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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Remifentanil on the Bispectral Index during Intubation under TIVA using Propof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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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effect of remifentanil on the bispectral index (BIS) during 

intubation under TIVA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using propofol.

  Methods:  In this prospective,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80 healthy patients aged 1860 years undergoing elective surgery 

were investigated. Anesthesia was induced using propofol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4μg/ml).  After the loss of consciousness, 

rocuronium (0.9 mg/kg) and remifentanil was infused.  The patients in the R group were infused with remifentanil using a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of 4 ng/ml, and patients in the P group were infused with saline.  The BIS value,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HR) were measured before induction, before remifentanil infusion and before and after tracheal intubation.

  Results:  The BIS value remained constant after intubation in the two groups.  The MAP and HR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intubation in the two groups, but the degree of increase of MAP and HR was less in group R than in group P significantly.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BIS value is not affected by the administration of remifentanil during intubation under TIVA 

using propofol.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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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 내 삽 은 마취와 수술을 통틀어 가장 강한 유해 자

극으로 마취심도가 충분히 깊지 않은 상태에서 기 내 삽

을 시행할 경우, 교감 신경계의 흥분에 의한 빈맥, 고

압, 부정맥 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마취의 심도  최면 

정도의 변화를 래하여 환자의 각성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1,2) 

  Bispectral index (BIS)는 뇌 (electroencephalogram, EEG)를 

분석하여 통계  실험 으로 처리하고 수치화하여 진정이

나 최면의 정도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감시 

장치로서 propofol, midazolam, 그리고 isoflurane 등의 마취제

에 의한 최면상태를 임상 으로 잘 반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 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3) 

  Remifentanil은 μ-receptor agonist인 아편유사제로서 빠른 

발  시간과 짧은 작용 시간 그리고 강력한 진통작용으로 

기 내 삽 시 역학  변화를 효과 으로 억제 할 수 있

어 최근 마취 유도 시 propofol이나 다른 마취제와 함께 많

이 사용되고 있다.4-7) 

  그러나 remifentanil이 기 내 삽 시 각성반응에 해 미

치는 향에 해서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 약제가 

BIS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

의 여지가 많다. 일반 으로 아편유사제는 BIS에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8,9) 강한 통증 자극이 있

는 경우에는, 수면상태에서 각성상태가 유발되어 BIS가 증

가되며, 이때 아편유사제가 통증 자극을 차단하여 BIS의 증

가를 차단한다는 보고가 있었다.10) 한 Guinard 등은11) 

remifentanil이 유해 자극이 없는 안정 시에는 BIS 값에 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강한 유해 자극을 일으키는 기 내 삽

 시에는 BIS 값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propofol을 이용한 완  정맥 마

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 시, remifentanil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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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P 

(n=40)

Group R

(n=40)

Sex (M/F)

Age (yr)

Weight (kg)

Height (cm)

BMI

20 / 20

  39.0 ± 10.2

  63.7 ± 10.7

165.5 ± 9.7

 23.2 ± 2.6

20 / 20

  37.4 ± 11.5

  63.7 ± 10.5

164.2 ± 8.5

 23.6 ± 3.1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or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weight/[height]2). Group P: placebo group, Group R: remifentanil 

group who received remifentanil 4 ng/ml.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able 2. Bispectral Index (BIS),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HR) during the Induction of Anesthesia

BIS MAP (mmHg) HR (beats/min)

Group P

(n = 40)

Group R 

(n = 40)

Group P 

(n = 40)

Group R 

(n = 40)

Group P 

(n = 40)

Group R 

(n = 40)

T1

T2 

T3

T4

92 ± 5

 50 ± 9*

  45 ± 9*
†

  48 ± 13*

92 ± 5

 50 ± 8*

  46 ± 9*
†

  47 ± 10*

91 ± 10

 83 ± 11* 

80 ± 9*

   122 ± 17*
†‡

93 ± 10

 85 ± 10*

 74 ± 9*
†

 91 ± 15
‡

72 ± 12

73 ± 13

75 ± 15

  105 ± 17*
†‡

73 ± 12

74 ± 12

 71 ± 11
†

   85 ± 13*
†‡

Values are mean ± SD. Group P: placebo group, Group R: remifentanil group who received remifentanil 4 ng/ml. T1: before induction, T2: 

before administration of remifentanil or placebo, T3: before intubation, T4: after intubation. *: P ＜ 0.05 vs T1, 
†

: P ＜ 0.05 vs T2, 
‡

: P ＜

0.05 vs T3.

내 삽 시 BIS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목표농

도조 주입기(target-controlled infusor, TCI)를 이용하여 remi-

fentanil을 지속 주입하여 기 내 삽  시에 BIS의 변화를 

찰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상  방법

  신마취 하에 계획수술이 정된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  분류 1, 2에 속하는 건강한 80명

의 환자를 상으로 하여 임상연구심의 원회의 승인을 얻

은 후, 본 연구의 방법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과거력상 심  질환이 있거나 술  항고 압제

를 복용 인 환자, BMI ＞30의 비만인 환자, 임산부, 마취 

유도  측정한 평균 심박동수가 분당 50회 이하이거나 

100회 이상, 는 수축기 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80 

mmHg 이하인 환자, 기 내 삽 이 어려웠던 경우(2회 이상 

시도 는 소요 시간 30  이상)의 환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실 도착 30분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하 고, 수술실에 도착 후 앙와 로 안정을 취하게 한 

뒤 심박수와 압, 심 도, 맥박 산소포화도, BIS (A-2000 

System XP BIS monitor, Aspect Medical systems, USA)를 측

정하 다. 환자는 무작 로 40명씩 두 군으로 나 었으며, 

remifentanil의 목표 효과처 농도를 4 ng/ml로 투여하는 remi-

fentanil 군(R 군)과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약으로 투여하는 

군을 Placebo 군(P 군)으로 정하 다. 두 군 간의 환자의 성

별, 연령, 체 , 신장, 체질량 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TCI는 OrchestraeⓇ (Fresenius Vial, France)를 이용

하 으며 propofol은 Schnider model을, remifentanil은 Minto 

model을 사용하여 목표 효과처 농도(targeted effect-site con-

centration)로 투여하기로 하 다. 연구 마취과 의사가 remi-

fentanil 는 약 인 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해 50 ml 

syringe에 생리식염수와 희석해 OrchestraeⓇ에 연구 간호사가 

미리 비한 후 연구를 진행하 고, 측정값들은 연구에 

여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측정하 다. 마취유도는 propofol 

주입 시 통증을 완화하기 하여 lidocaine 40 mg을 정주한 

후 2% propofol (FresofolⓇ, Fresenius Kabi, France)을 효과처 

농도 4μg/ml으로 정주를 시작하 다. 의식이 소실이 된 후 

마스크로 100% 산소로 조 호흡을 하면서, rocuronium 0.9 

mg/kg을 투여하고, 연이어서 remifentanil 는 약을 투여

하 으며, 2분 후 기 내 삽 을 실시하 다. BIS 값, 평균 

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 심박수(heart rate, HR)를 

마취유도 (T1), remifentanil 는 약 투여 (T2), 기  

내 삽  (T3), 그리고 기  내 삽  후(T4)에 기록하 으

며,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외과  자극도 없도록 하

다. BIS 값은 4회 기록의 평균값으로 하 으며, 기 내 삽

 후의 측정치는 삽  후 2분 동안 기록된 값  가장 높

은 값으로 하 다. 수축기 압 80 mmHg 이하 는 base-

line 20% 이하의 압이 2회 이상 측정되는 경우 ep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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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ximum changes of bispectral index value (∆ BIS), mean arterial pressure (∆ MAP), and heart rate (∆ HR) after intubation 

expressed in percentage of the values recorded before intubation in the placebo group (Group P) and remifentanil group (Group R). *: P ＜

0.05 vs group P.

rine 4 mg을, 심박수가 분당 50회 이하의 서맥을 보이는 경우 

atropine 0.5 mg을 정주하기로 하 다. 

  모든 측정치의 통계  처리는 SPSS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 다. 나이와 키, 체 , BMI의 군간 

비교는 Student's t-test로 시행 하 다. BIS 값, 평균 동맥압, 

심박수의 군내 비교는 반복 측정 분산분석 후 사후 검정으

로 Tukey-Kramer test 는 paired t-test로 시행하 다. BIS 

값, 평균 동맥압, 심박수  기 내 삽   후의 이들의 

변화치의 군간 비교는 Student's t-test로 시행하 다. P ＜ 

0.05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다.

결      과

  마취 유도 과 remifentanil 는 약 투여 에 BIS 값, 

평균 동맥압  심박수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2). 

  BIS 값은 remifentanil 는 약 투여 에 비해 기 내 

삽  까지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 ＜ 0.05) 두 군 간에

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기  내 삽  후에 BIS 

값은 기 내 삽  에 비해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

가 없었고, 두 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Table 2, 

Fig. 1).

  평균 동맥압은 기  내 삽  후에 기 내 삽  에 비

해 P 군이 53%, R 군은 23% 증가하여 두 군 모두에서 유

의하게 증가 하 으나(P ＜ 0.05), 증가율은 R 군이 P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Table 2, Fig. 1).

  심박수는 기  내 삽  후에 기 내 삽  에 비해 P 

군이 44%, R 군은 21% 증가하여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 으나(P ＜ 0.05), 증가율은 R 군이 P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Table 2, Fig. 1).

  모든 군에서 ephedrine이나 atropine의 사용이 필요할 정도

의 압이나 서맥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 TCI로 propofol을 목표 효과처 농도 4μg/ml

으로 지속 주입하면서 마취 유도를 할 때, remifentanil 투여

는 기 내 삽  시 BIS 값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이완제가 소개된 이후, 마취 심도를 나타내는 역학  

변화, 움직임, 호흡의 변화, 동공의 변화 등과 같은 형

인 증상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술  

각성의 험이 증가되었다. 마취  발생하는 각성은 불쾌

한 외상성 경험으로 수술  통증이나 무력감, 공포감으로 

인한 고통 이외에도 수술 후 수면장애, 악몽, 회상, 불안 등

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하기 한 한 감

시가 매우 요하다.2)

  BIS는 뇌 피질의 뇌 를 분석하여 수술  환자의 의

식 정도를 직  측정하는 뇌 도의 지표로 환자의 진정과 

의식소실을 감시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propofol의 최면상태를 잘 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Propofol은 최면제로 그 자체로는 진통효과가 없으므로 

수술  진통효과를 해 다른 약물을 병용 투여해야 하며, 

특히 propofol 단독으로는 기 내 삽 과 같은 자극에 한 

역학  반응을 완화시키지 못하므로 아편유사제와의 병

용투여가 효과 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14,15)

  Remifentanil은 μ-수용체에 작용하는 강력한 아편 유사제

로 30 에서 90  이내에 발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고, 조

직과 장 내 비특이 인 esterase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작용시간이 짧으며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장애 환자에서도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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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축  작용이 없어 투여 단 후 3-5분 내에 호흡 억제

의 지연 없이 마취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지며 수술  높은 

농도로도 투여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어 재 propofol

과 함께 TIVA를 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6,7) 

  Propofol로 TIVA를 시행할 경우 수술  각성을 피하기 

한 농도에 해서 Vuyk 등은16) 95% 환자에서 의식소

실을 일으키는 propofol의 농도가 4.3μg/ml 이라고 하

다. Albertin 등은17) propofol을 효과처 농도는 4μg/ml 투여

로 BIS를 4050으로 유지하 고, Muñoz 등은18) BIS를 50 

이하로 유지하기 한 propofol의 효과처 농도는 3.75μg/ml

라고 하 다. 따라서 자들은 이들의 연구 결과에16-18) 근거

하여 마취유도  각성을 피하고 한 의식소실 상태를 

유지하기 한 propofol의 목표 효과처 농도를 4μg/ml으로 

선택하여 투여하 고, 모든 환자에서 BIS를 60 이하로 유지

할 수 있었다. 

  한 Lee 등의19) 연구에 의하면 TCI를 이용하여 propofol

의 목표효과처 농도 4μg/ml으로 마취를 유도할 경우 기

내 삽 에 의한 역학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remifentanil의 목표 효과처 농도는 4 ng/ml 는 6 ng/ml 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remifentanil의 

목표 효과처 농도를 4 ng/ml으로 선정하여 사용하 다. 

  Propofol과 remifentanil을 함께 사용할 경우 약역학  상호

작용은 상승작용으로 나타나서 propofol을 단독 사용하는 경

우보다 의식 소실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propofol의 농도를 

히 감소시킨다.20) 그러나 BIS는 뇌 피질의 활성도로 

최면 정도를 측정하는 뇌 도 지표로서 propofol과 같은 특

정한 마취제들의 최면정도는 정확히 반 하나 모든 마취제

의 최면정도를 다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을 갖고 있다.21) 

  따라서 remifentanil이 BIS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아직

까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고,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Koitabashi 등은22) 신/부  마취 시 propofol을 지속 주입

하여 BIS를 60 이하로 유지하면서 remifentanil을 효과처 농

도를 0.5, 2.5, 10 ng/ml로 투여 시 remifentanil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BIS가 감소했다고 하 고, Strachan 등도23) TCI

를 이용하여 propofol을 2μg/ml로 지속주입하면서 remifen-

tanil을 0.01, 0.05, 0.1μg/min/kg로 지속주입 시 용량 의존

으로 BIS가 감소했다고 하 다.

  반면에, Lysakowski 등은9) propofol과 fentanyl, alfentanil, 

remifentanil, 는 sufentanil을 함께 사용한 경우, 임상 으로

는 아편유사제가 propofol의 최면효과를 상승시키나 BIS는 

이 게 증가된 최면효과를 반 하지 못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을 효과처 농도 4μg/ml로 지속 주

입하면서 saline 는 remifentanil을 지속 주입하 을 때, 기

내 삽  까지 BIS는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두 군 간에 BIS의 차이가 없이 나타나서 Lysakowski 

등의9)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한편 Guignard 등은11) propofol을 효과처 농도 4μg/ml로 

지속주입하면서 remifentanil을 효과처 농도 0, 2, 4, 8, 16 

ng/ml로 지속주입 시 자극이 없는 안정 시에는 remifentanil 

농도에 따른 BIS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 으나, 기 내 삽  

후, propofol만 투여한 경우에 BIS가 기 내 삽  에 비하

여 57 ± 21% 증가하 고, remifentanil은 이러한 BIS의 상승

을 용량 의존 으로 억제하 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Guignard 등의11) 연구와는 다르게 

propofol만 투여한 경우에 기 내 삽  후의 BIS가 기 내 

삽  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았고, remifentanil 투여 군에

서도 기 내 삽  후에 BIS가 기 내 삽  에 비해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propofol 만을 투여한 군에서 기 내 삽  후

에 BIS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상하지 못한 으로, 이것

은 기 내 삽 이 BIS 가 45 ± 8.6 이고 근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으로 보아, 한 최면과 

근이완 상태에서 시행하는 기 내 삽 은 역학  변화는 

일으켜도 각성은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 이 

 때문에 “remifentanil이 BIS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Remifentanil이 BIS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해

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편유사제는 뇌 피질 부

(cortical area)가 아닌 뇌 피질  부 (subcortical area)와 

척수(spinal cord)에 작용하여 뇌 피질의 기 생리학  변

화에는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뇌 피질의 뇌 로 측정

하는 BIS는 아편유사제의 진정  최면 효과를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8,9,24) 

  Sleigh 등은21) BIS는 의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뇌피질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propofol과 같은 특정

한 마취제들의 최면 정도만을 정확히 반 하고, 뇌 피질의 

활성에 작용하지 않는 아산화질소, Xenon, ketamine에 의한 

의식소실은 BIS가 반 하지 못한다고 하 다. 한 Bouillon 

등은20) propofol과 remifentanil을 병용 투여하면 propofol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보다 의식 소실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propofol의 농도를 히 감소시키는데도 불구하고, BIS가 

remifentanil의 최면정도를 제 로 반 하지 못한다고 하

다. 따라서 BIS는 뇌 피질의 활성도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모든 마취제의 최면정도를 다 반 하는 것이 아니고, 마취

제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BIS가 같은 값이라도 동일한 

최면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한계 을 갖고 있으므로 측

정된 BIS 값은 사용한 약제를 고려해서 해석을 내려야 한

다고 한다.20,21,25) 

  결론 으로 propofol을 목표 효과처 농도 4μg/ml로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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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를 할 때, remifentanil 투여는 기 내 삽  시 BIS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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