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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의 수와 비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상체중(ideal body 

weight)을 20% 이상 초과하는 인구의 비율이 50%를 넘었으

며,1)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의 원인으

로 비만인구의 비율이 25%에 이른다.2) 아시아-태평양 비만진

단기준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

가 18.5 미만을 저체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8.5-22.9를 정

상, 23-24.9이면 과체중, 25-29.9이면 비만, 30 이상이면 고

도비만이라 정의하고 있다.2)  

  비만과 연관된 병태생리학적 변화는 모든 주요 장기에서 

일어나며, 대사, 호르몬 및 생리학적인 변화가 비만과 연관

되어 발생할 수 있다.1) 또한 수술과 관련하여 비만은 재원

기간을 연장시키고, 주술기 이환율 및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취과 역에서는 기도유지의 곤란, 흡인

성 폐렴, 가스교환장애, 수술 후 호흡부전, 심부정맥혈전증

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및 부위마취 시 수기 상의 어려움 등

이 주된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다.1,3,4) 그리고 비만환자들은 

전신마취 후 회복 시 지방으로 분포되었던 마취제 및 근이

완제가 서서히 혈액으로 유입되어 전신마취로부터의 각성

이 늦어지고 호흡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3) 

  Propofol은 지질용해도가 높고 배설반감기가 짧으며 작용

발현 및 각성이 빠르고 오심, 구토가 다른 마취유도제보다 

The Effect of Obesity on Awareness in General Anesthesia with Propofol 

In Bae Cho, M.D., Sang Young Kim, M.D., Dong Ok Kim, M.D., Young Kyoo Choi, M.D., and Keon Sik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Recently obesity population is epidemically rapidly increasing.  But, in the anesthetic field the study for obesity 

patients is not good enough.  So, we designed the study to see the effect of obesity on awareness in general anesthesia with 

propofol.

  Methods:  The 52 subjects were between 20 to 60 years old and ASA physical status 1, 2 undergoing general anesthesia for 

elective surgery.  According to asia pacific obesity criteria, we divided the patients into the obesity group (BMI ≧ 25) and the 

non-obesity group (BMI ＜ 25).  Propofol was infused using TCI for induction and maintenance.  BIS was used for monitoring 

the depth of anesthesia.  During operation, we tried to keep BIS between 40-49 by manipulate the target concentration of TCI. 

After the operation, without stimulating patients, we measured the time (T-BIS5070) from the BIS passes 50 then goes to 70.  

We compare the T-BIS5070 between the obesity and the non-obesity group.

  Results:  The obesity and the non-obesity group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sex, height, body temperature, 

anesthesia time, and total used propofol amounts.  BMI in obesity group was 27.3 ± 1.9 kg/m
2
 and in non-obesity group was 

22.2 ± 1.8 kg/m
2
.  T-BIS5070, the awareness ti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obesity group (170.3 ± 54.8 sec) and 

the non-obesity group (212.7 ± 81.8 sec).

  Conclusions: Our data suggest that in general anesthesia with propofol the obesity group's awareness time is shorter compared 

with the non-obesity group and the effects may come from the uniqueness of the propofol's pharmacokinetics and the obesity 

patient's physical characteristics.  (Korean J Anesthesiol 2006; 50: 379∼8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awareness, BIS, obesity, propofol, TCI.

Propofol을 사용한 전신마취 시 비만이 각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조인배․김상 ․김동옥․최 규․김건식

논문접수일：2006년 2월 3일

책임저자：김동옥,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130-702 

Tel: 02-958-8600, Fax: 02-958-8580 

E-mail: kimanes@hanmail.net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0권 제 4호 2006                                                                                            

380

적고 우수한 마취효과가 있는 장점으로 전신마취의 유도나 

마취유지 및 국소마취 환자나 중환자의 진정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5)

  최근 bispectral analysis에 환자의 임상자료를 입력하고 진

정수준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진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

발된 Bispectral Index (BIS) 감시장치가 이용되고 있는데, 

BIS는 대뇌피질 활성을 잘 반 하고 있으며 마취 시 유해

한 자극이 발생되면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어,6,7) 

마취 시 사용되는 약제의 효과 및 마취와 관계되는 유해자

극과 BIS 감시장치에 의해 측정된 BIS 수치와의 관계에 대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목표농도조절 주입장비(target controlled infuser, TCI)는 정

맥 마취 시 일정한 효과를 위해 요구되는 약제의 목표혈중

농도를 마취의사가 선택하고 요구되는 목표농도를 조절함

으로써 마취깊이를 조절하는 약물 주입장치로, 조작이 간단

하고 마취깊이 조절이 용이하고 안정된 마취를 제공하며, 

기록유지가 가능한 장점 등이 있어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

용되어지고 있다.8)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TCI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약동학적 모델은 Marsh 모델로 많은 국내외 

연구에 의해 그 수행오차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9)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propofol TCI를 이용해 전신마취

를 시행한, 2시간 정도의 수술을 받은 환자들로부터 비만도

에 따른 각성의 차이를 BIS 수치를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4년 2월부터 7월까지 본원에서 2시간 정도

의 계획수술을 받은 만 20-60세 사이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급분류 1, 2에 속하는 52명을 대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병원윤리위원회 및 환자의 동의를 구하 으며 모든 

환자에게 수술 전날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 다. 환자 

중 심폐 질환, 간 질환, 신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14일 이내의 전신마취 과거력이 있는 환자

는 제외하 다. BMI가 25 미만을 비비만군, 25 이상을 비만

군으로 나누었다.

  마취 전 투약은 수술실 도착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003 

mg/kg을 근주하 다. 마취 전 환자의 전두부위를 알코올 솜

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 BIS 감시장치(Bispectral IndexTM, As-

pect Model System Inc., USA)의 전극을 부착부위에 약 5초

간 눌러 견고히 부착하여 BIS 수치를 기록하 다. 환자에게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측정기를 

거치하고 마취 전 환자 상태의 감시를 시작하 다. 마취 유

도 전에 외이도에서 전자 체온계(ThermoScanTM, Braun Kronberg, 

Germany)를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 기록하 다. 목표농도조

절 주입장비(TCI [DiprifuserTM, Fresenius Vial S.A., Le Grande 

Chemin, Brezins, France])를 이용하여 환자의 연령, 체중을 

입력 후 정주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lidocaine 30 mg을 정주

하 다. 1% propofol을 사용하여 목표농도를 6μg/ml로 입력 

후 마취유도하 으며, 환자의 의식이 소실됨을 확인한 후 기

관 내 삽관을 위해 근이완제로 rocuronium (EsmeronⓇ, 한국 오

가논, 한국) 0.6 mg/kg을 정주하 고 근이완이 충분히 이루어 

졌을 때 삽관을 시행하 다. 기관 내 삽관 후 산소 2 L/min

와 아산화질소를 3 L/min로 공급하 고, BIS 수치가 40-49  

사이를 유지하도록 propofol 목표농도를 조절하며 마취를 유

지하 다. 마취 중 환자의 호흡량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수치가 30-35 mmHg가 되도록 조절하 다.

  수술 종료 시 아산화질소 공급과 propofol 주입을 중단하

고, 산소를 5 L/min로 공급하 다. 환자에게 자극을 주지 않

은 채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수치가 40-45 mmHg사이

를 유지되도록 용수환기를 시키며 BIS 수치를 관찰하여 수

치가 50을 넘는 순간부터 70이 되는 순간까지의 시간(T- 

BIS5070)을 환자의 각성시간으로 간주하여 측정하 으며 BIS 

수치가 50 이상이 되었으나 다시 감소하는 경우는 각성시간

에서 제외하고 BIS 수치가 70 이상이 되었으나 다시 감소하

는 경우는 각성시간의 지속으로 간주하 다. 환자의 자발호

흡이 회복되면 glycopyrrolate 0.006 mg/kg, pyridostigmine 0.25 

mg/kg을 정주하여 근이완을 반전시켰다. 환자의 의식과 근력

이 충분히 회복된 후 발관하고 마취시간, propofol 총사용량

을 기록하고 전자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하 다.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ver. 10.0)을 이용하 다. 각 군

의 값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 고,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 다.  

결      과

  전체 대상자 52명 중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25 미만인 

비비만군에 속하는 사람이 31명, 25 이상인 비만군에 속하

는 사람이 21명이었다. 비비만군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2.2 

± 1.8 kg/m2 고, 비만군은 27.3 ± 1.9 kg/m2 다. 비비만

군의 평균 체중은 61.5 ± 8.1 kg이었고, 비만군은 74.1 ± 

9.7 kg이었다. 비비만군에 속하는 31명 중 남자가 16명, 여

자가 15명이었으며, 비만군에서는 21명 중 남자가 11명, 여

자가 10명이었다. 연령은 비비만군에서 43.8 ± 12.9세, 비

만군에서 44.6 ± 10.3세, 신장은 비비만군에서 166.0 ± 8.5 

cm, 비만군에서 164.4 ± 9.0 cm로 두 군 간의 통계학적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 외 마취 전후 체온, 마취시간, 

propofol 총사용량도 두 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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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만군과 비만군의 각성시간(T-BIS5070) 비교에서 비비만

군은 212.7 ± 81.8초, 비만군은 170.3 ± 54.8초로 두 군 간

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 ＜ 0.05)(Fig. 1).

고      찰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20-30년 

동안 2-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만의 

유병률은 성인인구의 5% 이내로 알려져 왔으나, 아시아-태평

양 비만 기준인 체질량 지수 25 kg/m2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

하면 그 유병률은 25%에 이른다.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

으로 생각되며 소아비만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2)

  비만 환자에서 체지방 측정은 건강위험도 평가뿐만 아니

라 치료 기준 마련에 필요하다. 체지방 측정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신체계측법과 기계계측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계측법에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허리둘

레(waist circumference, WC), 피부주름두께(skinfold thickness, 

SFT)가 있으며, 기계계측법에는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 비중법, 생체전기저항법

(bioelectrical impedence analysis, BIA), 근적외선 측정기(near 

intra-red reactance, NIR), 컴퓨터 단층촬 , 자기공명 상, 동

위원소 사용법, Total body electrical conductivity (TOBEC) 등

이 있다.2) 

  신체계측법 중 체질량 지수는 체중과 신장의 관계를 말

하며 성인에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임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며 체지방률을 비교적 정확히 

반 한다. 또한 비만도 판정의 기준이 된다. 체중은 8시간 

금식 후 소변을 본 후 최소한의 복장에서 측정하며 비만인

에서는 일중 변동이 크므로 항상 일정한 시간에 동일한 조

건에서 측정한다. 체중과 신장 모두 소수점 한 자리까지 측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2)

  비만은 모든 주요장기의 병태생리학적 변화를 가져오고, 

대사, 호르몬 및 생리학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수술, 마취와 

연관된 문제점에는 안전한 환자이송, 수술시야 확보와 수술

조작, 기도유지가 어려우며, 흡인성 폐렴, 가스교환 장애, 

수술 후 호흡부전,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 빈도가 높고, 부

위마취 시 수기상의 어려움 및 재원기간을 연장시키고, 주

술기 이환율, 사망률을 높인다.1,3,4,10) 또한 마취제 투여중단 

후 지방조직에 축적되어 있던 마취제가 순환계로 유입됨으

로써 구역,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회복지연, 호흡저하가 

올 수 있다.3,11) 

  Propofol은 1977년 처음 연구되고 1989년부터 임상에 사용

되기 시작한 정맥마취제로 지방용해도가 높으며, 마취유도

가 부드럽고 빠르며, 체내 대사, 각성이 빠른 특징을 가지

고 있어 현재 전신마취의 유도와 유지, 국소마취, 부위마취, 

중환자실, 감시하마취관리(monitored anesthesia care) 동안 진

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12-16) 

  Propofol의 약동학은 일회용량 투여법과 지속적 주입법 

하에서 연구되어 왔고, 2구획과 3구획 모형을 이용하여 설

명되고 있다.17) 구획모형(compartment model)은 약물이 인체 

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투여된 약물의 인

체 내 분포가 비슷한 장기나 조직을 가설적 구획으로 나누

어 생각하는 것이다. 2구획 모형은 혈관이 풍부하여 관류가 

잘 되는 중심구획(혈장, 뇌, 심장, 간, 폐, 신장)과 용적은 크

지만 혈류가 적은 조직인 말초구획(근육, 지질, 뇌척수액)으

로 나뉜다. 2구획 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 propofol의 초기 

분포반감기는 2-8분이고, 제거 반감기는 1-3시간이다.17)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n-obesity group Obesity group
(n = 31) (n = 2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16/15     11/10

Age (yr)  43.8 ± 12.9    44.6 ± 10.3

Height (cm) 166.0 ± 8.5  164.4 ± 9.0

Weight (kg)  61.5 ± 8.1    74.1 ± 9.7

BMI (kg/m
2
)  22.2 ± 1.8     27.3 ± 1.9

Body temperature (
o
C)

  Before induction  36.2 ± 0.8  36.4 ± 0.9

  After extubation  35.1 ± 0.7  35.3 ± 0.9

Duration of anesthesia (min)  98.2 ± 32.0 106.0 ± 31.8

Total amount of propofol (mg) 769.3 ± 286.0 905.5 ± 361.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or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Fig. 1. Comparison of the T-BIS5070 between non-obesity and obesity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BIS5070: time from BIS 

level 50 to 70. *: P ＜ 0.05 compared non-obesity group with obesity 

group.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0권 제 4호 2006                                                                                            

382

  3구획 모형은 혈장(plasma), 빠르게 평형을 이루는 조직(rap- 

idly equilibrating tissues), 느리게 평형을 이루는 조직(slowly 

equilibrating tissues)으로 나눌 수 있는데 propofol의 초기와 

느린 분포반감기는 각각 1-8분과 30-70분이고 제거 반감

기는 2-24시간이다.16,17) 마취유도 시 일회용량(bolus)으로 

정맥투여된 propofol은 고혈류 장기인 뇌와 혈장 간에 농도

평형을 쉽게 이뤄 빠른 마취유도를 나타낸다.18) 이후 혈장 

내 propofol 농도는 빠른 분포, 높은 대사 청소율에 의해 빠

르게 감소하는데, 분포는 이러한 농도 감소에 50% 기여한

다고 한다.17) 분포에 의한 혈장 내 propofol의 농도 감소율

은 체조직이 포화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혈장과 체조직 

간 propofol 농도평형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의 혈장-조직 

사이의 propofol 이동은 사라지게 된다.19) Propofol은 간에서 

빨리 불활성인 수용성 sulfate와 glucuronic acid 대사산물로 

광범위하게 대사되어 신장으로 제거된다. Propofol의 청소율

(1.5-2.2 L/min)은 간혈류에 의한 청소율보다 빠르기 때문

에 propofol은 간 이외의 경로(폐, 신장, 소장)를 통하여도 

대사가 이루어진다고 추측된다.17)

  Propofol의 각성이 빠른 이유는 뇌로부터 다른 조직으로

의 빠른 재분포, 높은 대사 청소율, 높은 지질 용해도 때문

이다.15,16,20) 혈중 propofol의 농도가 50%로 감소되면 환자가 

각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추천 용량의 propofol을 사

용한 2시간 이내의 마취나 하루 이내의 중환자실 진정 후 

propofol을 중단하면 빠른 각성을 보일 수 있지만 10일 이상

의 중환자실 진정이나 과도한 용량을 투여한 마취 후에는 

조직(지방, 근육)에 축적된 propofol의 혈장 내로의 재분포에 

의해 각성과 마취회복이 느려질 수 있다.20)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나이에 비례해서 청소율이 점차 

감소하고, 중심구획용적(central compartment volume)이 감소하

므로 propofol의 마취유도와 유지용량을 줄여야 하며, 소아는 

성인에 비하여 중심구획용적이 크고 청소율이 높기 때문에 용

량을 늘려야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많은 용량의 propofol

이 필요하고 각성이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17,21) 

  본 연구에서 propofol을 사용한 마취유도 및 유지에 TCI

를 이용하 다. 목표농도조절 주입장비는 정맥마취제와 진

통제를 위한 용량-시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내장된 자동화된 정맥주입장치로서 마취

과 의사가 “목표” 약물농도를 선택하면 컴퓨터조절주입펌프

가 인구약동학 데이터에 기초하여 원하는 농도를 빨리 도달

시키고 일정한 농도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속도로 약

물을 주입하는 장비이다. TCI는 펌프를 관리하기 위해 micro- 

processor를 사용하며 mg/kg/h의 주입속도 대신 환자의 체중, 

연령, 원하는 약물의 혈중농도를 입력한다.8,22)

  BIS의 정의는 뇌에서 마취제와 진정제의 최면효과를 측정

하는 뇌전도 지표로서 통계학적으로 의식 및 무의식에 관련

이 있다고 여겨지는 뇌전도의 빈도(frequence), 진폭(amplitude), 

및 간섭성(coherence)의 측정에 의한다. BIS는 화면에 숫자로 

표시되는데 뇌의 활성도가 전혀 없는 경우를 0, 완전한 각성

상태에 있는 경우를 100으로 하여 현재의 최면상태를 지속

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BIS는 근이완제와 아편유사제 존재 

시에도 환자의 각성을 감시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각성은 

BIS의 점차적 혹은 급격한 증가로 감시할 수 있다. 마취의 

정의 상(최면, 진통, 근이완) BIS는 마취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치는 아니며 의식이나 각성상태 혹은 기억으로 표현되는 

마취의 최면상태만을 측정한다. BIS는 각성의 위험 없이 효

과적인 약용량을 얻기 위해 마취약제를 적정하는 데 쓰이

며 마취 시 최면제와 진통제의 보다 나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23)

  BIS를 사용하는 경우 마취과 의사는 기본적인 감시장치 

및 임상증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취제 주입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즉 1) 적절한 최면상태 유지에 최소의 약

제사용이 가능하고, 2) 개인 간의 차이 및 여러 약제와 다

양한 자극에 마취제의 용량을 맞출 수 있는 점, 3) 보다 효

과적인 마취방법의 개발, 4) 수술 중 각성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감시, 5) 최면제, 진통제, 혈관 작용약의 적절한 선

택으로 합리적인 마취약제 사용, 6) 회복양상의 향상, 7) 또

한 BIS를 propofol 주입의 적정에 사용한 경우 여러 문헌에 

의하면 조기 기각성, 보다 나은 각성의 예측, 발관시간 단

축, 약용량 감소, 회복실 도착 시 의식상태 개선, 회복실에

서 조기 퇴원, 전반적인 회복양상의 개선 등의 장점을 보인

다.23)

  수술 중의 BIS의 범위는 모든 상태의 모든 환자에서 하

나의 BIS 수치나 범위가 추천될 수는 없고 의도하는 임상

적 목표에 달려있다. 목표가 깊은 진정이나 얕은 최면상태

를 얻는 것이라면 BIS 수치는 60-70 정도가 적당하다. 반

면 중등도의 최면상태는 40-50 사이의 BIS 수치를 유지하

는 것이 적당하다.23,24)

  각성이란 구두명령에 환자가 반응하는 의식수준을 말한

다.25) 이러한 의식수준 또는 마취의 깊이를 평가하는 방법

에는 크게 자극에 대해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

단하는 방법과 자극에 대해 신경계의 반응을 전기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임상적 상황을 살피는 방

법에는 PRST (pulse, rate, sweat, tear)점수와 고립된 아래팔 

방법(isolated forearm technique, IFT)이 있고, 신경계의 전기

적 신호를 감시하는 방법에는 대뇌의 자발적인 반응인 뇌

파를 측정하는 방법과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발전위

(evoked potential)가 있다.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CSA 

(compressed spectral array)와 BIS 등이 있고 유발전위 중에

는 중간잠복기 청각유발전위(mid-latency auditory evoked poten- 

tial, MLAEP)가 있다. 이런 방법들 중 PRST 점수나 IFT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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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나 MLAEP가 편리함과 더불어 마취제 농도와 상관관계

가 높고 환자의 의식상태를 판별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의식주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BIS를 

이용하 는데 BIS는 propofol로 환자를 진정시킬 때 각성/진정

의 관찰자 평가지표(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와 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7) 또한 pro- 

pofol 단독 투여 시 BIS 수치와 혈장 내 propofol 농도가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인다.28) 

  BIS 수치 몇 이상을 각성상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확증된 기준은 없으나 임상에서 흔히 80 이상을 각성상태

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70 이상은 각성의 위험도가 높

다고 문헌들은 소개하고 있다.29,30) 또한 BIS는 최면상태를 

감시하는 가치있는 장치이지만, 각성의 믿을 만한 감시장치

는 되지 못하며 단지 각성의 추이를 나타내는 유용한 추세

정보(trend information)만을 제공할 뿐이라는 문헌도 있다.31)  

  각성시간을 반 하는 BIS 수치 변화 구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

험의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각성시간을 BIS 수치가 

50에서 70까지 변화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간주하 다. 이

는 절대적인 각성시간을 반 하지는 못하지만 실험군과 대

조군 간의 상대적인 각성시간의 차이는 설명해줄 수 있다

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각성시간으로 간주한, BIS 수치가 50에서 70

까지 변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P ＜ 0.05) 비만군에서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 현재까지 propofol을 사용한 전신마취 시 비만이 각성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BIS 수치는 

pro- pofol 단독 투여 시 중심구획인 혈장 내 propofol 농도

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가 있는데,26,28) 이는 BIS 

수치가 역시 중심구획인 뇌 내 propofol의 절대적인 농도를 

대변하진 못하지만 상대적인 농도 수준을 반 하는 수치가 

될 수는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비만군과 비비만군에서 

T-BIS5070의 차이는 마취회복 시 두 군 간의 중심구획인 혈

장과 뇌 내에서 propofol의 농도감소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비만군에서 비비만군보다 T-BIS5070이 짧은 것은 propofol

의 약동학적 특징상 혈중농도(중심구획)가 50%로 감소하면 

환자가 각성하고, BIS 수치가 중심구획(뇌, 혈장)의 propofol 

농도를 반 한다고 가정한다면 중심구획으로부터 propofol이 

재분포될 말초구획(지방)이 상대적으로 비만군에서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마취시간이 2시간 정도의 수술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마취를 장시간 시행하거나 과도한 용량의 propofol을 

투여하 을 경우 마취 후 조직(지방, 근육)에 축적된 pro- 

pofol이 혈장 내로 유입되어 각성과 마취회복이 느려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바,20) 장시간의 마취에서는 결과가 다

르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목표농도조절 주입장비로 사용한 DiprifuserTM 

(Fresenius Vial S.A., Le Grande Chemin, Brezins, France)는 

환자 정보 입력 항목에 연령, 체중을 입력해 연령, 체중에 

따른 propofol 양을 보정하고 있으나 성별, 비만도에 따른 

보정은 하고 있지 않다. Propofol을 사용한 정맥마취 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각성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21) 또한 본 

연구의 결과대로 비만도에 따른 각성의 차이가 있다고 가

정한다면, 성별, 비만도에 따라 보정된 propofol을 투여할 수 

있는 목표농도조절 주입장치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비만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취과 역에서 비만환자 마취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 마취과 역에서도 비만환자 마취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Propofol을 사용한 전시마취 시 각성시간(T-BIS5070)은 비비

만군에서 212.7 ± 81.8초, 비만군은 170.3 ± 54.8초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비만군의 각성시간이 짧았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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