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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의 Sevoflurane 마취 시 마취제 사용량 및 회복에
미치는 Bispectral Index Monitoring의 효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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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 of Bispectral Index Monitoring on Anesthetic Use and
Recovery in Long Duration Sevoflurane Anesthesia

Seong Wook Jeong, M.D., Cheol Hong Park, M.D., and Chang Young Jeo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Background:  The bispectral index (BIS), a parameter derived from the electro-encephalography 

(EEG), has been shown to correlate with the sedative state of anesthetic agen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 of BIS monitoring on anesthetic use and recovery characteristics in long duration 

sevoflurane anesthesia.

  Methods:  Forty adult patients who were scheduled for prolonged anesthesia (above 150 minute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n = 20) or the BIS group (n = 20).  In the control group, 

the anesthesiologists were blinded to the BIS values, and sevoflurane was administered according to 

standard clinical practice.  In the BIS group, sevoflurane was titrated to maintain the BIS value between 

45-60.  Mean arterial pressure (MAP), heart rate (HR), end-tidal sevoflurane, BIS was monitored at 

intervals of 15 minutes.  Time to response (TR), time to extubation (TE), time to reach 10 points of 

PAR score (TPAR10) and time to the discharge from postanesthetic care unit (TDis) were recorded from 

withdrawal of sevoflurane for recovery time.

  Results:  ET-Sevofluran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BIS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BIS and 

95% SEF values were higher in the BIS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All values of recovery 

time (TR, TE, TPAR10, TDis) were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BIS group than control group.  In MAP and 

H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s:  BIS is considered a good index of proper use of sevoflurane.  Decrease of total amount 

of sevoflurane, early emergence and early discharge from PACU are expected, so more safe and economic 

anesthesia may be possible in clinics.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4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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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신마취란 조금의 기억이나 의식도 남아있지 않

으며 침해자극에 대한 반응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있

는 상태로, 전신마취의 요소에는 수면, 진통, 무반사

가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를 모두 만족하고 환자의 

활력징후에 최소한의 향만을 주며 수술의사의 적

절한 수술시야를 제공해 줄 때 비로소 적절한 마취

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신마취

에서는 환자상태의 감시가 매우 중요하며 혈압, 맥

박 등의 혈역학적 감시 뿐 아니라 뇌파의 감시를 통

한 마취심도의 감시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흡입마취는 폐를 통한 투여와 배설이 쉽게 이루어

지며 조절이 용이하여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1946년 Morton이 에테르를 처음 사용한 이후 많은 

마취제가 개발되어
1)
 현재는 enflurane, isoflurane, des-

flurane, sevoflurane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 다른 

흡입마취제에 비해 용해도가 낮아 마취유도와 각성

이 빠른 desflurane과 sevoflurane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sevoflurane

은 자극적이지 않은 냄새와 빠른 마취유도의 특성으

로 인해 소아마취와 외래환자의 마취에서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Bispectral Index는 뇌에서 마취제나 진정제의 최면

효과를 측정하는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 EEG)

의 지표로써 통계학적으로 의식 및 무의식에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빈도(frequency), 진폭(amplitude) 및 

위상각(phase angle)의 측정에 의하여 뇌의 활성도가 

전혀 없는 경우를 0, 완전한 각성상태에 있는 경우

를 100으로 하여 환자의 현재 최면상태를 숫자로 나

타내 주는 장비이다.
2,3)
 현재까지 BIS는 환자의 진정 

및 의식 상태에 관련된 뇌 전도 변화를 기술하기 위

해 고안된 유일한 지수이며 전신마취 하에서 BIS 사

용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현재까지 propofol, thiopental sodium, midazolam 등 

정맥마취제와 BIS 사이의 관계규명이 이루어졌으나 

흡입마취제 특히 sevoflurane과 BIS와의 관계연구는 

적어 본 연구자는 sevoflurane을 이용한 장시간 흡입

마취에서 BIS 감시가 마취제의 사용량과 회복 시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2001년 4월부터 9월까지 전남대학교병

원 외과에 입원하여 전신 마취하에 위암절제술이 예

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분류상 1급 또는 2급에 해

당하는 성인 환자 40명으로 하 다. 대상환자중 진

정제나 수면제의 상습복용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신장 또는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

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

고 수술시간이 150분 미만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의 시작 전에 전남대학교병원 윤

리위원회의 승낙을 받았으며 수술 전 방문 시 환자

의 동의를 구하 다.

  대상군은 무작위로 적절한 마취유지를 위해 혈압, 

심전도, 맥박산소계측기 등의 혈역학적 지표만을 감

시하며 마취한 대조군(n = 20)과 여기에 BIS를 감시

하며 BIS를 45-60으로 유지하며 마취한 BIS군(n = 

20)으로 나누었다.

  모든 환자의 고형식과 우유 섭취는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지되었고, 마취 전투약으로는 midazolam 

(DormicumⓇ, 한국로슈, 한국) 0.07 mg/kg를 경구 투

여하고 ranitidine (U-rantac
Ⓡ
, 환인제약, 한국) 100 mg

을 정주하 으며, 수술실 도착 후 앙와위로 안정을 

취하게 한 뒤 환자 감시장치를 부착하 다.

  BIS와 SEF (Spectral Edge Frequency)의 측정을 위

해 BIS monitor (A-2000, Aspect Medical System, USA)

를 이용하 으며 sensor는 international 10-20 system

에 근거하여 세 개의 동심원 중에 먼저 1번 동심원

을 코의 1.5 inche 상방의 이마에 오게 하고 3번 동

심원은 오른쪽 눈 꼬리와 머리선 사이의 측두부에 

오도록 하여 부착하고 부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sensor의 가장자리를 잘 붙여주며 각 동심원을 약 5

초간 눌러 부품의 접촉을 확실하게 확인한 뒤 sensor 

tab을 patient interface cable에 연결한 뒤 지속적으로 

측정하 다.

  마취유도 전 모든 환자에서 BIS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대조군은 마취의사가 보지 못하도록 돌려놓은 후 

다른 실험자에 의해 기록하도록 하 고 BIS군은 마취

의사가 BIS를 감시하며 45-60을 유지하도록 하 다.

  흡입마취제인 sevoflurane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fentanyl citrate (구연산 펜타닐
Ⓡ
, 하나제약, 한국) 100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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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주하 다. 

  마취유도는 혈압과 심박수 및 BIS가 일정하게 유

지됨을 확인한 뒤에 100% 산소 5 L/min을 1-2분간 

흡입시킨 후 pentothal sodium 5 mg/kg과 succinylcholine 

chloride 1.5 mg/kg를 정맥 주사한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으며, 전체가스유량 4 L/min (N2O：O2 = 2 

L：2 L)를 사용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0-

35 mmHg가 되도록 반 폐쇄식 순환방법으로 조절환

기를 실시하 다.

  두 군 모두에서 기관내 삽관 후 마취회로를 기관

내 튜브에 연결한 후 흡기분율을 0.5 MAC (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으로 시작하여 2 MAC까지 증

가시킨 후 호기말 마취제농도가 흡기 시 농도와 비

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까지를 마취 도입시간으로 

하 으며 이때 수술을 시작하게 하 다.

  심전도, 맥박산소포화도,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동

맥압 등과 함께 흡기 및 호기의 가스(산소, 이산화

탄소, 아산화질소 및 sevoflurane)의 농도를 환자감시

기(Datex-Engstrm, Finland)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측

정하고, 근이완의 정도는 relaxography (Datex, Finland)

를 사용하여 감시하 으며 필요에 따라 vecuronium 

1-2 mg 추가 정주하고 수술이 끝난 후 neostigmine 

50μg/kg, glycopyrrolate 10μg/kg를 정주하여 잔여 근

이완을 역전시켰다.

  대조군에서는 적절한 마취깊이를 임상증상이나 혈

역학 반응에 의해 판정하 으며 환자의 생명 징후

(vital sign)는 마취시작 전 혈압 및 맥박을 기준으로 

기준치의 변동이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sevoflurane

의 농도를 가감하 고 BIS와 SEF는 지속적으로 감

시하 으나 마취의사는 보지 못하도록 하 다. BIS

군에서는 적절한 마취깊이가 BIS 45-60을 유지하도

록 마취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sevoflurane을 가

감하 다.

  양 군 모두에서 맥박수, 평균동맥압, 호기말sevoflurane

분압, BIS, SEF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으나 양군의 

비교를 위하여 마취유도 15분부터 15분 간격으로 마

취시작 150분까지 기록하 다.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마취제의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각성시켰다.

  회복정도는 수술 후 마취제 투여중단 후 응답시간

(time to response, TR), 발관시간(time to extubation, TE), 

마취 후 회복점수(postanesthetic recovery score, PAR 

score)가 10점이 되는 시간(time to reach 10 point of 

PAR score, TPAR10) 및 회복실에서의 퇴실시간(time to 

the discharge from PACU, TDis)을 측정하 다. 이상의 

모든 시간은 마취제 투여 중단 시부터 계산하 고, 

특히 TR은 마취제 투여중단부터 부름에 눈을 뜰 때

까지, TE는 capnogram상 규칙적인 자발호흡상태가 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 으며 

양군간 변수들의 비교는 SPSS 통계 package의 repeated 

measure ANOVA와 unpaired t-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

으며, P ＜ 0.05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연구대상 환자의 연령, 체중, succinylcholine과 ve-

curonium의 사용량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총 수술시간 역시 control 군에서는 219 ± 46분, 

BIS군에서는 251 ± 61분으로 두 군 간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Table 1).

  마취시작 후 수술 끝나는 시간까지 15분 간격으로 

측정한 평균동맥압(Fig. 1)과 심박수(Fig. 2)의 변화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BIS (Fig. 3)

와 SEF (Fig. 4)는 BIS군의 환자들에서 대조군 환자

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으며(P ＜ 0.05), 호기말 sevo-

flurane 농도(Fig. 5)는 모든 측정 시간대에서 대조군

에서 BIS군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5).

  회복지수로 TR과 TE는 BIS군이 179 ± 13.0초, 

148 ± 7.4초로 대조군의 348 ± 27.4초, 270 ± 24.0

초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ig. 6), TPAR10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and the Amount of Mus-
cle Relaxants Used

ꠧꠧꠧꠧꠧꠧꠧꠧꠧꠧꠧꠧꠧꠧꠧꠧꠧꠧꠧꠧꠧꠧꠧꠧꠧꠧꠧꠧꠧꠧꠧꠧꠧꠧꠧꠧꠧꠧꠧꠧꠧꠧꠧꠧꠧꠧꠧ
Control group BIS group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60 ± 3.1  57 ± 2.9

Weight (kg)  61 ± 3.2  58 ± 1.5

Height (cm) 162 ± 2.0 164 ± 1.3

Operation time (min)  219 ± 10.2  250 ± 13.4

Succinylcholine (mg)  77 ± 3.9  72 ± 4.1

Vecuronium (mg/h)  3.2 ± 0.1  3.4 ± 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shown as mean ± SE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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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BIS (bispectral index). *: P ＜ 0.05 

v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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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heart rate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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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SEF (spectral edge frequency). *: P 

＜ 0.05 v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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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end-tidal sevoflurane (Et-sevoflurane). 

*: P ＜ 0.05 v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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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ion of time needed to achieve first 

response and extubation. TR: Time to Response. TE: Time 

to Extubation. *: P ＜ 0.05 V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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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Dis 또한 BIS군이 30 ± 0.8분, 53 ± 0.7분으로 

대조군의 41 ± 1.3분, 60 ± 1.1분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짧게 나타났다(Fig. 7)(P ＜ 0.05).

고      찰

  BIS monitor는 뇌에서 마취제나 진정제의 수면효

과를 측정하는 뇌전도의 지표로써 환자의 진정과 수

면의 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특

히 정맥마취제인 propofol 사용 시 의의가 큰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
4-6) 
흡입마취는 폐를 통해 투여와 배설

이 쉽게 이루어지며 마취 조절성이 좋고 마취깊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임상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통한 연구에서 Flasishon 등

은
6)
 40명의 자원자에게 pentothal sodium과 propofol

을 투여하여 모든 환자에서 의식소실을 나타낼 때의 

BIS를 65로 발표한 바 있고, Glass 등은8) propofol, 

midazolam, isoflurane, alfentanyl을 이용한 마취에서 

약물의 농도와 BIS와 진정점수(modified observer's as-

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OAA/S)와의 상관

관계가 유의함을 규명하고 의식이 소실되는 BIS를 

50 (95%)-67 (50%)로 제안하 다. 또한 Gan 등과
9)
 

Song 등은10) 마취 후 조기각성을 위해서는 BIS를 45

-60으로 유지하도록 propofol을 줄여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렇듯 정맥마취제와 BIS의 관계 규명에 대한 연

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흡입마취제

와 BIS와의 관계규명은 최근에 그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desflurane,11) isoflurane의12) 경우에서

도 적정수준의 BIS 유지를 위한 마취제 용량만을 사

용하여 환자의 빠른 각성을 권고하고 있다.

  Sevoflurane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Katoh 등의
13)
 연구에 의하면 sevoflurane을 사용한 마

취 시 진정지수는 BIS와 sevoflurane의 농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고, 성인과는 다

른 뇌전도를 보이는 소아에 관한 연구도 활발한데 

Bannister 등은
14)
 서혜부 탈장수술이나 편도선절제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는 소아에서 BIS와 호

기말 sevoflurane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

고 Denman 등도
15)
 유아 및 소아에서도 성인에서와 

같은 BIS 장비의 사용이 유용함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권고대로 BIS를 45

-60으로 유지하며 sevoflurane의 용량을 적절히 유

지하며 마취한 바, 환자의 평균동맥압이나 심박수 

등의 혈역학 지수가 대조군과 유의하게 차이가 없음

을 나타낸 것은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수술시간이 150분 이상인 

환자들에서 흡입마취제의 회복속도에 관해 술 중 

BIS감시가 어떤 향을 주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흡입마취제의 회복속도에 대한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술 중 평형을 유지했던 마취제의 농도와 용

해도 및 마취제의 대사 등을 들 수 있으며, 회복속

도에 대한 마취시간과 마취제의 용해도의 중요성은 

일정한 수준의 배출에 도달하는 상황-의존(context- 

dependant times)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6)
 용해

도가 서로 다른 각각의 마취제는 폐포 농도가 감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용

해도가 낮은 아산화질소, desflurane, sevoflurane이나 

중등도의 용해도를 갖는 isoflurane, enflurane 모두 폐

포농도가 50% 감소하는 시간은 거의 같으며 각 마

취제의 투여시간과도 무관하다. 만약 폐포농도가 50% 

감소하 을 때 마취에서 회복이 된다면 투여한 마취

제의 종류나 마취제를 투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마취

에서 회복되는 시간에 별로 향을 미치지 못할 것

이다. 그러나 회복에 요구되는 배출수준이 커진다면 

마취시간과 용해도의 향은 분명해 지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흡입마취제는 90%가 배

Fig. 7. Comparison of time needed to achieve TPAR10 and 

discharge from PACU. PAR score; Post anesthetic recov-

ery score. TPAR10; Time to reach 10 point of PAR score. 

TDIS; Time to the Discharge from PACU. *: P ＜ 0.05 

v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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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야 회복의 시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용

해도가 아주 낮은 desflurane에 비해 sevoflurane, iso-

flurane 등은 마취시간의 증가가 회복에 향을 준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Eger 등은 sevoflurane과 des-

flurane을 1.25 MAC으로 각각 2, 4, 8시간 동안 마취 

후 회복에 관한 연구에서 용해도가 높은 sevoflurane

이 desflurane에 비해 회복이 거의 2배 느려짐을 보

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sevoflurane으로 150분 이상 

마취한 환자에서 대조군과 BIS군 환자의 회복시간은 

현저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수술 중 투여한 마취

제의 양에 따라 회복시간이 결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sevoflurane의 낮은 용해도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아산화질소나 desflurane보다는 높지만 

다른 흡입마취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낮은 

sevoflurane은 장시간 마취에서도 축적작용이나 지연

배설이 없이 투여 농도에 따라 일정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 Sevoflurnae을 이용한 장시간 마취 시 

BIS 감시에 의한 적절한 마취제 투여량의 조절로 마

취제 총 투여량의 감소 및 환자의 조기각성 및 조기

퇴원을 기대할 수 있어, 마취환자의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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