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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pical Increases of BIS according to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in Severely Burn Patients Undergoing Early Escha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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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Yeong Kil, M.D., and Kwang Min Kim,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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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bispectral index, which is used for intravenous anesthetics and inhalation anes-

thesia, is a scale of sedation and hypnotic effect, which is widely used in clinics.  Atypical changes 

in BIS are expected due to increased cardiac output, decreased blood albumin concentrations and renal 

function in severe burn patients undergoing early escharectom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BIS according to effected site concentrations of propofol during anesthetic induction using propofol TCI 

in severe burn and nonburn patients.

  Methods:  Forty patients were classified as twenty nonburn elective surgical patients (group 1) and 

twenty burn patients scheduled for escharectomy (group 2).  For induction, a propofol TCI device 

incorporating a prefilled syringe was adjusted to a target concentration of 6μg/ml in flash mode.  The 

bispectral index was checked before induction and at each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0.5μg/ml 

interval) until an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4.5μg/ml.  Other suspected contributory factors such as 

cardiac index, creatinine clearance and albumin were checked simultaneously.  The unpaired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were perform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Below an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of 3μg/ml, no BIS difference was evident 

between group 1 and group 2.  However, at 3.5μg/ml, group 1 was 41.1 ± 13.5 and group 2 was 

54.7 ± 16.6 and at 4μg/ml, group 1 was 40.1 ± 2.6 and group 2 was 50.1 ± 13.1.  Among the 

suspected contributing factors, cardiac index and albumi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1 and 2 (cardiac index: 3.4 ± 0.5 L/min/m
2
 vs 2.7 ± 0.3 L/min/m

2
, albumin: 4.1 ± 0.3 g/dl vs 2.6 

± 0.3 g/dl, P ＜ 0.05).  Creatinine clearanc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s:  Severe burn patients who are expecting early escharectomy had higher BIS values than 

nonburn patients from an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of 3.5μg/ml.  This study suggest that 

cardiac index should be considered as a factor that influences propofol.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3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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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목표농도조절주입법(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을 이용한 propofol의 투여는 혈중 약물 농도의 조절

이 용이하여 마취심도의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므로 

진정 및 최면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1) 

한편 bispectral index (BIS)는 뇌전도의 빈도, 진폭에 

phase angle 개념을 도입하여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정맥 마취제 혹은 흡입 마취제를 이용한 진정 및 최

면의 척도 측정으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2-4)

  BIS는 propofol의 진정 및 최면효과와 혈중농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감시장치로 이용되며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5)
 일반적으로 수술에 필요한 최

면 상태를 위한 BIS 50 이하의 propofol의 효과처 농

도는 3.0μg/ml 이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 다.6)

  화상 후에는 손상부위로부터 각종 염증전달물질이 

나와서 국소적 반응 및 전신적 반응을 나타내어 중

증의 저혈량, 심박출량의 감소 및 폐혈관 저항이 증

가되고 그 이후로는 심박출량의 증가, 면역기능 손

상으로 혈 역학적 변화가 오게된다.
7,8) 
또한 중증 화

상 환자는 화상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중대한 대사 및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되어 조

직 혈류량, 체액 구획량, 혈중 단백질량, 종말 기관

의 대사 및 제거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정맥 마

취제의 약동학에 향을 줄 수 있다.
9)

  중증 화상환자에서 수일에서 2주 이내의 가피제거

술이 예정된 환자에서는 심박출량 증가, 혈중 albumin 

농도 감소 및 신 기능 저하 등이 예견되어 BIS의 변화

가 예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TCI를 사용한 propofol

투여와 BIS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마취 유도시 중증 

화상환자 및 비 화상 수술 환자에서 propofol의 효과

처 농도에 따른 BIS치를 측정, 비교하여 중증 화상

환자 마취유도 및 유지 시 진정 및 최면에 대한 적

정지표를 얻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 하에 계획수술이 예정된 20－55세의 남

녀 성인 환자로서, 체중 50－75 kg에 해당하는 40명

에서 두 군으로 나누어 1군은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

분류 등급 1 및 2에 해당하고 화상을 입은 경력이 

없고, 2시간 전후의 수술이 계획된 성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 으며, 2군은 초기 가피제거술이 예정

된 20세 이상의 성인 체표면적 대비 50% 이상의 중

화상환자중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2 및 3

에 속하는 20명의 화상 환자군으로 하 다. 진정제

나 수면제를 장기복용 하 거나 임신중인 여자환자

는 대상환자에서 제외하 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술 전날 사전 방문

을 통해 실험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구하 으며 병원 윤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았

다. 전투약은 glycopyrrolate 0.2 mg을 마취유도 1시

간 전에 근주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전도, 비 침습성 혈압감시장치, 맥박산소 계측

기 등 일상적인 감시기구를 부착하 다. 한편 BIS 

감시를 위해 환자의 감지기 부착부위의 피부를 알코

올 솜으로 잘 닦아 말린 다음 BIS감시장치(A-2000 

monitor, Aspect Medical Systems, USA)감지기를 1번

은 코의 1.5 inches 상방의 이마에, 3번은 오른쪽 눈

꼬리와 머리선 사이의 측두 부위에 부착하고 간섭현

상 없이 BIS수치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대조

치의 BIS 수치를 관찰하 다.

  환자의 정맥로에 3-way stopcock를 부착하여 mini-

mum volume extension tubing을 통해 미리 채워진 pro-

pofol (prefilled syringe, PFS)이 장착된 TCI 기계(Master 

TCI, Fresenius Vial S.A., Brezins, France)와 연결하

다. TCI에 연령, 성별 및 체중을 입력하고 마취유도

방식에서 마취유도시간을 지속주입형식으로 선택하

고 목표농도를 6.0μg/ml로 설정하여 약물주입을 시

작하 다. propofol의 효과처 농도(effect site concentra-

tion)가 0.5μg/ml으로부터 4.5μg/ml 될 때까지 0.5μg/ 

ml간격으로 각 농도에 해당하는 BIS를 측정하 다. 

산소 마스크를 통해 O2를 4 L/min으로 흡입시켰으며 

propofol 효과처 농도 4.0μg/ml에 도달했을 때 vecu-

ronium 0.15 mg/kg로 정주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하 다.

  Cardiac index의 측정은 경식도 도플러 탐식침 

(Cardio QⓇ, DeltexTM Medical Ltd., UK)을 비강 혹은 

구강을 통하여 식도에 거치하고 스크린 최대 파형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 성공적으로 거치된 것으로 판정

하고 시술 전에 심장지수를 3번 측정하여 평균치를 

얻었다. 그 외에 혈중 albumin, creatinine clearance 

(Ccr) 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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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며 자

료의 분석은 SPSS 10.0 (SPSS Inc., USA)통계 pro-

gram을 사용하 다. 인구통계학적 자료, 화상범위 등

은 unpaired t-test로 하 고 효과처 농도와 BIS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 다. P 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

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정하 다. 

결      과

  두 군에서 남녀의 성비, 나이, 몸무게는 통계적 차

이는 없었고 2군의 화상경과일수는 5 ± 2일, TBSA 

(%)는 66.6 ± 15.5이었다(Table 1). BIS와 효과처 농도

의 상관관계에서 1군의 상관계수는 －1.0, 2군은 －0.97

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BIS 

측정치는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3.0μg/ml 될 때까

지는 1군과 2군의 차이가 없었고, 3.5μg/ml에서 1군

은 41.1 ± 2.5, 2군은 54.7 ± 16.6, 4.0μg/ml에서 1군

은 40.1 ± 2.6, 2군은 50.1 ± 13.1으로 3.5μg/ml 이상

에서부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Fig. 1).

  Cardiac index는 1군은 2.7 ± 0.3 L/min/m
2
, 2군은 

3.4 ± 0.5 L/min/m
2
으로 2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albumin은 1군에서 4.1 ± 0.3 g/dl, 2군은 2.6 ± 0.3 

g/dl으로 2군에서 현저히 낮은 albumin 수치를 보

다(P ＜ 0.05). Creatinine clearance는 두 군간의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고      찰

  중증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TCI

를 사용한 propofol투여와 BIS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마취 유도 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에 따른 BIS 치

의 변화를 알아 본 결과 propofol의 효과처 농도가 

3.5μg/ml 이상에서부터 중증 화상환자군에서 유의하

게 높은 BIS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화상 환자에서 

같은 농도로 마취유도시 비화상환자보다 높은 BIS 

치를 나타냄으로써 propofol의 혈중 분포나 대사의 

변화에 의한 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박출량의 감소는 마취 유도시간을 

지연시키고 증가시는 유도시간을 빠르게 한다. 화상 

발생 후 초기에는 쇽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저관류에 

의한 초기 용적감소로 인하여 마취 유도를 촉진하고 

필요 용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지만, 본 연구의 

화상 환자는 화상 발생 3－5일이 지난 조기 가피제

Table 1. Demographic Data
ꠧꠧꠧꠧꠧꠧꠧꠧꠧꠧꠧꠧꠧꠧꠧꠧꠧꠧꠧꠧꠧꠧꠧꠧꠧꠧꠧꠧꠧꠧꠧꠧꠧꠧꠧꠧꠧꠧꠧꠧꠧꠧꠧꠧꠧꠧꠧꠧ

Group 1 Group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0.6 ± 13.0  44.6 ± 10.8 

Sex M/F (n) 10/10 11/9

Body weight (kg) 62.0 ± 9.9 61.8 ± 7.13

ASA I/II/III (n) 15/5/0  0/5/15

Elapsed duration
5 ± 2

  from burn (day)

TBSA (%)   66.6 ± 1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1: nonburn 

patients, Group 2: burn patients. TBSA (%): total burn 

surface area.

Fig. 1. The change of bispectral index as a function of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This figure shows 

abnormaly high bispectral index over 3.5μg/ml of EC of 

propofol in severely burn patients.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to non-burn patients. 

BI
S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 g/ml)µ

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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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rdiac Index (CI), Albumin Concentration,   
 Creatinine Clearance (Ccr)

ꠧꠧꠧꠧꠧꠧꠧꠧꠧꠧꠧꠧꠧꠧꠧꠧꠧꠧꠧꠧꠧꠧꠧꠧꠧꠧꠧꠧꠧꠧꠧꠧꠧꠧꠧꠧꠧꠧꠧꠧꠧꠧꠧꠧꠧꠧꠧꠧ
Group 1 Group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I (L/min/m

2
) 2.7 ± 0.3 3.4 ± 0.5*

Albumin (g/dl) 4.1 ± 0.3 2.6 ± 0.3*

Ccr (ml/min) 111.8 ± 30.1  117.6 ± 29.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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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술 환자로서 심장지수가 증가되었으므로 propofol

의 마취 유도 시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Upton 등과
10)
 Kurita 등은

11)
 심박출량의 증감에 따라 

적절한 진정에 필요한 propofol 혈중농도의 변화를 

보고하 는데 심박출량이 증가하면 propofol의 혈중

농도는 감소하고, 심박출량이 감소하면 증가하는 역

비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관찰하여 심박출량의 변

화가 마취 유도시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

하 다.

  TBSA 60% 이상의 중증 화상환자 16명을 대상으

로 시간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를 보면, 손상 후 첫 

1시간 동안은 쇽 상태로 저혈량증과 연관되어 심장

지수는 3.5 ± 0.8 L/min/m2로 감소하 고 2－3일 후

부터는 4.7 ± 0.6 L/min/m
2
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결국 화상환자에서 화상 경과일수에 따라 심장지

수가 증가하며 사용하는 마취 약제의 작용에도 향

을 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12)

  화상환자는 일반 외상환자에 비하여 체액, 혈장의 

손실이 많고 화상을 입은 정도에 비례하여 열 손실

이 있으며 열에 의한 직접적인 향과 화상 부위로

부터 유리되는 혈관활성물질에 의해 전신적으로 모

세혈관의 투과성의 증가가 일어나 혈관 내에서 간질 

공간으로 다량의 수액과 단백질이 소실되는데 이런 

현상은 TBSA 30% 중등도 이상의 화상환자에서 일

반적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심박출량은 감소되고 

폐혈관 저항, 혈액 점성은 증가하고, 심한 부종이 나

타날 수 있으며 순환성 심근억제인자가 심박출량의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성공적인 소생 후, 

화상 발생 48시간이 지난 다음 화상환자는 심박출량

이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는데 염증매개물질과 cytokines

의 분비로 인하여 현저한 과대사에 의한 것으로 보

여지고 있다.
13)
 본 연구에서는 화상 발생 후 5일정

도 지난 조기 가피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이며 이들 

화상환자에서 심장지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한편 혈청 단백질과 propofol 마취유도의 관계를 

보면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서 술전 혈중 albumin, 

urea 농도, 나이는 크게 작용하며 혈색소, globin, 총 

단백농도는 적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4)
 화

상환자에서 체내 단백질 대사가 가속화됨으로써 혈

청 단백질 특히 albumin의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하

며 감소된 혈청 albumin농도는 부종 형성을 증가시

키고 저단백혈증과 함께 2차 조직 손상을 일으킨다

고 보고하 다.
15)
 Martyn 등의

16) 
보고에 의하면 화상 

후 염기성 약제는 α1-acid glycoprotein과 결합하는 

약제는 증가한 반면 albumin과 결합된 약제는 감소

하 다. 이런 결합의 변화는 총 혈중 albumin과 결합

된 약제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Kurehara 등의17) 보고에서도 경막외 마취하의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albumin의 혈중농도가 감소

함에 따라서 BIS 5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혈중 

propofol농도가 감소됨을 볼 수 있었다.

  Propofol은 혈청 단백질 중 albumin과 95% 결합되

고 반면에 α1-acid glycoprotein은 54% 결합됨으로서 

albumin과 주로 결합됨을 강조하 다.18) 한편 저 알

부민혈증 환자에서는 장시간 propofol 투여시 약제의 

자유 분획의 증가를 나타내며 신장에서의 제거율과

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19)

  Albumin 생산이 감소하면 혈장 단백질이 감소되어 

혈장 유리 약의 이용이 많아져 propofol의 용량을 감

소시켜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propofol의 요구량이 

증가한 것은 albumin의 향보다 심박출량 증가의 

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Propofol과 신 기능과의 관계를 볼 때 중환자(severely 

debilitated patient)에서 투여량의 조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비만이나 중증도의 간, 신장 기능 손상만

으로는 propofol의 효과에 별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그 이유는 신부전증 환자에서 pro-

pofol의 대사산물은 임상적으로 약 효과에 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propofol의 혈중제거율이나 

분포 용적(volum of distribution)이 정상인이나 신부

전증환자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20)
 본 

연구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propofol의 

대사에 의한 향을 배제할 수 있겠다.

  저자의 연구에서 혈중 propofol 농도를 직접 측정

하지는 못하 으나 TCI와 stelpump program에 의한 

계산된 각 약제의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

과 BIS치가 기계상의 오작동 또는 주위 소음에 의한 

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TCI도 propofol의 혈

중 농도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

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따라서 중증 화상환자에서 propofol 마취유도 시 

비 화상환자보다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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