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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이나 진단 및 치료목적의 중재적 시술 동안 환자의 마

취시 부적절한 마취의 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통증이나 각성

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취깊이의 측정

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관심을 끌고 있다. 마취과학의 발달

과정상 이러한 마취의 깊이에 대한 이해와 측정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으나 뇌파나 식도수축 등을 이용한 마취깊이 

측정 외에는 최근까지 그다지 진보된 방법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마취깊이 측정은 우선 그 방법과 얻어진 자료가 아주 

정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또한 전통적 임상징후인 심장 

박동이나 동맥압 등에 의해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아울

러 마취의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각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실시간대별로 등급화나 표준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

재 사용 중인 모든 마취약제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 

  청각유발전위(auditory evoked potential, AEP)는 반복된 청

각자극에 따라 기록된 뇌파(electroencophalogram, EEG)신호

의 평균치로부터 계산되며, 흡입마취제나 정맥마취제를 이

용한 전신마취동안 마취(최면과 진정)의 정도를 반 한다

고 알려져 있다.1-7) 이러한 효과는 동일한 역가의 althesin,2) 

isoflurane,3) enflurane,4) halothane,5) etomidate6)에서 서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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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중분광계수(bispectral index, BIS)도 또한 EEG에서 

얻어지는 마취깊이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흡입마취제나 정

맥마취제에 의한 마취의 깊이를 반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BIS와 AEPindex가 실시간으로 마취의 깊이에 대한 객

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마취심도를 완벽하게 측정하

는 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청각유발전위지수(auditory evoked potential index, AEPindex)

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현재 마취의 깊이에 

대한 지표로서 연구에 사용되며, 제한적이지만 임상에서도 

마취나 진정의 깊이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한

편 AEPindex는 AEP에 기초한 산술적인 지수로서 propofol 

등을 이용한 정맥마취동안의 잠재적 각성을 효과적으로 예

측할 수 있게 하지만8,9) 보다 광범위한 흡입마취제나 정맥

마취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되지 않았다. 

  흡입마취제는 점진적으로 AEP의 latency와 amplitude를 변

화시킨다. 강력한 해리성 정맥마취제인 ketamine에 의한 마

취시는 각성상태와 비교해 볼 때 AEP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10) 이것은 ketamine이 일차성청각피질(primary auditory 

cortex)에 가해지는 청각자극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마취유도 용량의 ketamine이 마취유도에 지속적으

로 사용되는 경우의 AEP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enzodiazepine은 AEP의 latency와 amplitude의 두 

가지 모두를 뚜렷하게 변화시키지만11) 서로 다른 결과를 나

타내는 보고도 있다. 즉, benzodiazepine으로 마취를 유도하

는 경우 AEP가 거의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2) 

이것은 AEP가 benzodiazepine에 의한 마취유도와 수술 중 마

취유지 시 마취의 깊이를 측정하는 정확한 감시 장치가 아

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AEP에 미치는 향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정맥마취제인 benzodiaze-

pine과 ketamine에 대하여 AEP에 근거한 마취깊이 측정 장

치인 AEPindex에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관찰하고 아

울러 지금까지 연구된 propofol과 AEP 및 AEPindex의 관계

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 BIS와 AEP-

index가 마취유도와 유지기간의 마취심도를 모두 반 한다

면 마취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 두 마취제의 마취깊이

를 측정하는데 BIS와 AEPindex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midazolam, ketamine 또는 propofol을 이용한 

전신마취의 감시 장치로서 BIS와 AEPindex가 사용될 수 있

을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실험은 임상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관상

동맥우회술 또는 심장판막 치환술이 예정된 17세에서 70세 

사이의 39명의 환자들(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2, 

ejection fraction ＞ 35%)을 대상으로 하 다. 또한 실험 전

에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하 고,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을 

midazolam (n = 15)군, ketamine (n = 9)군, 또는 propofol (n 

= 15)군으로 무작위 배정하 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 전날 

밤 자정부터 금식하 으며 모두 temazepam 30 mg, metoclo-

pramide 10 mg 그리고 ranitidine 150 mg으로 수술 전 투약

을 받았다. 

  환자들은 마취 전 처치실에 도착한 후 심전도와 비침습

적 혈압계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고 수액 도관을 

거치하 으며 또한 지속적 혈압 감시를 위해 요골동맥 삽

관을 시행하 다. 수술 후 진통을 위하여 앉은 자세에서 흉

추부위에 경막외 도관을 삽입하 고 0.5% Bupivacain 3 ml

을 시험용량으로 주입하 다. 산소포화도 및 맥박을 지속적

으로 관찰하 고 비침습적 동맥압은 1분 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BIS와 AEPindex 측정을 위하여 뇌파 측정용 전극을 

이마, 측두부 그리고 우측 우양돌기부위에 부착하 다. 환

자는 뇌파 전극이 부착된 채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마취는 

midazolam/remifentanil, ketamine/remifentanil, 또는 propofol/ re-

mifentanil을 사용하여 유도와 유지를 하 으며, midazolam은 

일회 정맥주사와 목표농도조절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에 따라 투여하고 나머지 모든 약물은 목표농도조절주입으

로 주사하 다. Midazolam 군에서는 midazolam을 0.12 mg/kg 

정맥주사 후 목표농도를 최초 200 ng/ml로 시작하여 의식 

소실시 까지 30초마다 20 ng/ml씩 증가시켰다. Ketamine 군은 

마취유도의 초기 목표농도를 3μ/ml로 설정하고, 의식 소실

시 까지 매 30초마다 0.5μg/ml씩 증량하 으며, propofol 군

에서는 1.5μg/ml의 최초 목표농도 설정 후 30초마다 0.5μg/ml

씩 증량하여 환자가 의식소실시의 목표농도를 실험이 종료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 다. 마취제 투여 시작 시부터 100%

산소를 안면마스크로 공급하 으며 아울러 모든 환자에게 

진통을 위하여 목표농도 6 ng/ml의 remifentanil을 실험동안 

주사하 다. 환자가 의식이 소실(구두명령 무반응 및 눈썹 

반사소실)된 후, 100%산소로 인공호흡을 시작하고 근육의 

이완을 위하여 vecuronium 10 mg을 정주한 후 2분 뒤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50% 산소로 조절환기를 시작하 다.

  BIS, AEPindex, 그리고 동맥압 등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

은 각성 상태에서 기본값을 구한 후 마취유도 후부터 5분

마다 반복 측정되었다. 마취를 담당한 의사는 BIS와 AEPindex

의 수치에는 맹검되었고 실험을 담당한 의사는 환자의 마취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실험은 수술절개 전까지만 시행하

으며 수술 시작과 동시에 미리 거치된 경막외 도관으로 

0.5% bupivacaine 10 ml가 주입되기 시작하 다. 구두명령에 

대한 반응 소실시간, 안검반응 소실시간, BIS, AEPindex, 심박

수, 평균/수축기/이완기동맥압(mmHg), 산소포화도(%),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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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이산화탄소분압(kPa), 체온, 채혈된 혈액 중의 약물농도, 

수술종료 후 중환자실에서 각성까지의 시간, 기관내튜브의 

발관 시간 등이 또한 기록하 다.

  AEPindex는 notebook computer (T1950CT, Toshiva, Japan), 

증폭기(custom-built amplifier; medical grade isolation of 5kV; 

common mode rejection of 170 dB with balanced source 

impedance; input voltage noise of 0.3μV; current input noise 

of 4 pA (0.05-1 kHz rms)) 및 click generator 등으로 구성된 

AEP system (purpose-built AEP system; University Department 

of Anaesthesia, Glasgow, UK)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EEG 

측정에 필요한 3개의 전극(Zipprep, Aspect Medical System, 

USA)은 환자의 우측 유양돌기(+), 이마의 중앙(-), 그리고 

우측 이마에 부착하 다. AEP 발생에 필요한 소리(click)는 

70 dB로 정상 청각 역치 이상의 크기이며 1 ms의 소리자극 

지속시간 및 6.9 Hz의 빈도로 양측 귀에 전달되었다. 증폭된 

EEG는 12-bit analogue-to-digital converter (ADC converter; PCM- 

DAS08, Computer Boards Inc, MA, USA)를 이용하여 추출한 

뒤 AEP system이 설치된 notebook computer에 의해 실시간

(real-time)으로 처리되었다. AEP 자료는 144 ms동안의 256 

sweeps를 평균한 값으로 얻어지며 자료의 update에 필요한 

시간은 36.9초이다. Moving time averaging technique을 사용

하여 AEP 신호의 변화에 대한 반응 시간을 취소화 했으며 평

균 처리된 AEP 신호들은 3초의 간격으로 전달되었다. 

AEPindex는 AEP 곡선의 모양을 반 하며 AEP 파형곡선의 2

개의 연속된 0.56 ms 분절 사이의 절대적 차이의 제곱근의 합

으로 계산된 것이다. AEP의 파형과 그에 대응되는 AEPindex

의 값, 그리고 AEPindex의 변화추이는 notebook computer의 

화면을 통해 구현되며 계속해서 hard disk에 저장되었다. BIS는 

BIS monitor (model A-2000, software version 3.0, Aspect Med-

ical Systems, Newton, USA)를 사용하여 전두부와 측두부에 

부착된 BIS전용 strip sensor electrodes를 통해 측정하 다. 

BIS 자료의 update에 필요한 시간은 30초이다. 

  본 실험의 모든 변수들은 미리 정해진 시간대별로 동시

에 측정되었으며 측정치들은 평균(표준편차 혹은 범위)으

로 표시하 다. 측정된 AEPindex와 BIS의 산점도를 비교함으

로써 midazolam/remifentanil, ketamine/remifentanil 및 propofol/ 

remifentanil에 의한 마취의 깊이를 반 하는 정도를 조사하

다. 측정된 변수들의 각각 다른 시간대별의 군내 및 동일한 시

간대의 군끼리의 비교는 Kruskal-Wallis 검정과 Mann-Whitney 

검정을 이용하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

하 다. 또한 모든 환자는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과 병실에서 

면담을 통해 수술중의 회상과 기억에 대해 조사하 다.

  환자들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으며 propofol, mida-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opofol Midazolam Ketami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umber      15      14       9

Gender (M/F)     11/4      9/5      7/2

Age (year)  56.6 ± 10.3  56.4 ± 12.0  55.1 ± 8.7

Height (cm) 168.9 ± 7.8 165.5 ± 8.1 168.1 ± 10.1

Weight (kg)  80.7 ± 16.9  73.1 ± 9.5  76.2 ± 11.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e are presented as means ± SD.

Fig. 1. Time to loss of verbal contact, eyelash reflex and intubation.

결      과

Fig. 2. Changes of the effect-site concentrations of remifentanil at time 

points during anesthesia. T2: loss of verbal contact, T3: loss of eyelash 

reflex, T4: intubation, T5: 5 minutes after induction, T6: 10 minutes 

after induction, T7: 15 minutes after induction, T8: 20 minutes after 

induction, T9: 25 minutes after induction, T10: 30 minutes after 

induction. Data are shown as mean ± SD.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9권 제 6호 2005                                                                                            

760

zolam 그리고 ketamine의 3군 사이에 인구동태학적 차이는 

없었다. 또한 세 군의 환자들은 의식소실 및 안검반사소실, 

기관내 삽관시간에 서로 차이가 없었다(P ＞ 0.05)(Fig. 1). 

각 시간대별로에 계산된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effect-site 

concentration)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

  마취유도 후 마취의 심도(depth of anesthesia)가 깊어짐에 

따라 세 군 모두에서 AEPindex와 BIS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Table 2, Fig. 3). AEPindex 값들은 사용

된 마취제에 관계없이 마취유도(T2-T4)와 마취유지(T5-

T10) 시 각각 35-75과 21-63의 역에 분포되어 비교적 

일관된(consistent)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BIS 값들은 

동일한 마취유도(T2-T4) 및 유지(T5-T10) 기간에 45-98 

과 22-98의 넓은 역에 산재되어 세 군 모두에서 AEPindex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산발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BIS의 특징은 propofol 군보다 특히 midazolam과 ketamine

군에서 더욱 뚜렷하 다. 그 결과 BIS는 마취유도와 유지시

의 midazolam과 ketamine군의 값들이 서로 중첩되는 현상을 

보 다. 

  수축기 및 이완기 동맥압의 점진적 감소가 propofol과 mi-

dazolam 군에서 발생하 으나 그 혈역학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ig. 4). 이와는 대조적으로 ketamine을 투여 받은 환

자들은 다른 두 군과 비교해 마취유도 시와 마취유지의 초

기에 수축기와 이완기 동맥압의 유의한 상승을 보여줬다(P 

＜ 0.05). 따라서 ketamine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 혈관확

장제의 투여가 좀 더 필요하 으며 그 후에는 혈압의 상승

이 보이지 않았다. 

  의식의 각성과 발관 시기는 세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Fig. 5). 모든 환자들은 수술 후 2일 혹은 

3일째 면담을 통해 수술중의 기억과 회상에 대해 조사하

으며 midazolam을 투여 받은 한 환자에서 마취 유도 시의 

외현기억(explicit memory)을 확인하 다. 

고      찰

  심근기능에 이상이 있는 심장환자에서는 심혈관계의 안

Fig. 3. Scatter plots of AEPindex (Auditory Evoked Potential Index) and BIS (Bispectral Index) in propofol, midazolam and ketamine groups 

at time points during anesthesia. T1: before induction, T2: loss of verbal contact, T3: loss of eyelash reflex, T4: intubation; T5: 5 minutes after 

induction, T6: 10 minutes after induction, T7: 15 minute after induction, T8: 20 minutes after induction, T9: 25 minutes after induction, T10: 

30 minutes after induction.

Table 2. Values for the Auditory Evoked Potential Index (AEPex.) and 
Bispectral Index (BIS) during Anesth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opofol Midazolam Ketami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efore induction (T1)

  AEPex 76.2 (14.8)* 76.3 (11.7)* 79.7 (7.8)*

  BIS 95.0 (4.2)* 95.3 (3.0)* 96.3 (2.4)*

During induction (T2-T4)

  AEPex 47.3 (6.9)† 51.3 (9.6)† 50.8 (8.0)

  BIS 69.6 (10.8)† 70.2 (7.6) 80.9 (11.7)‡

During maintenance (T5-T10)

  AEPex 37.9 (6.5) 38.8 (6.2) 43.0 (5.6)

  BIS 50.9 (9.3) 61.5 (9.2)
§
72.7 (14.3)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1: before induction, T2: loss of verbal contact, T3: loss of eyelash 
reflex, T4: intubation, T5: 5 minutes after induction, T6: 10 minutes 
after induction, T7: 15 minutes after induction, T8: 20 minutes after 
induction, T9: 25 minutes after induction, T10: 30 minutes after 
induction.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P ＜ 0.001 compared 
with the values during induction and maintenance.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s during maintenance. 

‡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s of propofol and midazolam. 
§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propof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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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심근보호에 필수적이며 모든 마취약제들은 그 투여

량에 비례한 심혈관계 억제작용이 있다. 심장수술을 위한 

마취에는 최면제(hypnotic) 또는 휘발성 마취제에 고용량의 

아편양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휘발성 마취제는 동일한 마

취농도(equianesthetic concentration)에서 마취제의 종류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투여된 농도에 의존하여 맥박수를 증가

시키거나 동맥압을 감소시키는 등 일반적으로 그 혈역학적 

효과를 달리 한다. 고용량의 아편양제제들은 효과적인 진통

제로서 수술 자극에 대한 내분비 및 대사작용을 억제한다. 

그러나 많은 양의 지속적인 아편양제제의 투여는 축적효과

를 초래하여 수술 후 발관지연과 중환자실의 오랜 체류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에서는 명확하거

나 불명확한 술 중 기억재생 현상의 발생확률을 높인다.13-15)

  마취의 깊이를 측정하려는 첫번째 목표는 적당한 마취깊

이를 유지하고 수술 중의 의식 및 기억의 소실을 위해 각 

환자에게 전달되는 약물들의 최적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동공크기, 동맥압, 심박수나 환자의 움직임 등 현재 마취깊

이와 연관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징후들을 보편적으

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항상 신뢰할만한 징후

들은 아니다. 아울러 근이완제의 사용은 수술자극에 대한 

Fig. 5. Time to awakening and extubation from transferring to ICU.

Fig. 4. Cardiovascular variables in propofol, midazolam and ketamine 

groups at time points during anesthesia. T1: before induction, T2: loss 

of verbal contact, T3: loss of eyelash reflex, T4: intubation, T5: 5 

minutes after induction, T6: 10 minutes after induction, T7: 15 minutes 

after induction, T8: 20 minutes after induction, T9: 25 minutes after 

induction, T10: 30 minutes after induction. *P ＜ 0.001 difference 

among propofol, midazolam and ketamin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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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등 부적절한 마취의 다양한 징

후를 사라지게 한다. 그러므로 AEP와 BIS 등 무의식이나 

최면을 측정할 수 있는 감시 장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

한 장치들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다양한 마취제를 사

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경생리학적 감시 

장치들이 진정과 마취깊이 측정의 객관적인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깊이의 진정과 마취의 측정값의 범위

는 중복되지 말아야 되며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에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마취제에 대해 

BIS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8) BIS

와 달리 AEP (midlatency auditory evoked potentials, MLAEP)

는 여러 가지 마취약제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변화를 보

이고 있지만 ketamine10)과 benzodiazepine12)에 의해서는 변화

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benzodiazepine

이 AEP에 뚜렷한 변화를 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만 

ketamine과 benzodiazepine의 두 가지 약물의 지속적인 투여

에 대해 AEPindex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

가 없었다. 

  이 연구의 중요목적은 AEPindex와 BIS라는 두 가지 다른 

모니터가 propofol과 midazolam 및 ketamine에 의한 마취의 

깊이를 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AEPindex가 propofol과 midazolam, ketamine의 세 

가지 약물에 의해 확실히 향을 받으며 이것은 또한 언급

한 약물들에 의한 마취의 깊이를 측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BIS는 동일한 약물들에 의해서 다

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BIS의 특징은 

특히 ketamine의 경우에 그 양상이 뚜렷하 다. 본 실험의 

환자들로부터 측정된 AEPindex값들은 비슷한 마취깊이로 

추측되는 시간대별로 일관된 값들을 나타내었고 중복현상

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 가지 마취약제의 종

류에 관계없이 20-60사이로 도 있게 분포하여 비교적 

일정한 경향을 유지하 다(Fig. 3). AEPindex의 이러한 변화

는 AEP의 변화가 마취제 종류가 아닌 마취 깊이와 접하

게 관련이 있다는 다른 연구의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으

로 보인다.1,5,19)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BIS는 그 측

정값들이 각각의 세 가지 약물에 따라 일정한 분포를 보여

주지 못했다. Propofol 군에서는 대부분의 BIS값이 마취 유

지동안 60 이하 으나 ketamine군은 65-100사이로 그 분포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 고 또한 midazolam은 BIS값의 범위

가 propofol과 ketamine의 중간정도에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BIS는 마취제의 선택에 매우 큰 향을 받았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몇 가지 다른 연구에서처럼 BIS가 

어떤 특정약물에 대해 그 반응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추

정이 가능하며 특히 아산화질소,20,21) 또는 아편양제재16,22-26)

나 ketamine27,28) 등의 사용은 BIS가 진정이나 마취의 깊이를 

반 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

들은 또한 다음의 내용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BIS는 midazolam과 ketamine군에서처럼 서로 다

른 깊이로 추정되는 마취의 단계에서 그 측정값들이 변칙

적이고 서로 중복되는 현상을 보 다. 이것은 BIS가 세 가

지 마취제에서 신뢰할 만큼 의식 수준의 변화 정도를 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마취유지기에 ketamine을 

투여 받은 몇몇 환자는 극도로 높은 BIS값을 보여 정상적

으로는 환자가 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BIS의 특징들은 BIS가 진정이나 마취의 정

도를 잘 반 한다는 결과를 증명한 몇 가지 연구들20,29-32)에

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약물에 의한 마취나 진정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심한 정도의 다양성과 중복현상을 보여주는 

이전의 연구들9,22,2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서의 BIS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 결과의 심각한 차이는 우

선 사용되는 마취제나 마취 방법의 다양함, 그리고 수술 전 

투약이나 부적절한 마취 등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적절한 마취깊이를 나타내는 AEPindex와 심혈관계

지표 그리고 의식의 수준에 대한 임상적 징후에 의해서 부

적절한 마취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었지만 수술전투약의 

BIS와 AEPindex에 대한 향은 확실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remifentanil이 진통제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

록 BIS가 세 가지 다른 약제들로부터 비독립적이었다고 해

도 remifentanil의 ketamine과 midazolam에 대한 향의 가능

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BIS가 마약제제와 

독립적이거나33) 접한 연관관계가34)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들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약제에서 BIS가 마취의 깊

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propofol과 midazolam, ketamine의 혈중 농도

는 목표농도조절주입법으로 유지되었고 의식소실 시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마취유도 5분 후 평형상태에 도달한 

후 실험 종료 시까지 일정한 목표농도를 유지하 다. 35-40분

의 연구기간동안 계산된 propofol, midazolam 그리고 ketamine과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들이 마취유도 후 5분의 초기 값

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목표농도 조절 주입법에 의한 약

물의 지속적 주입이 전 연구기간에 걸쳐 약물의 농도를 변

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시작 

전 계산된 일정한 농도의 remifentanil과 함께 투여한 propofol, 

midazolam, ketamine의 목표조절 주입방식을 유지하 으며 

아울러 환자들은 전 연구기간 동안 수술 자극을 받지 않았

으므로 일정한 깊이의 마취 유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

된다. 

  세 군에서 의식의 각성, 발관과 중환자실로부터의 퇴실 

등에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모든 환자는 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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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퇴실한 후 2일 혹은 3일째 면담을 통해 마취기간 

중의 사건에 대한 기억, 즉 수술실 내의 소음이나 꿈 등에 

대해서 조사하 으며 그 결과 midazolam을 사용한 한 환자

에서 마취유도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수술실의 대

화내용을 기억하 다. 

  수술 자극이 EEG와 AEP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19,35,36) 

본 연구는 수술 자극이 없는 수술 시작 전에 측정을 시행

하 다. 따라서 AEPindex와 BIS 등 모든 측정값에 수술 자

극이 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투여한 약제들의 AEPindex와 

BIS에 대한 순수한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해 AEPindex와 BIS는 마취의 깊이가 깊어짐

에 따라 명확히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기생리학적 변수는 투여된 약제의 종류에 따라 매

우 다른 특성을 보이며 AEPindex는 마취약제에 상관없이 

측정값의 분포가 넓지 않고 마취의 깊이를 반 하는데 있

어서 높은 일관성을 보 다. 반면 BIS는 마취 깊이가 적절

하고 환자에게서 의식의 각성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측정된 값의 분포가 AEPindex에 비해 너무 넓고 

서로 다른 마취의 깊이에 따라 중복되는 현상을 보 다. 이

러한 현상은 특히 midazolam과 ketamine을 사용한 마취에서 

유의하 으며 이것은 이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마

취의 깊이를 반 하는데 BIS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을 통해서 저자들은 midazolam/remifentanil, ketamine/ 

remifentanil, propofol/remifentanil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혈

역학적 부작용 없이 마취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전신마취의 

깊이를 감시하는 경우 적절한 감시 장치로서는 BIS보다 AEP-

index가 더 신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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