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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remifentanil infusion on coughing during emergence from general anesthesia with desflurane 

Hyeok-rae Cho, M.D., Hae-kyu Kim, M.D., Seung-hoon Baek, M.D., and Kyu-youn Jung, M.D.
Department of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roea

  Background:  Coughing during emergence from general anesthesia is a common clinical problem and results in a number of 

undesirable side effects.  Remifentanil stimulate μ-opioid peptide receptor known to be related to antitussive effe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remifentanil on coughing after general anesthesia with desflurane.

  Methods:  Fifty one ASA physical status I and II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either remifentanil with 1 ng/ml effect site concentration or normal saline until extubation.  The number and 

intensity of coughs were monitored during emergence and the recovery time was recorded.

  Results:  The incidence and number of coughing during emergence was significant less frequent in the remifentanil group 

(P ＜ 0.05).  The intensity of coughing was significant milder in the remifentanil group (P ＜ 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recovery time. 

  Conclusions:  Continuous remifentanil infusion with 1 ng/ml effect site concentration during emergence from general anesthesia 

with desflurane decrease the incidence of coughing without delaying the recovery time.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670～4)

Key Words:  cough, desflurane, emergence, remifentanil. 

서      론

  기 내 삽 을 동반한 신 마취의 각성 시 기침의 발생

률은 38%에서 96%까지 보고되고 있다.1,2) 각성 시의 기침은 

기  내 튜 와 그 기낭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고 압, 

빈맥, 부정맥, 뇌압 상승, 안압 상승, 후두 경련, 수술 부  

출 , 상처 불유합 등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발

생시킨다.2-4) 이를 피하는 것이 순조로운 각성의 임상  주

안 이라고 볼 수 있다.

  기침 반사는 기  상피에 분포하는 수용체가 받아들이는 

자극이 미주 신경을 통해 추 신경계에 달되어 기침을 

유발하는 것으로 말 신경에서 자극을 억제하는 국소 마취

제나 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아편양 제제 등의 약물을 통

해 이를 조 할 수 있는데, 아편양 제제의 경우 주로 μ-아

편양 수용체를 통해 작용을 나타낸다.5,6) 신 마취 후 각성 

시에 국소 마취제인 lidocaine을 이용한 기침 발생 억제에 

한 연구는 많이 시행되었으나 아편양 제제를 이용한 연

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desflurane을 이용한 신 마취 하에서 각성시 re-

mifentanil의 지속 인 투여가 각성 시 기침의 발생  회복 

시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방법

  이 연구는 임상시험 심사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하 다. 신 마취 하에 1−3시간 사이의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이 정된 환자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는 2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환자 51명

을 상으로 하여 시행하 다(Table 1). 수술  활동성 상

기도 감염, 후두, 기  수술의 병력 혹은 병리  소견이 있

는 환자,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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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Control

(n = 25)

Remifentanil

(n = 26)

Gender (M/F)

Age (yr)

Weight (kg)

Operation time (min)

16/9

34.2 ± 16.8

61.4 ± 15.6

116 ± 64

15/11

35.4 ± 20.6

63.7 ± 13.3

120 ± 60

Values are numbers or mean ± SD except gender.

이 연구에서 제외 하 다. 

  환자들에게 술  8시간의 식을 시행하 고 수술실 도

착 30분  glycopyrrolate 0.2 mg과 midazolam 3 mg을 근주

하 다.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자동 압기, 맥박산

소계측기, 체온계를 이용하여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

고 사연속자극 비율 측정을 해 말  신경 자극기

(Paragraph, Utah medical products Inc., USA)를 부착하 으

며, 호기말 이산화탄소가스 농도측정기를 통해 호기말 이산

화탄소분압과 호기말 desflurane 농도 값을 감시 하 다.

  마취 유도 시 100% 산소로 사 산소투여 후 1 MAC의 

desflurane을 투여하면서 propofol 2 mg/kg과 rocuronium 0.8 

mg/kg 정주하여 직  후두경하에 여자의 경우 6.5 mm 내경, 

남자의 경우 7 mm 내경의 RAE 기  내 튜 를 이용하여 

경비 기  내 삽 을 실시하 다. 압력계(Control InflatorTM, 

VBM medizintechnik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튜 의 기

낭을 20 cmH2O의 압력에 이를 때까지 공기로 채웠다.

  환자는 무작 로 두 군으로 분류되었으며, 두 군 간의 나

이, 성별, 체 , 수술 시간은 통계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담당 마취의가 사용되는 약물의 성분을 모르도록 하

으며, Remifentanil군은 마취 유도 후 remifentanil을 효과 처 

농도를 목표농도주입기(OrchestraⓇ with Base Primea, Fresenius 

Kabi, France)의 Minto 모델을7) 이용하여 1 ng/ml으로 발  

시까지 투여하 고 조군은 remifentanil을 섞지 않은 생리 

식염수를 발  시까지 투여하 다.

  마취유지는 N2O를 혼합한 흡입산소농도 50%에서 압 

 심박수의 변화가 마취  값의 20% 이내로 유지 되도록 

desflurane을 1 vol%씩 가감시켜 조 하 고, 각 군에서 re-

mifentanil과 생리 식염수 투여량은 일정하게 유지하 다. 호

기말이산화탄소분압을 30−35 mmHg로 유지하 으며, 체온

은 마취  체온에서 0.5oC 이내의 변화를 유지하 다. 

  수술 후 마지막 합 시 에서 호기말 desflurane 농도를 

3−3.5 vol%, 사연속자극 비율 7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

으며 합 후 desflurane과 N2O를 끄고 O2 5 L/min를 흡입

시키면서 각성을 시도하 으며, 사연속자극 비율이 90% 이

상 측정되었을 때 pyridostigmine 0.2 mg/kg, glycopyrrolate 

0.01 mg/kg를 정주하여 근 이완을 가역 시켰다.

  마지막 합이 끝난 후부터 구두 명령에 따라 을 뜰 

때까지 걸린 시간과 발 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 고, 발

은 을 뜨라는 구두 명령에 따르고 규칙 이고 자발 인 

호흡을 보이는 경우 혹은 자발 기  발 과 같은 목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를 기 으로 시행하 다. 회복실로 나

가기 까지 발  후로 기침의 발생 유무와 횟수를 측정

하 으며, 기침 발생시 그 정도를 Minogue 등의 연구에서8) 

사용한 다음의 3등 으로 나 어 측정하 다. 경증은 한 번

의 기침, 등도는 5  이상 지속되지 않는 연속 인 기침, 

증은 5  이상 지속되는 연속 인 기침으로 구분하여 강

도를 측정하 다.

  표본 크기는 신 마취에서 각성 시 기침의 발생률이 

76.5%라는 이 의 결과에 기 하여 정하 다.9) 50%의 상  

험도 감소를 임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 α ≤ 0.05, 

power = 0.8을 이용하면 각 군당 25명의 환자가 필요하

다. 통계는 statview 5.0 로그램(SAS institute, USA)을 이용

하 다. 비율로 나타내어지는 자료의 비교는 chi-square test

를 이용하 고, 평균 ± 표 편차로 나타내어지는 연속 인 

자료의 비교는 unpaired t-test를 이용하 다. 그리고 기침의 

강도 측정의 경우 Mann-Whitney U test로 군간 비교를 하

다.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

주하 다.

결      과

  수술 종료 시 호기말 desflurane 농도는 조군에서 3.3 ± 

0.2 vol%, remifentanil군에서 3.2 ± 0.3 vol%로 측정되었고, 

수술 종료 시 사연속자극 비율 값은 조군에서 84 ± 15%, 

remifentanil군에서 80 ± 17%로 측정되어 두 항목 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발  시간의 경우 조군에서 7.2 ± 5.8분, remifentanil군

에서 7.9 ± 6.1분 이었고 구두 명령에  뜬 시간은 조군

에서 7.0 ± 4.0분, remifentanil군에서 6.9 ± 4.1분으로 두 항

목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침 횟수는 조군에서 발   15.0 ± 18.0회, 발  후 

3.0 ± 12.0회 고, remifentanil군에서는 발   3.0 ± 7.0회, 

발  후 0.8 ± 4.2회로 측정되어 발  후로 remifentanil군

에서의 기침 횟수가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었다(P ＜ 

0.05, Fig. 1).

  기침의 발생률의 경우 조군에서 발   95%, 발  후 

76% 고, remifentanil군에서 발   66%, 발  후 27%로 

측정되어 발  후로 remifentanil군에서의 기침 발생률이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Fig. 2).

  기침의 강도에 있어서도 조군에서 발  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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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coughs before and after ex-

tubation between group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 number of coughs are significantly lower in Remifentanil 

group than in Control group. Remifentanil: remifentanil infusion 

with 1 ng/ml effect site concentration, Control: normal saline in-

fusion until the extubation time.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2. Comparison of the incidence and intensity of cough before 

and after extubation between groups. The incidence and intensity of 

cough are significantly lower in Remifentanil group than Control 

gourp. Mild: single cough, Moderate: more than one episode of 

unsustained (≤ 5 sec.) coughing, Severe: sustained (＞ 5 sec.) 

bout(s) coughing. Remifentanil: remifentanil infusion with 1 ng/ml 

effect site concentration, Control: normal saline infusion until the 

extubation time.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50%, 등도 25%. 경증 20%이었고, 발  후에는 등도 

13%, 경증 63% 고, remifentanil군에서는 발  에는 등

도 33%, 경증 33%이었고, 발  후에는 증 7%, 경증 20%

로 측정되어 발  후로 remifentanil군에서의 기침의 강도

가 조군에 비하여 약하게 측정되었다(P ＜ 0.05, Fig. 2).

고      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신마취에서 회복 시 순

조로운 각성을 방해하는 각성 시 기침의 발생은 기  자극

에 의한 기침 반사에 의한다. Aδ-섬유에 의해 지배받는 기

 상피에 분포한 빠른 작용 수용체(rapid adapting receptors)

는 기계  자극에 민감하며, 기침 반사는 이 수용체가 받아

들이는 자극이 미주 신경을 통해 추 신경계의 고속핵

(Nucleus tractus solitarius)에 달되어 기침을 유발하는 것이

다. 말  신경 자극을 억제하기 한 lidocaine 같은 국소 마

취제의 사용이나 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아편양 제제, 

GABA 수용체 효 제 등의 약물을 통해 기침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데,6) 아편양 제제의 경우 μ, κ, δ-아편양 수용

체가 다 여하지만 주로 μ-아편양 수용체를 통해 작용을 

나타낸다.10)

  재까지는 각성 시 기침 발생을 이기 한 연구로서 

lidocaine 사용에 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다. Lidocaine의 

정맥내 투여,3,11-13) 기낭 내 주입,1,14) 국소 2,8,15-17) 등 다

양한 경로를 통한 lidocaine의 투여에 한 연구는 lidocaine

의 사용이 각성 시 기침 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

내고 있으나 투여 경로에 따른 부작용  문제  한 존

재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Lidocaine의 정주의 경우 각성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고,2) 국소 의 경우 작용 시간이 

짧거나 기낭에 의해 효과 인 이 힘들다는 단 이 있

으며,17) 기낭 내 lidocaine 주입의 경우 기낭 손상 시 흡인의 

험이 있을 수 있다.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신 마취 시에 마취 보조

제로서 리 사용되는 선택  μ-아편양 수용체 효 제인 

remifentanil을 사용하 다. 마취 유지의 경우 BIS 등의 마취 

깊이에 한 감시 없이 활력 징후를 통해 마취제를 조 하

여 두 군 간에 마취 깊이에 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술 종료 시에는 두 군 간의 호기말 desflurane 농도  사

연속자극 비율을 일정 범 내로 조 하여 각성 시간의 차

이를 유발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 하 고, 근 이완제에서

의 회복 차이로 인한 기침 발생 정도의 차이를 이고자 

하 다. 연구 결과, 각성 시에 효과처 농도 1 ng/ml로 re-

mifentanil을 투여하는 군의 경우 조군에 비하여 발  

후로 기침의 횟수, 발생률, 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

를 보 다. 이는 remifentanil이 추 신경계의 μ-아편양 수

용체에 작용하여 기침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진다. 

  아편양 제제는 호흡 억제 작용, 진정 작용  인지 기능 

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remifentanil은 다른 아편양 제제

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지만 역시 같은 작용을 나타낸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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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항 기침 효과를 가지는 codeine, dextromorphan 같은 아

편양 제제는 호흡 억제 작용이 나타나는 것보다 은 용량

에서 충분한 기침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18) Remifentanil의 

경우 국소 마취 수술 시에 호흡 억제 작용이 없이 진정,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투여량이 0.05−0.15 µg/kg/min이었고10) 0.05

μg/kg/min 이상의 정주 농도에서는 마취 회복에 장애를 

래하 다는 보고가 있었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0.05 μg/kg/min

의 투여량과 비슷한 양인 효과 처 농도 1 ng/ml의 투여량으

로 진행하 고 연구 결과, 각성 시 구두 명령에 따르는 시

간은 remifentanil군과 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발

 시간의 경우 remifentanil군에서 약간 길었으나 두 군간에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효과처 농

도 1 ng/ml의 remifentanil은 진정  호흡 억제 효과가 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remifentanil군에서 각성 시 구두 명

령에 따른 직후나 혹은 동시에 스스로 자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구두 명령에 따른 후 숨을 쉬라는 명령에 의해 자

발 호흡을 시작하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으며, remifentanil군

에서 한 명의 환자는 구두 명령에 따른 후 자발 호흡을 시

작하는데 4분 이상이 소요 되기도 하 는데, 이 상이 re-

mifentanil군에서의 발  시간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remifentanil의 호흡 억제 작용

으로 생각되어 지며, 부분은 외부의 지시에 의해 의식

으로 호흡 기능 회복이 가능하 으나 개개인의 차이에 의

해 효과처 농도 1 ng/ml에서도 호흡 억제 작용이 길게 나타

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Remifentanil군에서 회복 시간의 지연이 나타나지 않은 것

은 체내 용해도가 낮은 desflurane의 성질로 인한 빠른 폐포 

내 농도의 감소에 의해20) remifentanil의 MAC-억제 효과

(MAC-suppression effect)가 미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

각할 수도 있다. MAC-억제 효과는 흡입 마취제와 같이 사

용한 아편양 제재가 뇌간과 척수 수 에서 유해 자극을 조

하여 마취제의 사용량을 여주는 효과로서10) remifentanil

의 경우 효과 처 농도 1−1.5 ng/ml로 투여 하 을 때 흡입 

마취제의 MAC을 50% 수 으로 낮추어 다.21,22) 각성 

에 지속 으로 투여된 remifentanil의 MAC-억제 효과가 

MAC awake 값에도 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 연

구에서 사용된 흡입 마취제인 desflurane의 경우는 낮은 체

내 용해도로 인해 각성시에 폐포 내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

여 remifentanil에 의한 MAC awake 값의 변화에 큰 향을 

받지 않아 remifentanil군에서 회복 시간의 지연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desflurane 보다 높은 체내 용해도를 

가지는 sevoflurane, isoflurane 같은 다른 흡입 마취제로 같은 

연구를 시행한다면 각성 에 지속 으로 투여된 re-

mifentanil의 MAC-억제 효과로 인해 각성  회복 시간 지

연 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환자에 국한된 이 연구에서는 조

군에서 기존의 보고보다 높은 기침 횟수  발생률을 나타

내었다. 기침의 발생이 구강 외과 수술시 보다 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다른 수술의 경우 remifentanil의 기침 발생 억

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 경비 기 내 삽 을 한 경우만 상으

로 삼았기 때문에 경구 기 내 삽  환자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기침 반사가 기  내 튜   기

낭에 의한 기도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고려해보

면 경구 기  내 삽 의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신 마취에서 효과처 1 ng/ml 농도로 투여한 

remifentanil은 각성 시 회복 시간의 연장 없이 기침의 발생

을 억제하 다. 각성 시 기침을 억제하기 한 remifentanil

의 투여가 더 안 하고 리 사용되기 해서는 앞으로 보

다 더 다양한 상을 통한 연구와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

에 한 더 정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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