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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oflurane과 Desflurane 마취의 회복 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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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Sevoflurane and Desflurane are new inhalation anesthetics with a low blood/gas solu-

bility which should allow a fast induction and emergence from anesthesia.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induction and recovery characteristics of gynecologic surgical patients receiving sevo-

flurane, desflurane or isoflurane with nitrous oxide for the maintenance of general anesthesia.

  Methods:  After a standardized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fentanyl, propofol, succinylcholine and 

tracheal intubation, patients undergoing an elective gynecologic surgery lasting 1-2 hr randomly received 

sevoflurane (n = 23), desflurane (n = 21) or isoflurane group (n = 20).  Induction, recovery time and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and recall were compared among groups.  The liver 

(SGOT, SGPT, ALP) and renal (BUN, serum creatinine) function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Results:  Although anesthetic conditions were similar during the operation in the three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in induction and recovery profiles from anesthesia.  Induction time 

was 201 ± 67 sec for sevoflurane, 124 ± 66 sec for desflurane and 422 ± 257 sec for isoflurane.  

The time required for the end-tidal concentration of anesthetics to decrease by 50% was 180.9 ± 34.4 

sec for sevoflurane, 168.0 ± 160.1 sec for desflurane, and 222.9 ± 127.5 sec for isoflurane.  The time 

to response (eye opening following a simple command), and orientation (recall of name and date of 

birth), to reach 10 points of the PAR (post anesthesia recovery) score and discharge from recovery room 

were significantly shorter after sevoflurane and desflurane than after isofluran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ver and kidney functions between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among the 

groups.  The frequency of side effects such as nausea, vomiting and recall during the postoperative period 

was similar among the groups.

  Conclusions:  It is concluded that a balanced anesthetic technique using sevoflurane and desflurane 

as the main anesthetics has certain advantages compared with isoflurane in terms of faster emergence.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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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입마취는 폐를 통해 투여와 배설이 쉽게 이루어

지며 마취 조절성이 좋고 마취깊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임상 마취에 널리 사용되어 왔

다. 1946년 Morton이1) diethyl ether를 외과적 마취에 

처음 사용한 이후 여러 종류의 마취제가 개발되어 

현재는 enflurane, isoflurane, desflurane, sevoflurane과 

nitrous oxide 등이 환자의 상태 및 수술종류에 따라 

선택 사용되고 있다.
2)
 국내에서는 1960년대 diethyl 

ether,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halo-

thane이, 그 이후 지금까지 enflurane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1990년도 이후에는 심근 억제 작용이 없고 

뇌 손상 환자에서 비교적 뇌압을 안정시키는 iso-

flurane이 개심술과 뇌 손상 환자의 마취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사용되던 흡입마

취제에 비해 용해도가 매우 낮아 마취유도 및 각성

이 빠른 장점이 있다는 sevoflurane과 desflurane이 외

래 마취 등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desflurane

은 특별한 기화기가 필요하고 다른 할로겐화 약제보

다 마취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3-5) sevoflurane

은 냄새와 기도자극이 없어 흡입 마취 유도가 가능

하며 특히 소아 마취 역에서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 새로운 흡입마취제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에 대한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

는 sevoflurane과 desflurane의 특성 및 부작용 등을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흡입마취제 중 마취유도 및 

회복이 가장 빠르고, 심혈관계에 비교적 안전성이 

있는 isoflurane 사용 시와 비교하여 sevoflurane과 

desflurane의 임상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2001년 4월부터 동년 9월까지 전남대

학교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전신 마취하에 하복

부 수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 1, 

2에 해당하는 성인 여자 환자(연령 23-54세, 체중 

41-76 kg, 키 141-167 cm) 64명으로 하 다.

  대상군은 무작위로 주마취제에 따라 sevoflurane군

(n = 23), desflurane군(n = 21) 및 isoflurane군(n = 

20)으로 나누었다. 심한 심폐혈관, 간, 신장, 위장, 

혈액학, 신경 및 대사에 질환이 있는 환자, 본 연구

에 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 연구 일주일 내에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 

및 수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세 군 간의 환자 분포 및 수술의 종류는 차이가 없

었다(Table 1). 수술 전날 담당마취의사는 대상환자

에게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연구 참

여 동의를 구하 다. 모든 환자에서 고형식과 우유

는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하 고, 수술실에 도착 

후 앙와위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환자 감시장치를 

부착하 다. 마취유도 전에 모든 환자에게 흡입마취

제의 사용량 감소를 위해 fentanyl citrate (구연산 펜

타닐, 명문제약, 한국) 1μg/kg을 정맥주사하 다. 마

취유도는 혈압과 심박수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

한 후 100% 산소 5 L/min를 1-2분간에 걸쳐 흡입

시킨 후 propofol (2 mg/kg)과 succinylcholine chloride 

(1.5 mg/kg)를 정맥 주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전체 가스유량 1.2 L/min (N2O：O2 = 0.7 L：0.5 L)

을 사용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0-35 mmHg

가 되도록 폐쇄식 순환 방법으로 조절 환기를 실시

하 다. 마취유지는 Dräger Cato, Ohmeda Tec 4 및 

Tec 6 기화기를 사용하여 각각 sevoflurane-N2O-O2, 

desflurane-N2O-O2 및 isoflurane-N2O-O2로 하 다.

  세 군 모두에서 기관내삽관 후 마취회로를 기관내 

튜브에 연결한 후 흡기분율을 0.5 MAC (minimal al-

veolar concentraion)으로 시작하여 2 MAC까지 증가

시켰다. 그리고, 호기말 마취제 농도가 0.5 MAC에서 

흡기 농도의 비율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를 마취 도

입시간으로 하 으며 이 때 수술을 시작하게 하 다.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and Surgical Procedure
ꠧꠧꠧꠧꠧꠧꠧꠧꠧꠧꠧꠧꠧꠧꠧꠧꠧꠧꠧꠧꠧꠧꠧꠧꠧꠧꠧꠧꠧꠧꠧꠧꠧꠧꠧꠧꠧꠧꠧꠧꠧꠧꠧꠧꠧꠧꠧꠧ

Isoflurane Desflurane Sevoflurane
(n = 20) (n = 21) (n = 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5 ± 7 40 ± 11 37 ± 13

Weight (kg) 56 ± 8 57 ± 7 55 ± 9 

Height (cm) 155 ± 7 155 ± 4  57 ± 3 

Hysterectomy  14 16 14

Cystectomy   4  3  5

Myomectomy   2  2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shown a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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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 맥박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동맥압 등과 함께 흡기 및 호기 가스(산소, 이산화

탄소, 아산화질소, sevoflurane, desflurane 및 isoflu-

rane) 농도를 환자감시기(Datex-Engstrom, Finland)에 

의해 측정하 다. 호기시 마취제의 농도는 sevo-

flurane은 2 vol%, desflurane은 6 vol%, isoflurane은 

1.2 vol%를 1 MAC으로 하여 0.5 MAC으로 유지하

다. 적절한 마취깊이는 임상 증상이나 혈역학 반

응에 의해 판정하 으며 환자의 생명 징후(vital sign)

는 마취시작 전 혈압 및 맥박의 20% 이내로 유지하

도록 필요한 경우 fentanyl과 crystalloid를 적정하 다. 

  근육이완의 정도는 relaxography (Datex, Finland)를 

사용하여 감시하 으며 필요에 따라 vecuronium 1-

2 mg을 추가 정주하 다. 수술이 끝나면 잔여 근이

완을 역전시키기 위해 pyridostigmine 0.2 mg/kg과 

glycopyrrolate 10μg/kg을 정주 하 다. 동시에 모든 

흡입마취제를 끈 후 100% O2 (5 L/min)로 잔여 흡입

마취제를 제거하 다. 모든 감시 결과는 마취유도부

터 수술시작 10분까지는 1분 간격으로 그 후부터 마

취제 투여를 중단 시까지는 5분, 그 이후는 다시 1

분 간격으로 조정하 다.

  회복정도는 수술 후 마취제 투여 중단 시 호기 마

취제 농도가 50%로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time to 

50% decrease in end tidal inhaled agent, T50%)과 응답

시간(time to response, TR), 정위시간(time to orien-

tation, TO), 발관시간(time to extubation, TE) 마취 후 

회복 점수(postanesthetic recovery score, PAR score)가 

10점이 되는 시간(time to reach 10 point of PAR 

score, TPAR10) 및 회복실에서 퇴실시간(time to the 

discharge from recovery room, TDis)을 측정하 다. 이

상의 모든 회복 지표는 마취제 투입 중지 시부터 계

산하 다. 특히 TR은 마취제주입 중지 시부터 물음

(verbal command)에 눈을 뜰 때까지, TO는 이름 및 

자신의 생일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정위가 설 때까

지), TE은 환자가 물음에 눈을 뜨고 capnography상 

규칙적인 자발호흡 상태가 될 때까지의 시간 차이로 

하 다.

  구역, 구토 및 수술 중 기억 여부는 수술 당일 저

녁이나 그 다음날 방문하여 환자와 면담하여 조사 

기록하 다. 또한 수술 12시간 후에 간 기능(SGOT, 

SGPT, ALP)과 신장기능(BUN, creatinine)을 검사하여 

수술 전 측정치와 비교하 다.

  수술의 종류 및 부작용의 발생빈도는 환자의 수로 

그 외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그리고, 각 군내에서의 변화는 반복 계측 

ANOVA 후 scheff F test로, 군간의 비교는 unpaired 

“t”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 으며, P ＜ 0.05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마취유도 및 수술 중 사용된 propofol, fentanyl, 

succinylcholine 및 vecuronium의 총 사용량은 세 군간

에 차이가 없었다. 마취 및 수술기간 역시 세 군간

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마취도입시간은 sevoflurane

군(201 ± 67초) 및 desflurane군(124 ± 66초)이 isoflu-

rane군(422 ± 257초)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Table 2).

  T50%는 sevoflurane군(180.9 ± 34.4초)과 desflurane

군(168.0 ± 160.1초)이 isoflurane군(222.9 ± 127.5초)

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 TR과 TO 역시 sevoflurane

Table 2. Drug Requirement and Intraoperative Observation
ꠧꠧꠧꠧꠧꠧꠧꠧꠧꠧꠧꠧꠧꠧꠧꠧꠧꠧꠧꠧꠧꠧꠧꠧꠧꠧꠧꠧꠧꠧꠧꠧꠧꠧꠧꠧꠧꠧꠧꠧꠧꠧꠧꠧꠧꠧꠧꠧꠧꠧꠧꠧꠧꠧꠧꠧꠧꠧꠧꠧꠧꠧꠧꠧꠧꠧꠧꠧꠧꠧꠧꠧꠧꠧꠧꠧꠧꠧꠧꠧꠧꠧꠧꠧꠧꠧꠧꠧꠧꠧꠧꠧꠧꠧꠧꠧꠧꠧꠧꠧ

Isoflurane (n = 20) Desflurane (n = 21) Sevoflurane (n = 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opofol (mg) 113.0 ± 13.9 112.8±15.7 112.5±16.2 

Fentanyl (μg) 75.0 ± 66.1 71.2±16.4 61.5±21.4

Succinylcholine (mg) 84.7 ± 10.4 84.6±11.8 75±7.5

Vecuronium (mg) 5.6 ± 0.6 5.6±0.7 5.1±1.5

Induction time (sec) 422 ± 257 124±66* 201±67*

Anesthesia time (min) 77 ± 24 80±29 88±50

Operation time (min) 77 ± 19 79±24 84±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shown as mean ± SD. *: P ＜ 0.01 compared with isoflurane group.



Fig. 1. Systolic blood pressure (SBP),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and heart rate (HR) A: baseline, B: just 

before intubation, C: just after intubation, D: end of 

operation.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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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469.6 ± 84.1초, 652.2 ± 89.2초)과 desflurane군 

(417.0 ± 158.7초, 591.0 ± 193.0초)이 isoflurane군

(577.1 ± 207.4초, 800.0 ± 326.0초)에 비해 유의하

게 짧았다. TPAR10 및 TDis도 sevoflurane군(30.1 ± 

12.5분, 71.4 ± 27.6분)과 desflurane군(31.3 ± 18.0분, 

66.9 ± 27.2분)이 isoflurane군(41.8 ± 15.0분, 80.1 

± 11.8분)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으나 TE는 세 군간

에 차이가 없었다(Table 3).

  수술 당일 저녁이나 그 다음날 각 환자의 면담에

서 오심 및 구토의 발생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수

술 중 기억을 한 경우는 각각 1예씩 발생하 다

(Table 4).

  수술 후 12시간 후 측정한 간 기능 및 신 기능 등

의 검사치는 세 군에서 수술 전 측정치와 차이가 없

었다(Table 5).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은 세 군 모두에서 기관내삽

Table 3. Recovery Time after Discontinuation of the Inhaled Agent
ꠧꠧꠧꠧꠧꠧꠧꠧꠧꠧꠧꠧꠧꠧꠧꠧꠧꠧꠧꠧꠧꠧꠧꠧꠧꠧꠧꠧꠧꠧꠧꠧꠧꠧꠧꠧꠧꠧꠧꠧꠧꠧꠧꠧꠧꠧꠧꠧꠧꠧꠧꠧꠧꠧꠧꠧꠧꠧꠧꠧꠧꠧꠧꠧꠧꠧꠧꠧꠧꠧꠧꠧꠧꠧꠧꠧꠧꠧꠧꠧꠧꠧꠧꠧꠧꠧꠧꠧꠧꠧꠧꠧꠧꠧꠧꠧꠧꠧꠧꠧ

Isoflurane (n = 20) Desflurane (n = 21) Sevoflurane (n = 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nd-tidal agent concentration

0.59 ± 0.02    3 ± 0.06    1 ± 0.02
  at end of surgery (%)

Time to 50% decrease in
222.9 ± 127.5 168.0 ± 160.1* 180.9 ± 34.4*

  end-tidal concentration

Time to response (sec) 577.1 ± 207.4 417.0 ± 158.7
†

469.6 ± 84.1*

Time to extubation (sec) 617.1 ± 218.9 519.0 ± 159.7 520.4 ± 101.4

Time to orientation (sec) 800.0 ± 326.0 591.0 ± 193.0
†

652.2 ± 89.2*

Time to reach 10 point
41.8 ± 15.0  31.3 ± 18.0

†  
30.1 ± 12.5*

  of PAR secore (min)

Time to the discharge from
80.1 ± 11.8  66.9 ± 27.2*  71.4 ± 27.6*

  recovery room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shown as mean ± SD. PAR score: postanesthetic recovery score. *: P ＜ 0.05 compared with isoflurane 

group, †: P ＜ 0.01 compared with isoflurane group.

Table 4. The Incidences of Nausea, Vomiting and Recall
ꠧꠧꠧꠧꠧꠧꠧꠧꠧꠧꠧꠧꠧꠧꠧꠧꠧꠧꠧꠧꠧꠧꠧꠧꠧꠧꠧꠧꠧꠧꠧꠧꠧꠧꠧꠧꠧꠧꠧꠧꠧꠧꠧꠧꠧꠧꠧꠧ

Isoflurane Desflurane Sevoflurane
 (n = 20) (n = 21) (n = 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8 8 9

Vomiting 2 0 4

Recall 1 1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shown as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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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직전, 직후 그리고 수술시작 직전의 평균치가 마

취유도전의 기준치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수술 기간 중에는 기준치와 차이가 없었으

며 군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평균 맥박수는 세 군 

모두에서 수술 전 기간에서 마취유도 전 기준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Fig. 1).

고      찰

  수술 시 사용되는 마취방법에는 전신마취 및 부위

마취법이 있다. 이는 환자의 선택, 수술의 종류, 환

자의 연령, 신체상태, 사용약제의 작용시간, 술 후 

간호요구 정도 및 입원기간 등이 마취방법을 결정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흡입마취는 폐를 통해 투여와 배설이 쉽게 이루어

지며 마취 깊이의 조절성이 좋고 마취깊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임상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흡입마취제는 전 세계적으로 enflurane, isoflu-

rane, desflurane, sevoflurane 그리고 nitrous oxide가 각

각의 특성, 수술의 종류 및 환자의 특성에 따라 사

용되고 있다.
1,2)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신마취에서 선

택의 여지가 없이 마취제의 수급, 비용, 기구 및 의

료보험 등의 제약으로 인해 주로 enflurane 및 iso-

flurane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 수입된 sevoflurane과 desflurane

중에서 desflurane은 그 분자 구조가 fluorinated methyl- 

ethylether (CHF2-O-CHF-CF3)로 isoflurane의 α-ethyl-

carbon의 chlorine를 fluorine으로 대치한 것으로 그 

구조가 비슷하다. 이 작은 구조의 차이로 인해 des-

flurane은 낮은 혈액가스분압(blood/gas partition coef-

ficient = 0.42) 및 작은 대사율(0.02%)을 나타내게 되

고 이로 인해 다른 흡입마취제에 비해 마취의 유도 

및 회복이 빠른 약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des-

flurane은 낮은 비등점(23.5
o
C) 때문에 특별한 기화기

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6,7)

  Sevoflurane은 그 분자 구조가 methyl-isopropyl ether

로 desflurane에 비해 혈액가스분압(= 0.65)은 비슷하

나 대사율은 높다.
8)
 그러나, sevoflurane은 냄새 및 

기도자극이 없어서 마취 도입 시 기침이나 호흡정지

를 유발하지 않아 흡입 마취 유도가 가능하며
 
소아

마취 및 외래환자 마취에 장점이 있다.
9,10)

 그러나, 

높은 대사율 때문에 장시간 투여시 신독성이 있는 

fluoride 및 compound A를 생성시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 새로운 흡입마취제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에 대한 보고가 없어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흡입마취제중 가장 마취유도 및 회복이 빠르

고, 심혈관계에 비교적 안정된 isoflurane과 회복시의 

특성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고자 하 다.

  흡입마취제의 MAC과 소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N2O를 0.7 L/min, 산소를 0.5 L/min로 하 으며 또한 

fentanyl을 마취유도 전에 정주 하 다. 본 연구결과 

혈역학적 및 임상증상으로 평가한 마취깊이는 세 흡

입마취제 모두 적절하 으며 안전하게 마취를 유지

할 수 있었다. Sevoflurane, desflurane과 isoflurane의 1 

MAC은 성인에서 각각 2 vol%, 6-7 vol%, 1.2 vol%

Table 5. Changes in Liver and Renal Function Data
ꠧꠧꠧꠧꠧꠧꠧꠧꠧꠧꠧꠧꠧꠧꠧꠧꠧꠧꠧꠧꠧꠧꠧꠧꠧꠧꠧꠧꠧꠧꠧꠧꠧꠧꠧꠧꠧꠧꠧꠧꠧꠧꠧꠧꠧꠧꠧꠧꠧꠧꠧꠧꠧꠧꠧꠧꠧꠧꠧꠧꠧꠧꠧꠧꠧꠧꠧꠧꠧꠧꠧꠧꠧꠧꠧꠧꠧꠧꠧꠧꠧꠧꠧꠧꠧꠧꠧꠧꠧꠧꠧꠧꠧꠧꠧꠧꠧꠧꠧꠧ

Isoflurane (n = 20) Desflurane (n = 21) Sevoflurane (n = 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UN (mg/dl) 13.2 ± 5.5 9.3 ± 3.9 15.4 ± 4.2 10.4 ± 1.6 11.1 ± 4.1 8.4 ± 3.8

Cr (mg/dl)  0.8 ± 0.2 0.7 ± 0.3 0.8 ± 0.1 0.7 ± 0.1  0.8 ± 0.15 0.8 ± 0.1

SGOT (IU/L) 18.6 ± 4.9  20.0 ± 17.0 21.2 ± 7.5 19.3 ± 6.6 18.3 ± 5.5 19.6 ± 8.1 

SGPT (IU/L) 18.4 ± 7.4 15.5 ± 7.2 20.8 ± 12.5 16.6 ± 7.3 15.2 ± 6.4 11.6 ± 4.6 

ALP (IU/L)  67.2 ± 27.3  56.6 ± 30.8 59.9 ± 21.5 49.1 ± 14.1 56.6 ± 11.1 49.3 ± 14.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shown as mean ± SD. Before: preoperative data, After: data after 24 hours the end of operation, BUN: 

Blood urea nitrogen, Cr: serum creatinine, SGOT: serum glucose oxaloacetic transaminase, SGPT: serum glucose 

pyelopyruvic transaminase, ALP: serum alkaline phosphatas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of before and 

after in thre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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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60% N2O와 같이 사용시 약 50% 정도 감소시

킬 수 있다.
11,12)

 또한, 외과적 수술을 위한 마취시 

1.3 MAC의 마취제의 농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데 기

초를 두었다.13)

  마취도입은 fentanyl과 propofol 정주로 세 군 모두

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마취도입시간 즉, 호기말 

마취제 농도가 0.5 MAC에서 흡기 농도와 비율이 일

정하게 되는데 도달하는 시간은 sevoflurane군과 des-

flurane군에서 유의하게 빨랐다.

  마취로부터 빠른 회복은 모든 수술 환자에서 원하

는 바이며,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외래 수술 마취

에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여기에는 마취 후 

치료실(postanesthesia care unit, PACU)에서 회복기간

을 거치지 않는 “fast tracking”이 요구된다. 이는 수

술실과 PACU를 동시에 교육받은 “수술 전후 간호 

인력”이 있으면 훨씬 쉬워질 수 있다.14)

  연구에서 호기말 마취제 농도가 50%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sevoflurane군 및 desflurane군이 

isoflurane군에 비해 빨랐다. 또한 응답시간, 정위시간

과 회복실 점수 등이 sevoflurane과 desflurane을 투여

한 군에서 isoflurane보다 유의하게 빨랐다. 이는 se-

voflurane, desflurane과 isoflurane의 혈액과 가스의 

partition coefficient가 각각 0.65, 0.42, 1.4로 지질용해

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Jones 등,
15)
 Ghouri 등

16) 

및 Eger의5) 여러 보고들과는 근본적으로는 모두 일

치하는 소견이었으나 수치상 차이는 마취시간, 전 

투약의 유무 및 종류 및 흡입마취제의 농도 등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술 중 동맥혈압 및 심박수는 세 군 모두에서 기

준치에 비해 20% 내외로 쉽게 이루어졌다. 비록 흡

입마취제 투여 후 수술 직전 치가 기준치에 비해 유

의한 감소를 보 고 세 군 간에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마취제 도입 기간으로 외과적 자극이 전혀 없

는 상태에서 흡입마취제의 용량 의존적인 전신혈관

저항 감소에 대한 효과로 여겨진다. 수술 전기간동

안 심박수 감소는 마취 유도 시 사용한 fentanyl과 

propofol의 향으로 생각한다.17,18) 또한 마취유지 기

간동안 심혈관 안정성도 세 실험군의 차이가 없었던 

것은 본 연구방법에서 혈압 및 심박수를 fentanyl을 

사용하여 기준치의 20%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하

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간 및 신장에 대한 흡입마취제의 향으로는 약제

의 대사 산물인 trifluoacetic acid와 fluoride가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19)
 본 연구에서 

세 흡입마취제 모두 약물 투입전과 투입 후에 간 기

능 및 신 기능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세 흡

입마취제가 주로 폐를 통해 배출되며 desflurane과 

isoflurane은 매우 낮은 체내 대사율을 갖기 때문이

다. Sevoflurane은 상대적으로 대사율이 높아 장시간 

사용시 fluoride 및 compound A 발생으로 신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수술시간이 짧고 low-flow breath-

ing system과 absorben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신

기능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20)
 이는 신장 및 

간에 미치는 향에 대한 sevoflurane, desfllurane과 

isoflurane을 비교한 보고 등과도 일치한다.19,21)

  수술 후 오심 및 구토의 빈도는 수술의 종류 및 

마취방법과 마취제의 종류 및 기간에 따라 매우 다

양하다. 수술 후 오심 및 구토의 발생빈도에 대한 

결과는 세 군간에 발생빈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던 복강경 수술을 받은 여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보고와 비슷하 으나22,23) White9) 및 Karlsen 등과

는
24)
 다르고, Lee 등,

25)
 Smith 등

26) 
및 Bennett 등의

27)
 

desflurane에 대한 연구에서의 보고보다는 높았다. 이

는 본 연구의 대상환자가 수술 후 오심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인자로 알려진 부인과 수술을 받은 50세 

이하 여자 환자 으며,
28)
 또한 nitrous oxide의 사용

과 수술 후 통증 조절과 마취유지보조제로 사용한 

fentanyl 등에 의해 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취에서 회복 후 수술 동안에 대한 기억은 불쾌한 

꿈(악몽)이나 환청, 통증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

술 및 마취의 종류, 사용한 약제 등보다는 주로 마

취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29)
 Wilson 등은

30)
 

전신 마취하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150명의 환자

의 2%에서 수술 중 recall을 경험하 으며 이중 17%

가 악몽을, 7%가 통증을 기억했다고 보고하 다. 전

신 마취 중 기억의 빈도는 0.2-2%로 보고되고 있

다.
31)

  결론적으로 sevoflurane과 desflurane을 주 마취제로 

사용한 균형마취방법이 isoflurane을 사용한 군에 비

해 오심, 구토 및 recall 등의 부작용의 빈도는 비슷

하 으나 마취 후 회복 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서 특

히 빠른 통원과 퇴실이 요구되는 외래환자 마취 시

는 sevoflurane과 desflurane이 isoflurane에 비해 더 적

절한 마취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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