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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muscle relaxant on entropy during propofol anesthesia 

Bo Song Kim, Sang Ik Lee, Sung Uk Choi, Hye Won Shin, Hae Ja Lim, Hye Won Lee, Seong Ho Chang, and Suk Min Yoo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muscle relaxant affect the values of Entropy, response 

entropy (RE) or state entropy (SE) during propofol anesthesia.

  Methods:  Eighty patients (ASA I) scheduled for elective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groups.  Anesthesia was maintained at a SE value of 80 (80 ± 2) us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 of propofol.  After maintain-

ing SE 80 for 5 min, vecuronium 0.1 mg/kg was injected intravenously in group I and same volume of normal saline was intra-

venously injected in group II.  After maintaining SE 60 for 5 min, vecuronium 0.1 mg/kg was injected intravenously in group 

III and same volume of normal saline was injected intravenously in group IV.  The mean arterial pressure, heart rate, SE and 

RE were measured before anesthetic induction and up to 5 min after vecuronium or normal saline injection in each group.

  Results:  SE and RE were not changed in group II, but significantly decreased in group I (P ＜ 0.05, respectively).  In group 

III and IV, SE and RE were not changed in both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hemodynamic changes among the four groups.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 of muscle relaxant on Entropy vary according to the baseline values of 

RE or SE during propofol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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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약제가 추신경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해

서 뇌 (electroencephalography, EE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감시장치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1-4]. 가장 흔하

게 사용되는 Bispectral index (BIS)의 경우 Fourier spectral 

분석을 기 로 하는데 몇 가지 서로 다른 기술자(descriptor)

로부터 얻은 EEG를 단일 변수로 통합하여 보여 다[5]. 

한, 마취를 유지하는 동안 흡입마취제와 정맥마취제를 정

(titration)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6,7]. 

  비교  최근에 개발된 Entropy (M-Entropy, GE, Helsinki, 

Finland)는 몇 개의 다른 기술자로부터 얻은 EEG를 하나의 

값으로 표 하는 기존의 다른 EEG 기반 감시 장비와는 다

르게 뇌 의 규칙성을 정량화하여 나타낸다[8]. Entropy를 이

용한 임상 연구에서 정맥마취제와[9,10] 흡입마취제의[11,12] 

농도를 증가시키면 EEG의 규칙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Bruhn 등이[13] 근이완제를 투여 받지 않은 환자에서 

Electromyography (EMG)활동성에 의해 BIS가 증가하는 두 

증례를 처음으로 보고한 이후 EMG는 BIS 값을 간섭하고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BIS 값 85−65

에 해당하는 얕은 마취(마취유도 상태)에서 EMG 활동성의 

향이 크다고 한다[14]. 그리고 BIS와 비슷한 목 으로 사

용되는 Entropy의 경우, 특히 EMG의 활동성을 포함하는 뇌

로부터 정보를 얻는 RE 값에는 근이완제의 투여가 많은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할 수 있다. 

  이에 해 Liu 등은[15] propofol-remifentanil을 이용한 마

취 유도시 의식 소실 시기에 근이완제를 투여할 경우 BIS

와 RE 값은 감소하는 반면 SE 값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

다고 보고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remifentanil의 향을 배

제하기 해서 propofol만을 이용한 마취시 근이완제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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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I Group II Group III Group IV

Number (n)

Gender (M/F)

Mean age (yr)

Height (cm)

Weight (kg)

20

13/7

40.4 ± 8.8

164.2 ± 8.7

60.9 ± 7.5

20

13/7

45.9 ± 9.1

166.7 ± 9.5

64.6 ± 9.9

20

12/8

47.3 ± 8.1

168.8 ± 8.6

67.0 ± 8.8

20

11/9

44.9 ± 7.6

167.1 ± 9.6

66.4 ± 9.1

Values are mean SD or numb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among the four groups. Group I: SE 80 with vecuronium 

administration, Group II: SE 80 with normal saline administration, Group III: SE 60 with vecuronium administration, Group IV: SE 60 with 

normal saline administration, SE: state entropy.

가 propofol-induced hypnosis  SE와 RE 값에 미치는 향

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병원윤리 원회에서 본 연구에 한 승인을 받았으며 연

구에 참여하는 모든 환자에게 연구계획에 해 미리 설명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신마취가 계획된 성인 남녀 환

자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  분류 I에 해당하는 20−
58세 80명의 환자를 상으로 20명씩 무작 로 4군으로 분

류하 다.

  최소표본수는 SigmaStat 로그램(Version 3.1, Systat Software, 

Inc., USA)을 이용하여 유의수  0.05일 때 검정력 0.8, 검증

할 수 있는 평균의 최소값 5로 하여 구하면 15가 얻어지므

로 각군당 20명씩 실험을 진행하 다.

  모든 환자에게 처치로 glycopyrrolate 0.2 mg을 수술 1시

간 에 근주하 다. 수술실에서 심 도, 비침습성 압 감

시장치, 맥박 산소 계측기를 거치하고 마취 유도  고막체

온계(HM-1, TermoscanⓇ Instant thermometer, Inc., USA)를 사

용하여 체온을 측정하 고 36.5 ± 5oC를 유지하도록 하

다. Entropy 센서(Entropy Sensor, GE, Helsinki, Finland)를 제

조회사의 설명서 로 두부에 부착하고 RE와 SE 수치가 

안정화 될 때까지 5분 이상 기다린 후 마취를 유도하 다.

  마취 유도  유지는 100% 산소로 3분 동안 사 산소화

를 시행한 후 propofol 목표농도 조  주입법(target-controlled 

infusion, TCI) (OrchestraⓇ, Fresenius Vial SA, France)을 이용

하 고 약동학 모형으로는 Marsh 등이[16] 보고한 모형을 

선택하 다. 

  SE를 80 (80 ± 2)으로 5분간 유지하다가 vecuronium 0.1 

mg/kg를 투여한 I군과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II군, SE

를 60 (60 ± 2)으로 5분간 유지하다가 vecuronium 0.1 mg/kg

를 투여한 III군과 역시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IV군 

등 모두 4군으로 나 어 실험을 진행하 다. 근이완제 는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후 5분까지 평균동맥압, 심박수, RE, 

SE 등을 기록한 후 투여 /후 값을 비교하 다. 실험을 진

행하는 동안 환자는 산소마스크를 통해 100% 산소로 자발

호흡을 유지하도록 하 고, 근이완제 는 생리식염수의 투

여 /후 필요한 경우 보조환기를 통해 맥박 산소포화도를 

95% 이상을 유지하 다. 실험이 종료된 후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군은 동량의 근이완제를 투여하고, 근이완제를 투여

한 군은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후 TOF 감시(E-NMT, 

GE, Finland) 하에 기 내삽 을 시도하 고 이후 계획된 수

술을 진행하도록 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표  편차로 표시하 고, SPSS 

(release 12 Standard Version)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군간의 연령, 체 , 키 등을 ANOVA를 이용하여 비교하

고, 각 군 간 비교는 bonferroni correction과 unpaired t test를 

시행하 다. 각 군 내 비교는 repeated measures of ANOVA

를 시행하 고 post hoc comparison은 Dunnett’s test를 시행

하 다. 이때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 하

다고 정하 다.

결      과

　각 군에서 성별, 연령, 체   키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1). SE값을 80으로 유지한 I군과 II군에서

는 vecuronium을 투여한 I군에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II군

에 비해 RE, SE값 모두 vecuronium을 투여 2분 후부터 통계

학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고 SE값을 60으로 유지한 III

군과 IV군에서는 생리식염수 는 vecuronium을 투여하기 

과 후에 RE, SE값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1).

  SE 값을 80으로 유지한 I군과 II군의 평균 동맥압과 심박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SE 값을 60으로 유지한 

III군과 IV군의 평균 동맥압과 심박수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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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RE/SE during the study period. Group I: SE 80 with vecuronium injection, Group II: SE 80 with normal saline in-

jection, Group III: SE 60 with vecuronium injection, Group IV: SE 60 with normal saline injection. Time 0: time of intravenous admin-

istration with vecuronium or normal saline. 
a)
P ＜ 0.05 compared to baseline, 

b)
P ＜ 0.05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value of group II. 

Entropy values (RE/SE) were not changed in group II but significantly decreased in group I. Entropy values (RE/SE) were not changed in 

group III and IV.

Fig. 2. Change of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HR) during the study period. Group I: SE 80 with vecuronium injection, 

Group II: SE 80 with normal saline injection, Group III: SE 60 with vecuronium injection, Group IV: SE 60 with normal saline injection. 

There were no hymodynamic changes among the four groups.

고      찰

  본 연구는 근이완제의 투여가 Entropy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것으로 propofol TCI를 이용하여 SE를 80으로 유지

한 경우 근이완제 투여 후 SE, RE 모두 감소 하 으나, SE

를 60으로 유지한 경우에는 SE, RE의 변화가 없는 것을 

찰하 다. 따라서 Entropy를 이용하여 마취심도를 감시할 경

우 근이완제의 투여가 마취심도에 따라 Entropy 값에 향

을 미침을 고려해야겠다. 즉, 임상 으로 마취를 유도하는 

시기에는 근이완제의 투여로 실제 환자의 의식수  보다 

깊은 진정상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를 각성시키는 

시 에서는 근이완제의 잔류효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환자의 

각성 상태보다 깊은 진정상태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Entropy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ntropy 감시 장비는 entropy 이론을 사용하여 뇌신경활

동의 정도를 정량화하여 표시한다[8]. 즉, entropy란 물리학

인 개념으로 시스템의 불규칙성, 측불가능성  복잡성 

등으로 기술되는데 뇌 신경 활동의 공간 , 시간  통합

의 정도를 정량화하여 의식소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감시 장치로부터 SE와 RE라는 두 개의 지수를 얻을 수 

있는데 가공하지 않은 뇌 에서 정보를 얻는 state entropy 



 Vol. 56, No. 4, April 2009  Korean J Anesthesiol

384

(SE)와 두부 근 도(EMG)로부터 얻은 정보를 추가한 re-

sponse entropy (RE)로 구성된다[8]. SE는 이  15  내의 뇌

 자료로부터 0.8−32 Hz 사이의 정보를 계산하여 91에서 

0까지의 수치를 나타내고, RE는 1.92  내의 뇌  자료로부

터 32 Hz 이상의 활동성을 갖는 EMG를 포함하여 0.8−47 

Hz 사이의 정보를 계산하여 100에서 0까지의 수치를 나타

낸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각성시에는 BIS와 SE보다는 RE

의 반응이 더 빠르다고 한다[17].

  한 Entropy는 propofol을 이용한 진정의 정도와 연 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8,19]. 하지만 마취의 깊이를 나타내는 

다른 entropy들 즉, approximate entropy와 Shannon’s entropy 

값들이 시간 역(time domain)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SE와 RE 값들은 시간과 주 수가 조화를 이룬 spectral 

entropy를 기본으로 한다[8]. RE 값은 0.8−47 Hz 범 의 주

수를 계산하는데 EMG 역의 주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얼굴 근육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반면 SE 값은 0.8−32 

Hz 범 의 주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로 뇌 피질의 활

동성을 반 하게 된다[8]. RE와 SE의 주된 차이는 32−47 Hz 

사이의 주 수이고 2  이내에 표시되기 때문에 거의 두

부 EMG의 활동성을 반 한다. 이것은 Entropy가 EMG 활동

성을 인공산물(artifact)이 아닌 신호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SE와 RE 사이의 구분을 통해 활동성의 유

래가 EEG인지 EMG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따

라서 EMG의 활동성에 의해 RE는 향을 받을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처럼 근이완제 투여에 의해 RE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해 Liu 등이[15] 발표한 바에 따르면 propofol-remi-

fentanil을 이용한 마취 유도시 의식 소실 시기에 근이완제

를 투여할 경우 BIS와 RE 값은 감소하는 반면 SE 값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RE 값의 변화는 EMG의 

활동성을 반 하는 RE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 다. 하지만, 

SE 값에는 변화가 없었던 Liu 등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 결과에서는 SE를 80으로 유지했을 때 RE 값뿐 만 

아니라 SE 값도 감소하 다. 이것은 Liu 등의 연구에서는 

근이완제가 투여된 시기의 SE 값이 74 ± 13으로 본 연구에

서의 SE 유지 값(80 ± 2)보다 낮으며, 진정  EEG 기반의 

감시장비에 향을 미치는 remifentanil을 동시에 투여하 다

는 것이[20,21]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 Liu 등의 연구에서

는 생리 식염수의 투여에 의해서도 BIS  RE, SE 값 모두 

통계학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고 하 는데 의식소실 

2분 후 생리식염수 는 근이완제를 투여한 Liu 등의 연구

와는 달리 본 연구는 propofol의 항정상태(steady status)를 확

보하기 하여 충분한 시간(5분)을 유지한 것에서 오는 차

이 이라 생각된다.

  근이완과 뇌  사이의 상호 작용에 한 설명으로 구심

성 근육방추(afferent muscle spindle) 이론이 있는데[22] 이는 

근육의 신장 는 수축이 뇌의 각성 추에 구심성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이완이 되면 구심성 자극의 감소로 인해 잠

재 으로 진정 효과를 나타낸다는 이론으로 실험 개에서 

halothane으로 마취를 얕게 한 후 자극을 주면 근육의 움직

임이 나타나면서 근육의 구심성 수용체를 통하여 뇌 의 

반응이 감소한다고 한다. 사람을 상으로 한 Forbes 등의[23] 

연구에 따르면 pancuronium을 정주한 군에서 halothane의 최

소폐포농도(minimum alveolar concentration, MAC)를 25%나 

일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근이완제의 투여가 망상 활성계

(reticular activating system)로 가는 근육방추의 구심성 차단

을 일으켜 신경근 활성화를 감소시키고 halothane의 요구량

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하 다. 이후 Schwartz 등도[24] 개에

서 isoflurane으로 마취 후 EEG의 돌발성 억제(burst sup-

pression)를 유지하도록 MAC을 조 하 는데 pancuronium을 

0.02 mg/kg 이상 정주한 경우 EEG의 돌발성 억제 기간을 

연장시키고 필요한 마취제 요구량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면서 근이완제의 주입으로 뇌피질의 구심성 활성이 차단

되어 마취 심도가 깊어지고 isoflurane의 요구량이 감소된 

것이라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근이완제의 투여로 

RE 뿐 만 아니라 SE가 감소한 것은 구심성 차단이 일부 

여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 로 사람을 상으로 한 Fahey 등의[25] 

연구에서는 근이완제의 투여가 halothane의 MAC을 변화시

키지 않았으며, 최근 Messner 등이[26] 지원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각성되어 있는 환자에게 탈분극성 근이완제인 

succinylcholine을 투여했을 때 일시 으로 EMG의 활동성이 

사라지면서 BIS의 감소를 보 으나 진정 정도에는 향이 

없음을 보고한 후 근이완제의 투여가 진정 효과를 나타낸

다는 구심성 근육방추 이론에 한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 정도를 SE 80과 60으로 구분하 는

데 이는 BIS를 이용한 다른 연구들을[27-30] 종합한 결과 

얕은 진정 상태( 개 BIS 60 후)에서는 근이완제 투여로 

BIS가 감소한 반면 깊은 마취상태( 개 BIS 40 후)에서는 

근이완제 투여 후 BIS가 변화하지 않은 에 근거하여 진

정의 정도가 확연히 구분되는 SE 값으로 기 을 설정하

다. 결과 으로 Entropy의 경우에는 깊은 마취상태(SE 60)에

서는 근이완제의 투여가 RE 는 SE 값에 향을 미치지 

못 하 는데 이와 유사한 연구로 Lee 등이[30] 발표한 바에 

따르면 propofol을 이용하여 BIS를 60으로 유지하면서 근이

완제를 투여하 을 경우에는 BIS 값이 감소하 으나 BIS를 

40으로 유지하면서 근이완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BIS 값의 

변화를 찰할 수 없었다고 하 다. 이것은 아마도 마취가 

깊은 상태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구심성 자극이 이미 

차단되어 근이완제 투여로 인한 추가 인 억제효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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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기 때문에 BIS나 Entropy가 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된다.

  앞으로 근이완제를 투여하는 시기의 진정 정도를 다르게 

하거나 SE 값을 좀더 세분화하는 추가 인 연구가 병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SE 값이 80일 때는 근이완제의 투여에 의해 

RE와 SE 값 모두 감소하 으나 SE 값이 60일 때는 근이완

제의 투여가 RE와 SE 값 모두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

라서 마취심도가 얕은 상태나 진정 상태에서는 근이완제의 

투여로 인해 Entropy 값 (RE 는 SE)이 변할 수 있으므로 

Entropy를 이용하여 마취 심도를 감시할 때는 와 같은 결

과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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