2 mg/kg 보다 많았고, 

압과 맥박수를 이용하여 마취심도를 조 함으로써 실제

로 사용된 propofol의 용량이 본 연구와 동일한 조건은 아니

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 에 찰된 각성흥분의 발생의 정

도도 다르리라 여겨진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각 군마다 동

일한 마취심도를 유지한 후 기 때문에, 마취 각성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비슷한 각성시간에 찰된 각성흥분의 

정도도 유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propofol과 sevoflurane를 비교하 을 때 두 군에서 

동일하게 빠른 각성을 보이지만 각성시흥분은 sevoflurane에

서 많았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었다.11) 그러나 이는 서로 다

른 종류의 수술을 비교한 연구 고 수술  진통을 해 

미추 차단을 하거나 fentanyl을 일회 정주하 는데 그 선택

기 도 수술의 종류나 두 군간의 일 성이 없었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는 sevoflurane으로 마취한 군에서 통증의 정도

가 더 심하 기 때문에 통증이 각성시흥분을 높이는 이유

가 될 것이라고 언 하 다. 이 듯 이 연구에는 수술  

통증의 정도와 그 조  방법이 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

수하게 마취약제만을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술을 한 환자들만을 상으

로 하고 수술  진통제를 추가 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써, 통증의 정도와 마취심도를 유사하게 조 하여 오로지 

마취제의 종류만을 기 으로 하여 각성시흥분의 정도를 비

교할 수 있었다. 

  마취 심도가 수술 후 통증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

는10) middle latency auditory evoked potentials (MLAEPs)을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BIS를 사용하 다. BIS 감시

는 성인 뿐 아니라 소아에서도 마취심도 조 을 한 유용

한 방법이다.16,22) 본 연구에서는 BIS를 이용해 마취 심도를 

동일하게 조 하 고 동일한 수술을 상으로 하 으므로 

통증의 정도도 유사한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동일한 

마취심도로부터 각성하여 통증을 감지하고 이에 따른 각성

시흥분에 향을 주는 통증의 각 군간의 차이는 최소화하

여, 순수하게 마취제 자체에 의한 비교를 할 수 있었던 

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각성시흥분은 보통 각성 기 10분 안에 가장 심한 것으

로 되어있는데23) 본 연구에서는 desflurane과 propofol을 사용

한 경우에서는 이 시기의 각성시흥분과 통증의 정도는 상

계가 없었다. 다만 sevoflurane은 각성 기에 통증과 각

성시흥분의 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이 있었다. 하지

만 세 군간의 통증이나 각성시흥분의 정도는 차이가 없어

서 임상 인 의미는 찾지 못하 다. 한 평균 회복실 체류

시간인 30여분 이상 지난 후에는 세 군에서 모두 PAEDS와 

CHEOPS가 감소하 지만 두 수간의 상 정도는 증가하

다. 실제로 두 수간의 구성요소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소아의 행동 양상만 보고는 그것이 순수하게 통증에 의한 

것인지 각성시흥분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 기 

때문에 통증과 각성시흥분과의 인과 계는 본 연구에서 명

확히 밝힐 수 없었다. 

  결론 으로 각성 시간이 빠른 세 마취제인 sevoflurane, 

desflurane, propofol을 사용하 을 때, 마취 심도가 동일할 

경우 각성시흥분의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마취로부터의 

회복시간이나 회복실 체류시간도 임상 으로 의미 있게 다

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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