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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rocuronium은 빠른 근이완 발현 

시간을 나타내어 최근 널리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정주 시의 통증과 회피반응이 자주 발생하며 때로는 그 정

도가 심해 정맥 카테터가 뽑혀버리거나 약물 주입이 어려

운 경우를 겪게 된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rocuronium 

정주 시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회피반응을 나타내며 

의식이 소실된 환자에서도 이런 회피반응이 빈번하게 발생

함으로 정주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정주 시 회피반응을 유발하는 통증의 원인으로 아직 확

실히 규명된 것은 없으나 이 회피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회피반응의 원인을 

얕은 마취 깊이로 보면서 rocuronium 정주 시 마취 깊이를 

증가시키려는 방법과1-3) 마취 깊이를 측정해보려는 시도가 

제시되고 있다.
4) 

  마취 깊이를 측정한다는 것이 주관적이면서 환자 개개인

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 설명

하기 힘들지만 현재 마취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뇌파

를 기초로 하는 BIS (bispectral index)와 자율신경계의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심박수 변이도가 

있으며 BIS는 마취 깊이 보다는 진정의 정도 평가에, 심박

수 변이도는 술중 통증 감시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5,6)

  저자는 thiopental sodium으로 마취 유도 후 BIS를 이용하

여 환자의 진정 정도를 평가하고 BIS 수치에 따른 rocuro-

nium 정주 시 회피반응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비교해보고 

BIS 감시 장치가 과연 rocuronium 정주 시 발생하는 회피반

응 예방에 유용한 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The Efficacy of BIS Monitoring for the Preventing of Withdrawal Movement on the Intravenous Injection of 
Rocuronium 

Sung Mi Hwang, M.D., Sung Hun Cho, M.D., So Young Lim, M.D., Keun Sook Kim, M.D., and Hye Won Cho,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Background:  Arm withdrawal movements are often observed on the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This study used the BIS 

to predict the depth of sedation and the prevention of withdrawal movements. 

  Methods:  With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informed consent of the subjects, sixty patients, with 

ASA physical stati of 1 to 2, were randomized into four groups.  After the induction of anesthesia using 0.5 mg/kg of thiopental 

sodium, each group received 0.6 mg/kg of rocuronium when their BIS values were 85 (Group I), 75 (Group II), 65 (Group III), 

or 55 (Group IV).  The blood pressure, heart rate, BIS value at the time of loss of eyelash reflex, incidence of withdrawal movement 

and grad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IS value and loss of eyelash reflex were observed.  

  Results:  No difference were observed in the incidence of withdrawal movement and grade between the four group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BIS value and time of loss of eyelash reflex were both 0.33 (P ＜ 0.05). 

  Conclusions: It may be impossible to rely solely on the BIS value to insure patients reach a deep anesthetic state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with thiopental.  The withdrawal movement on injection of rocuronium can not be prevented with BIS monitoring.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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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속하면서 선택 수

술로 전신마취가 예정된 성인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하

다. 본원 임상 연구 윤리 위원회의 허락을 얻었으며 마취 

전 방문을 통하여 본 실험의 취지 및 방법을 환자에게 설

명하고 동의를 구하 다. 진통제나 진정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와 손등에 정맥로를 확보하기 힘든 환자도 제외하 다. 

대상 환자는 손등에 18 G 정맥 카테터로 정맥로를 확보하

다.

  마취 전 투약으로 수술 예정 30분전에 glycopyrrolate 0.2 

mg과 midazolam 0.04 mg/kg를 근주하 다. 수술실에 도착한 

후 기본적인 감시 장치인 심전도, 맥박 산소 포화도, 비침

습적 혈압을 측정하 다. 한편 BIS 측정을 위하여 이마 부

위를 알콜 솜으로 잘 닦은 후 BIS 감지기의 4개의 동심원 

부위를 5초 동안 잘 눌러 고정하 다. 이후 감지기 tab을 

PIC (patient interface cable)와 연결한 후 BIS monitor 본체

(version DSC-XP)와 연결하 다. 각 감지기의 impedence를 

점검하여 감시를 시작하 다. 대상 환자의 성별, 체중, 연

령, 기본 혈압, 심박수, 맥박 산소 포화도, 그리고 기본 BIS 

수치는 네 군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1). 

  모든 감시 장치의 마취 전 기본 수치를 얻은 후 5 mg/kg

의 thiopental sodium을 20초 동안 정주하도록 하 다. 모든 

환자를 임의로 네 군으로 나누어 I 군은 BIS 수치가 85, II 

군은 75, III 군은 65, 그리고 IV 군은 55를 나타낼 때 0.6 

mg/kg의 rocuronium을 정주하 다. Thiopental sodium 정주 

시작부터 목표 BIS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관찰하 고 정

주 시 환자의 회피반응을 4단계로 구분하 다. 즉, 0 = no 

movement, 1 = mild movement, limited to the hand, 2 = mo-

derate movement, involving the elbow, 3 = severe movement, 

involving whole arm으로 구분하여 관찰하 다.

  또한 일반적으로 마취의가 의식 소실의 기준으로 삼는 

안검 반사 소실 시점과 BIS 수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hiopental sodium 정주 시작부터 안검 반사가 소실되는 

시간을 측정하 고 그때의 BIS 수치를 기록하 다. Rocuro-

nium 정주 직전의 심박수와 주사 시작 후의 심박수도 기록

하여 비교하 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기술하

고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0.0,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네 군 간의 연령, 체중, 혈압, 심박수, 맥박 

산소 포화도, 안검 반사 소실 시간의 비교는 ANOVA test를 

이용하 고 회피반응의 발생 정도는 Chi-square 검정법을, 

회피반응의 정도 비교는 Kruskal-Wallis 검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유의한 것으로 간주

하 다. 안검 반사 소실 시간과 이때의 BIS 수치와의 상관

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 다. 

결      과

  마취 유도 시 관찰한 안검 반사 소실 시간과 이때의 BIS 

수치, rocuronium 정주 전, 후의 심박수는 네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또한 회피반응의 발생과 정도도 군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3). 

  Thiopental sodium 정주 시작부터 측정한 모든 환자에서의 

안검 반사 소실 시간은 42.8 ± 6.6초 고 그때의 BIS 수치

는 88.6 ± 8.5 다. 

  목표 BIS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I 군 52 ± 11. 9초, II 

군 58.8 ± 7.9초, III 군 60.67 ± 8.9초, 그리고 IV 군은 58 

± 11.1초를 나타내었다. 

  안검반사 소실 시간과 이때의 BIS 수치의 상관관계는 상

관 계수 r 값이 0.33으로 나타나 BIS 수치와 안검 반사 소

실 시간과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I Group II Group III Group IV
(n = 15) (n = 15) (n = 15) (n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3.8 ± 10.1  36.8 ± 12.4  36.5 ± 10.5 36.2 ± 9.6

Sex (M/F) 7/8 9/6 7/8 6/9

Weight (kg)  64.1 ± 11.5 64.3 ± 7.3  62.6 ± 12.1  66.3 ± 11.5

Basal BIS 95.0 ± 2.6 94.9 ± 2.1 95.3 ± 3.9 95.7 ± 2.1

Basal MAP (mmHg)  97.6 ± 12.1  94.3 ± 14.2  94.1 ± 11.3  96.3 ± 13.2

Basal HR 69.1 ± 9.2  68.3 ± 13.5  69.9 ± 17.0  68.8 ± 12.4

Basal SpO2 99.1 ± 0.7 99.2 ± 0.7 99.1 ± 0.6 98.6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I-IV: BIS value is 85, 75, 65, and 55, respectively, when rocuronium injected. BIS: 

bispectral index,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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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근이완제인 rocuronium의 정주 시 타는 듯한 통증이 유발

되고 이로 인해 회피반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확실

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까지 없다. 회피반응의 발생정도는 

약 80%로 많은 수의 환자에서 손에 제한된 혹은 심한 전신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여 정주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7)

  이런 회피반응을 유발하는 통증의 원인으로 pH 4로 조성

되어 있는 rocuronium의 낮은 pH,8,9) kinin cascade에 의한 직

접적인 자극 효과,8,10,11) 얕은 마취 깊이,1,2,8) 그리고 성별 차

이12)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예방법이 쓰

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rocuronium 정주통으로 인해 

회피반응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혈관염이나 피부 이상 반응, 

환자의 기억 등 임상적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예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

고 있다.12) 

  Borgeat 등은1) 마취 유도 시 fentanyl을 추가로 이용하여 

마취 깊이를 깊게 한다면 rocuronium 정주 시의 통증 역치

를 증가시켜 회피반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하 고 

Borgeat와 Kwiatkowski는
2) 각성 상태의 환자에게 rocuronium

을 정주해서는 안되며 정주통에 의한 회피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 도달한 후에 rocuronium을 정

주할 것을 주장하 다. Kwon 등도4) 소아에서 rocuronium 정

주 시 마취유도 방법에 따른 회피반응의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BIS를 이용하여 마취 깊이에 대한 감시를 하지 

못한 것을 한계점으로 보고하는 등 rocuronium 정주 시의 

부적절한 마취 깊이가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고 마취 깊

이를 깊게 하기 위해 opioid1) 또는 lidocaine을2,8) rocuronium

과 혼합 혹은 사전 정주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1847년 이후 마취 깊이와 이를 측정하는데 큰 관심을 가

졌으나 그 주요한 목적은 마취제의 과용량을 방지하기 위

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취제의 저용량으로 인해 발생

하는 혈역학적 변화의 잠재적 위험성과 환자의 움직임을 

Table 2. Events during Indu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I Group II Group III Group IV
(n = 15) (n = 15) (n = 15) (n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oss of eyelash reflex

    Time (sec) 42.5 ± 5.1 42.1 ± 5.1 46.1 ± 7.2 40.7 ± 7.9

    BIS value 89.2 ± 4.9 88.3 ± 5.7 84.7 ± 13.7 92.2 ± 5.3

Time for

    target BIS value 52.5 ± 11.9 58.8 ± 7.9 60.6 ± 8.9 58.0 ± 11.2

HR 1 (beats/min) 84.1 ± 6.0  80.2 ± 12.1 84.7 ± 13.3 85.4 ± 10.3

HR 2 (beats/min) 83.9 ± 8.2   81 ± 11.3 86.2 ± 14.1 87.6 ± 1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I-IV: BIS value is 85, 75, 65, and 55, respectively, when rocuronium injected. BIS: bispectral index. HR 

1: heart rate before rocuronium injection, HR 2: maximal heart rate during rocuronium injection.

Table 3. Incidence and Grade of Withdrawal Movemen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I Group II Group III Group IV
(n = 15) (n = 15) (n = 15) (n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cidence 8/15 (53.3%) 10/15 (66.6%) 6/15 (40%) 8/15 (53.3%)

Grade 0 7  5 9 7

      1 4  4 2 2

      2 3  3 0 3

      3 1  3 4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Grade 0: no movement, 1: mild 

movement, limited to the hand, 2: moderate movement, involving 

the elbow, 3: severe movement, involving whole arm.

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BIS value and time of loss of eyelash 

reflex. They show a little relationship with correlation coefficient (r) 

= 0.33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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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수술 중 각성을 방지하려는 방향으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13,14) 

  본 연구도 thiopental sodium을 정주 후 너무 빨리 rocu-

ronium을 정주해서 즉 아직 마취의 깊이가 얕은 상태에서 

rocuronium을 정주하여 회피 반응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하

는 가정을 세운 후 BIS를 이용하여 진정 정도를 측정한 후 

BIS 수치에 따른 회피 반응의 발생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 었다. 

  Thiopental sodium으로 마취 유도 시 BIS 수치가 55 이하

라면 마취 유도 용량이 적절하고 각성의 가능성이 적고,15) 

4 mg/kg의 thiopental sodium을 20초 동안 정주 한 경우 약 

30초 후에 가장 깊은 최면 심도에 도달한다는 보고도 있

다.16) 그러나 Shevchenko 등은3) 마취유도제의 정주 시간과 

rocuronium의 정주 시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면 즉, thio-

pental sodium의 경우 빠른 재분포로 인하여 rocuronium 주

사 시 중추 신경계에서는 이미 농도가 감소하여 회피반응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rocuronium 정주 

시점이 5 ml/kg의 thiopental sodium 정주 시작부터 짧게는 

52.5 ± 11.9초, 길게는 60.6 ± 8.9초 으므로 일부 환자에

서는 최면 심도가 얕아지는 과정에서 rocuronium이 정주되

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IS는 정맥 및 흡입 마취제에 의한 진정 정도를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취 유도와 각성 시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감시 장치로 알려져 있으나17,18) 연구 

결과 BIS 수치에 상관없이 rocuronium 정주 시 회피반응이 

다양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마취의

가 의식 소실의 기준으로 삼는 안검 반사 소실 시의 BIS 

수치가 본 연구에서 88.6 ± 8.5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BIS 

수치에서 안검 반사 소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의식의 진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나타내준다는 

BIS가 유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저자들은 마

취 깊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rocuronium을 정주해서 회피

반응이 일어난다고 의심하 다. 여기서 마취 깊이에 대한 

개념과 진정 상태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

는 안 될 것이다. 

  마취 심도를 정의하기 위한 개념은 대상의 50%가 움직이

지 않는 폐포 내 마취제 농도인 최소폐포농도(minimum al-

veolar concentration, MAC)처럼 아주 과학적인 표현에서부터 

“가벼운, 중등도 혹은 깊은 마취” 등의 임상적 표현에 이르

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신

마취가 최면, 기억상실,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억제, 

조용한 수술 시야 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상

태이며 최근에는 마취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한 가지 

방법으로는 마취 심도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

이다.13) 마취 유도 시 마취 깊이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마취 유도 동안 마

취 심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임상적인 목표점에는 구두 

반응 소실, 안검 반사 소실, 각막 반사 소실, 그리고 하품 

등을 들 수 있으나 어느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19) 

혈압이나 심박수와 같은 혈역학적 수치들도 여러 가지 요

소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혈역학적 수치에만 의

존하여 마취 깊이를 평가하는데도 무리가 있다. 최근에 임

상적인 환자 관찰보다 좀 더 객관적인 감시 장치를 이용하

게 된 것이 뇌파를 기초로 하는 BIS와 자율신경계의 활성

도를 평가하는 심박수 변이도다.5,6)

  최면, 진통, 근이완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마취의 

정의상 BIS는 마취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치는 아니며 의식

이나 각성상태 혹은 기억으로 표현되는 마취의 진정 상태

만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20) 

  객관적으로 진정 정도를 나타내주는 BIS가 본 연구에서 

유용성이 적었던 주된 이유는 rocuronnium 정주 시 발생하

는 회피반응이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 비해 BIS는 

진정 상태를 나타내주며 마취약제들의 진통 작용과 진정 

작용의 성질에 따라 BIS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즉 마취 유도 시 진통 작용이 있는 opioid

로 했다면 높은 BIS 수치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환자는 

통증과 같은 자극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진통 작

용이 없는 propofol로 마취를 했을 경우는 깊은 진정 상태를 

나타내는 낮은 BIS 수치에서도 자극에 반응을 나타냈을 것

이다.21) 따라서 마취 유도를 본 연구에서처럼 진통 작용이 

없는 thiopental sodium만으로 한 경우와 opioid를 함께 첨가

하여 사용한 경우를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BIS가 15초간의 시간 지연을 갖고 나타나는 값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 42.8 ± 6.6초라는 짧은 안검 반사 소

실 시간 동안의 정확한 의식 수준 변화를 짐작하는데 무리

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비록 각 군이 목표로 하는 

BIS 수치는 달랐으나 목표 BIS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통

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즉, BIS는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는 

마취 유도 시보다는 마취 회복 시에 의식의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하리라 본다.15)

  Kim 등은19) BIS 수치와 임상적인 의식소실 목표점과의 

관계는 적은 편이며 thiopental이나 propofol로 마취 유도 후

에 환자의 무의식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BIS에 의존

하는 것 보다 환자 개인간의 심한 다양성을 임상적인 의식

소실 도달 순간과 BIS와 접목시켜야한다고 하 다. 이는 본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검 반사 소실 시간과 그

때의 BIS 수치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관 계수 0.33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 으며, 마취의가 일상적으로 환자의 의식 소

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안검 반사 소실 시의 BIS 수

치가 약에서 중등도의 진정 상태를 나타내는 80 이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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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수치만으로 볼 때 충분한 의식 소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rocuronium 정주 시의 회피반응 발

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마취 깊이는 환자의 다양한 

임상적 증상과 BIS와 같은 객관적 수치, 혈역학적 수치를 

종합하여 마취의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BIS 감시 장치로 마취유도 시 환자의 진정 

정도는 알 수 있으나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rocuronium 

정주 시 회피반응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그 유용성은 적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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