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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flurane 흡입 마취 유도 시 기도 과민성에 대한 
Lidocaine과 Fentanyl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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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lidocaine and fentanyl on airway irritability 
during inhalation induction with desflu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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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nhalation induction with desflurane can cause airway irritability and sympathetic stimul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lidocaine and fentanyl could reduce these unwanted reactions.

  Methods:  Seventy-five patients who had premedication with midazolam were randomly allocated to one of three groups to receive 

intravenous saline (S group), lidocaine 1.5 mg/kg (L group), fentanyl 1 μg/kg (F group), respectively, before tidal volume induction 

with desflurane in oxygen and nitrous oxide.  We recorded airway irritability such as cough, apnea, laryngospasm and excitatory move-

ment and hemodynamic changes.

  Results:  Airway irritabili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In F group, mean blood pressure at LOC ver 

and LOC BIS and heart rate at LOC ver, LOC BIS and just before intubation were lower than those of S group (P ＜ 0.05).  Other 

resul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intravenous fentanyl and lidocaine had no beneficial effects to reduce airway 

irritability, but intravenous fentanyl could significantly reduce hemodynamic stimulation during inhalation induction with desflurane 

in the patients who were premedicated with midazolam.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693∼7)

Key Words:  Airway irritability, Desflurane, Fentanyl, Lidocaine, Midazolam.

서      론

  Desflurane은 액/가스 분배계수가 낮아 마취 유도와 각

성이 빠르고[1], 체내에서 사가 거의 되지 않는 등 이상

인 마취제에 가깝다[2]. 하지만 desflurane의 자극 인 냄새

와 기도 자극성은 마취 유도 시에 기침, 무호흡, 후두경련, 

흥분성 운동 등의 기도 과민성을 유발하고 교감신경을 통

해 고 압과 빈맥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3,4]. 본 자들은 

fentanyl과 lidocaine이 desflurane 흡입 마취유도  발생하는 

기도 과민성과 역학  반응에 미치는 향을 midazolam을 

투약으로 투여한 환자를 상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신마취가 필요한 20세에서 65세 사이의 미국 마취과학

회 신체등  분류 1에 해당하는 75명의 남녀 환자들을 

상으로 하 다. 임상시험심사 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상환자의 동의 하에 연구를 시행하 다. 비만(BMI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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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of Patients

S group L group F group

(n = 25) (n = 25) (n = 25)

 Age (yr)  44.5 ± 16.2  40.4 ± 10.2  43.5 ± 10.1

 Sex (M/F)     13/12     15/10     15/10

 Height (cm) 165.7 ± 6.9 166.3 ± 7.4 164.5 ± 6.8

 Weight (kg)  66.7 ± 6.3  66.7 ± 9.8  65.3 ± 8.2

 LOC ver (sec) 178.6 ± 62.9 141.9 ± 72.5 140.9 ± 53.8

 DesI ver (vol%)   5.2 ± 1.7   4.4 ± 1.6   3.5 ± 1.0

 LOC BIS (sec) 283.8 ± 54.6* 290.0 ± 97.6* 264.3 ± 168.9*

 DesI BIS (vol%)   8.0 ± 1.3
†

  8.1 ± 1.7
†

  7.2 ± 1.4
†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S group: Saline, L 

group: Lidocaine 1.5 mg/kg, F group: Fentanyl 1 μg/kg. LOC ver: 

time to not respond to verbal command, LOC BIS: time to reach 

BIS less than 60, DesI ver: inspired desflurane concentration at 

LOC ver, DesI BIS: inspired desflurane concentration at LOC BIS. 

*P ＜ 0.05 versus LOC ver within each group. 
†

P ＜ 0.05 versus 

Des ver within each group.

Table 2. Airway Irritability

S group L group F group

(n = 25) (n = 25) (n = 25)

 Cough Grade 0 18 (72%) 21 (84%) 22 (88%)

Grade 1  4 (16%)  2 (8%)  0 (0%)

Grade 2  1 (4%)  0 (0%)  2 (8%)

Grade 3  2 (8%)  2 (8%)  1 (4%)

 Apnea  1 (4%)  2 (8%)  5 (20%)

 Laryngospasm  0 (0%)  0 (0%)  0 (0%)

 Excitatory  6 (24%)  5 (20%)  4 (16%)

  movement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percent). S group: Saline, L group: 

Lidocaine 1.5 mg/kg, F group: Fentanyl 1 μg/kg. Grade 0: no 

cough, Grade 1: 1−3 cough, Grade 2: 4−7 cough, Grade 3: ≥

8 cough.

kg/m2), 악성고열증의 과거력과 가족력, 추 신경계 질환, 

심 계질환, 폐질환, 당뇨, 고 압, 흉부 방사선에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와 만성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제외

하 다. 이때 만성 기침이란 연속한 2년 동안 어도 일년

에 3개월 이상의 기침으로 정의하 다. 모든 상 환자는 

무작  추출로 25명씩 세 군 즉, 조군은 S군으로 saline을, 

L군은 lidocaine 1.5 mg/kg을, F군은 fentanyl 1 μg/kg을 정주

한 군으로 하 다. 연구약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간호

사에 의해 saline을 첨가하여 총 10 ml로 비하 으며 연구

를 시행하는 마취과 의사는 모르게 하 다.

  모든 상 환자가 수술장 입구에 도착 했을 때 midazolam 

0.05 mg/kg으로 투약으로 정주하고 수술실로 옮겨 심

도, 비침습  자동 압 측정기, 맥박산소 계측기, Bispectral 

Index (BIS) 모니터(Bis VISTATM monitoring system, Aspect 

Medical System Inc, USA)를 통해 심 도, 압, 산소 포화

도, 의식 수 을 측정하 다. 3분간 사 산소투여를 함과 

동시에 미리 비된 연구약제를 각 군의 환자에게 30 간 

서서히 투여하 다. 마취유도는 일회호흡량법으로 하 는

데, 3 L/min의 산소와 3 L/min의 아산화질소와 함께 des-

flurane을 환자가 자발호흡을 여섯번 할 때마다 1 vol%씩 증

가시켰다. 10 마다 “  떠보세요”에 반응하는 것으로 의식

소실 여부를 찰하 고, BIS score가 60 미만이 되었을 때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rocuronium 0.8 mg/kg을 투여하고 90

 후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의식 소실(Loss of consciousness, LOC)은 구두 명령에 반

응이 없을 때를 LOC ver, BIS가 60 미만이 되었을 때를 

LOC BIS로 정의하 고, 각각에 도달하는 시간과 이때의 

desflurane 흡입농도를 기록하 다. 마취 유도 과정  발생

하는 기도 과민성은 기침, 후두경련, 흥분성 운동, 무호흡의 

유무로 기록하 는데, 무호흡은 30  이상 자발호흡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 으며, 기침은 발생횟수에 따라 grade 0은 0

회, grade 1은 1−3회, grade 2는 4−7회, 8회 이상이면 grade 

3으로 분류하여 기록하 다. 역학  반응을 보기 해 평

균 압과 심박동수를 연구약제 투여 (기본값), LOC ver, 

LOC BIS, 기 내 삽  시행 직 과 시행 직후에 각각 기록

하 다.

  모든 측정값은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고 SPSS 13.0 

version을 이용해 통계처리 하 다. 각 군의 성별, 기침, 무

호흡, 후두경련, 흥분성 운동 유무는 Chi-square test로, 나이, 

신장, 몸무게, LOC ver, LOC BIS에 도달하는 시간, 가스 농

도는 one-way ANOVA with Bonferroni post-test로, 평균 압

과 심박동수는 repeated measure ANOVA with tukey post 

hoc-test로 분석하 다. 모든 통계치는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 으로 의미 있다고 간주하 다.

결      과

  세 군 간의 신장, 체 , 나이, 성별은 차이가 없었고, 

LOC ver, LOC BIS에 이르는 시간과 이때의 desflurane 흡입

농도에서도 차이는 없었다(Table 1). 세 군 내에서 LOC ver

에 이르는 시간은 LOC BIS 시간 보다 의미 있게 짧았고, 

흡입농도도 LOC ver 때가 LOC BIS 보다 의미 있게 낮았다

(P ＜ 0.05, Table 1). 각 군 25명을 상으로 조사한 기도 

과민성에서 총 기침의 발생은 L군은 4명(16%), F군은 3명

(12%)으로, S군의 7명(28%)보다 었으나 통계학 인 차이

가 없었고 심한 정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흥분성 운동은 

S군 6명(24%), L군5명(20%), F군 4명(16%)으로 비슷한 발생

을 보 고, 후두경련은 모든 환자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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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mean blood pressure from preanesthesia to en-

dotracheal intubation during induction with desflurane. Group S: 

Saline, Group L: Lidocaine 1.5 mg/kg, Group F: Fentanyl 1 μg/kg. 

Baseline: just before drug administration, LOC ver: time to not re-

spond to verbal command, LOC BIS: time to reach BIS less than 

60, Pre: just before intubation, Post: just after intubation. Values 

are mean ± SD. *P ＜ 0.05 versus baseline. 
†

P ＜ 0.05 versus 

Group S at the corresponding period.

Fig. 2. Changes in heart rate from preanesthesia to endotracheal 

intubation during induction with desflurane. Group S: Saline, 

Group L: Lidocaine 1.5 mg/kg, Group F: Fentanyl 1 μg/kg. 

Baseline: just before drug administration, LOC ver: time to not re-

spond to verbal command, LOC BIS: time to reach BIS less than 

60, Pre: just before intubation, Post: just after intubation. Values 

are mean ± SD. *P ＜ 0.05 versus baseline. 
†

P ＜ 0.05 versus 

Group S at the corresponding period.

호흡은 S군이 1명(4%), L군이 2명(8%), F군이 5명(20%)으로 

F군이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 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Table 2).

  각 군내에서 기본값과 비교한 평균 압은 기 내 삽  

직후에 모든 군에서 증가하 지만(P ＜ 0.05) 이 시 을 제

외하면, S군과 L군의 평균 압은 기본값과 차이가 없었고, 

F군의 평균 압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LOC ver 때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F군의 평균 압은 S군

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P ＜ 0.005), 

LOC ver (P = 0.007)와 LOC BIS (P = 0.0019)에 S군 보다 

의미 있게 낮았다(Fig. 1). 기본값과 비교한 심박동수는 

LOC ver 때를 제외한 S군과 L군의 모두 시 에서 의미 있

게 증가하 으나, F군에서는 LOC ver와 LOC BIS 때는 감

소했다가 기 내 삽  직 과 직후에 의미 있게 증가하

다(P ＜ 0.05). F군의 심박동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 S과 유의한 차이를 보 고(P ＜ 0.005), 

LOC ver, LOC BIS와 기 내 삽  직 에는 S군에 비해 의

미 있게 었다(P ＜ 0.05)(Fig. 2).

고      찰

  Desflurane은 액/가스 분배계수가 0.42로 낮아서 마취 유

도와 각성이 빠른 흡입 마취제로, 구조 으로 유사한 iso-

flurane보다 50%, sevoflurane 보다는 25−40%까지 마취 각성 

시간이 짧으며, 체내에서 거의 사되지 않고 폐로 배출되

는 것으로 보고된다[1,2]. 따라서 빠른 각성이 필요한 외래

수술 환자,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환자, 장시간 수

술을 하는 환자, 비만환자의 마취에 유리하다[5]. 그러나 

desflurane의 자극 인 냄새와 기도 자극성은 기도 과민성반

응과 함께 신경순환반응(neurocirculatory response)을 일으킬 

수 있어 허 성 심질환이나 심폐 비력(cardiopu-lmonary 

reserve)이 떨어진 환자를 마취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Lebenbom-Mansour 등[6]과 Rapp 등[7]의 profopol과 비

교한 논문들을 보면 desflurane으로 인한 기도과민성의 빈도 

즉, 기침은 26−59%, 무호흡은 13−35%, 흥분성 운동은 24

−43%, 후두경련은 17%에서 발생하 다고 보고하고 있고, 

Bunting 등[8]은 lidocaine의 향을 보기 한 실험에서 모

든 환자가 심각한 기도 과민성과 역학  불안정을 보여 

연구를 단했다고 보고하 다. 한편 Arain 등[9]과 Mckay 

등[10]은 desflurane 마취 후 각성 에도 기침과 무호흡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desflurane의 자극 인 냄새에 의한 불유쾌

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투약으로 midazolam 0.05 mg/kg을 

투여하 다. Midazolam의 기도 과민성에 한 계는 명확

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자극에 의해 수축된 기도 평활근에 

midazolam을 투여한 경우, 세포 외 Ca2＋의 세포 내 유입을 

방해하여 세포 내 Ca2＋ 농도를 낮춤으로 수축된 기도 평활

근을 직  이완시킨다고 보고하 고[11,12], Murphey 등[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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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iazepam 0.2 mg/kg과 midazolam 0.07 mg/kg이 기도 자극

에 한 성문의 반응성 폐쇄 정도를 으며, 두 약제에 

해 길항작용이 있는 flumazenil을 투여하여 기도가 다시 

과민해지는 결과를 얻었다.  기도 평활근과 그 주  조직

에 GABA 수용체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GABA 작용제가 

기도확장에 여한다는 보고도 있다[14].

  흡입 마취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기능  잔기량까지 숨을 

내쉰 다음 폐활량만큼 들어 마시도록 하는 폐활량 호흡법

과 일회호흡량 호흡법이 있는데, 일회호흡량 호흡법은 폐활

량 호흡법에 비해 마취유도 시간이 다소 늦지만, 환자의 연

습과 조가 필요하지 않고, 기도 과민성과의 계는 두 방

법에서 보고마다 서로 달라 어느 한편이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15,16]. 본 연구에서는 일회호흡량 호흡법을 

선택하 고 환자가 6회 일회호흡 할 때마다 desflurane 흡입 

농도를 1 vol%씩 천천히 증가시켰는데, 처음부터 고농도에 

노출되거나 증가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기도 자극을 유발하

는 수용기가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반응이 심각해지고[17], 

sevoflurane보다는 desflurane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한다

[18].

  Fentanyl은 추의 μ, δ, κ 수용체를 통해 진해제로 작용

하고  기도 과민성을 이기 때문에 마취유도 3−5분 

에 1−2.5 μg/kg 정주하여 신마취의 보조제로 사용되어 

왔다[19]. Kelly 등[20]과 Kong 등[21]은 desflurane 흡입 마취

유도 5분 에 1 μg/kg 투여하여 기도 과민성을 의의 있게 

고 마취 유도시간은 짧아졌으며 desflurane 흡입 농도를 

낮췄다고 보고하 고, Lee 등[22]은 소아에서 2 μg/kg 정주

하여 기도과민성을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1 

μg/kg 선택하 고 마취유도 3분 에 투여한 결과, 기도 과

민성은 25명  기침이 3명(12%, 0/2/1)이었고, 무호흡 5명

(20%), 흥분성 운동은 4명(16%)으로 다른 두 군과 차이가 

없었는데 이  무호흡은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더 많

았다.

  Lidocaine의 장농도가 20−200 mg/ml이 되면 기 지 평

활근을 직  이완 시키고, 10 mg/ml에서는 평활근을 수축시

키는 화학 물질의 분비를 막는데 이 농도는 추신경계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임상 으로 용하기는 어렵지만 

자극에 한 기도 과민성을 이는 장 농도는 3 μg/ml으

로 마취유도 3−5분 에 1.5−2 mg/kg을 정주하거나 4% 

용액을 흡입하여 얻을 수 있다고 한다[23,24]. Lee 등[22]의 

연구에서는 alfentanil과 비슷한 정도로 흥분성 운동의 발생

을 여 기도 과민성에 효과가 있었고, 마취 유도까지의 시

간도 두 약제를 투여한 군이 식염수의 조군 보다 짧다고 

보고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을 desflurane 흡입 3

분 에 1.5 mg/kg 투여하 으나 기도 과민성을 이는데 

효과가 없었다.

  각 군 간에 구두명령에 반응(LOC ver)한 시간과 BIS가 60

미만으로 떨어진(LOC BIS) 시간은 차이가 없었으나 모든 

군에서 LOC ver가 LOC BIS 보다 의미 있게 빨랐고, des-

flurane 흡입농도는 LOC ver때 S군, L군, F군이 각각 5.2 ± 

1.7, 4.4 ± 1.6, 3.5 ± 1.0으로 각 군간 차이가 없었지만, 

LOC BIS 때의 각각의 흡입농도 8.0 ± 1.3, 8.1 ± 1.7, 7.2 ± 

1.4 보다 의미 있게 낮았다. 한편 기도 과민성이 나타난 시

기를 살펴보면 부분 LOC ver와 LOC BIS 사이에 발생하

고, 흥분성 운동을 보인 3명(각 군에 한 명씩) 만이 LOC 

ver 이 에 발생하 다.

  S군에서 기도 과민성 반응은 25명  기침이 7명(28%), 

무호흡은 1명(4%), 흥분성 운동은 6명(24%), 후두경련은 발

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midazolam으로 투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와 마취 유도 방법이 동일한 Kong 등[21]

의 결과는 기침 25%, 무호흡 20.0%, 흥분성 운동 46.7%, 후

두경련 11.7% 고, 앞서 언 한 Kelly 등[20]의 연구에서 

처치를 하지 않은 100% 환자가 기도과민성 반응을 보 다

는 보고와 비교하면 상 으로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dazolam이 고유의 기도 평활근 이완작용과 

더불어 진정작용을 일으켜 상 으로 낮은 흡입마취농도

에서 마취유도가 된 것과, 일회호흡량 호흡법으로 마취제의 

농도를 서서히 높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Desflurane 흡입은 기도에 분포하는 수용체를 통한 교감신

경계를 활성화하여  카테콜라민치를 상승시킴으로 고

압과 빈맥을 유발하는 신경순환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

[25]. Muzi 등[26]은 이들 수용체가 상기도, 기 과 기 지 

등 기도를 포함한 폐 반에 분포한다고 한다. Parcentine 등

[27]에 의하면 desflurane 흡입을 시작하면 교감신경반응으로 

압, 맥박과 심정맥압이 증가하여 4−5분에 최 다가 

다시 돌아왔고, 흡입농도를 갑자기 올린 경우 이 보다 빠른 

2−3분에 최 의 반응을 보 으며, fentanyl을 투여하여 반

응의 정도를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기 내 삽  직

후에 비록 기본값의 40% 이내로 험한 수 은 아니었으나 

평균 압과 심박동수가 모든 군에서 상승하 는데, F군에서

는 그때를 제외하면 평균 압은 감소하 고 L군과 S군에서

는 기본값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맥

박은 기본값에 비해 F군에서 감소하다가 기 내삽  직

과 직후에만 증가한 반면 L군과 S군에서는 모든 시 에서 

증가하 다.

  결론 으로 desflurane 흡입 마취 유도 시 fentanyl은 mid-

azolam과 함께 투여하여 desflurane 흡입마취에 따른 역학

 반응을 일 수 있었으나, 기도 과민성을 감소시키지 못

하 고, 무호흡의 험을 증가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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