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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마취 환자에서 Propofol 진정용량에 대한 차단높이의 영향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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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pinal Block Level in the Requirements of Propofol for Conscious Sedation
Il Woo Shin, M.D., Seong Ho Ok, M.D., Hee Jin Kim, M.D., Ju Tae Sohn, M.D.,
Heon Keun Lee, M.D. and Young Kyun Chu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inju, Korea

Background: It has been reported that spinal anesthesia has a sedative effect and the degree of sedation
is related to the level of spinal anesthesia. The level of spinal anesthesia seems to be an influencing
factor in determining the hypnotic requirements for conscious sedation. Therefore, we conducted a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pinal anesthesia level on hypnotic requirements
for conscious sedation.
Methods: Forty-five adult patients scheduled to undergo spinal anesthesia for anal surgery were
randomly allocated to one of the two groups (Group 1: spinal anesthesia with 13 mg of 0.5% hyperbaric
bupivacaine, Group 2: saddle block with 13 mg of 0.5% hyperbaric bupivacaine). Ten minutes after
the block,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was started at a target concentration of 1μg/ml and
we checked the lowest bispectral index (BIS) during 5 min observation period after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1μg/ml was reached.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was restarted at a target concentration of 1.5μg/ml and we checked the lowest BIS during 5 min observation period after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1.5μg/ml was reached. We also checked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when the BIS
reached 80 and 70 during observation period.
Results: The minimum BIS at 1μg/ml effect site concentration was 80.4 ± 8.9, and 80.6 ± 8.5
in group 1 and group 2 respectively. The minimum BIS at 1.5μg/ml effect site concentration was 64.2
± 13.4, 67.6 ± 10.0 respectively.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when BIS 80 was checked
at first was 1.1 ± 0.3 μg/ml, 1.1 ± 0.3μg/ml respectively. The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propofol
when BIS 70 was checked at first was 1.3 ± 0.3μg/ml, 1.4 ± 0.3μg/ml respectively.
Conclus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quirements of propofol for conscious sedation
between thoracic spinal anesthesia group and saddle bloc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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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척추마취는 척수로부터 긴장성 구심성자극 감소로
인한 뇌 활성 저하나1-3) 국소마취제의 지연된 뇌로의
4)

이동
15

또는 국소마취제의 전신흡수로 인한 혈장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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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5) 인하여 진정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국소마취제의 혈장농도는 진정효과와
6)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전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온 후 혈압기, 맥박산소

연관이 없다는 보고도 있어 기전은 확실하지 않지만

계측기 및 심전도를 부착하고 BIS 감시 장치를 전두부

척추마취가 진정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에 설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척추마취의 높이가 진정정도에 미치는 영

13 mg의 0.5% hyperbaric bupivacaine으로 척추마취를

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시행한 환자 23명을 1군, 0.5% hyperbaric bupivacaine 13

논란의 여지가 있다. Gentili 등은7) 척추마취를 시행한

mg을 사용하여 안장마취를 시행한 환자 22명을 2군으

환자에서 신경차단의 높이가 진정정도에 영향을 미치

로 하였다. 1군은 마취시행 10분 후 마취가 적절한지

며, 일정한 진정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맥마취제

여부와 감각차단의 높이를 평가하였고, 2군은 10분간

4)

의 용량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Pollock 등은 척

좌위를 유지한 후 앙와위에서 감각차단의 높이가 요추

추마취의 높이가 진정정도를 나타내는 bispectral index

3번 피부분절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BIS)와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

이후 환자의 진정을 위하여 TCI (Master TCI, Fresenius

S)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Vial SA, France)를 이용하여 마취유도시간은 flash, 목

이에 저자들은 척추마취와 안장마취(saddle block)를

표농도(target concentration)를 1μg/ml로 설정하고 효과

시행한 환자의 진정을 위하여 일정한 효과처농도(effect

처농도가 1μg/ml에 도달한 후 5분간 유지하면서 최저

site concentration)의 정맥마취제를 투여할 경우 마취방

BIS에 도달할 때에 효과처농도 1μg/ml에서의 BIS를 측

법이 진정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일정한 진정에 도달하

정하였고, 다시 목표 농도를 1.5μg/ml로 설정하고 효과

기 위해 요구되는 효과처농도를 살펴봄으로써 척추마

처농도가 1.5μg/ml에 도달한 후 5분간 유지하면서 최

취의 높이가 진정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저 BIS에 도달할 때에 효과처농도 1.5μg/ml에서의 BIS

알아보고자 하였다.

를 측정하였다. 각각 효과처 농도에서의 BIS값을 구하
는 중 처음으로 BIS가 80과 70에 도달하는 시점의 효과

대상 및 방법

처농도를 기록하였다.
통계는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

척추마취로 선택수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기록하였다. 군 간의

등급분류 1, 2에 속하는 30-60세 사이의 남녀 환자 45

비교는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U Test)으로 하였고,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비, 연령, 체중, 키는 군 간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상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모든 대상 환자에게 술 전
방문 시 BIS 감시 장치(BIS monitor model A-2000, Aspect medical Inc., USA)와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의 과거력
이 있거나 진정제, 항우울제 및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
Group 1 (n = 23) Group 2 (n = 2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3.5 ± 9.4
47.9 ± 10.3
Weight (kg)
67.1 ± 11.1
66.0 ± 7.5
Height (cm)
168.0 ± 9.5
169.6 ± 6.2
Sex (M/F)
14/6
11/4
Block height
T7.5 ± 2.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T: thoracic level.

Table 2. Bispectral Index and Ce at Each Point
ꠧꠧꠧꠧꠧꠧꠧꠧꠧꠧꠧꠧꠧꠧꠧꠧꠧꠧꠧꠧꠧꠧꠧꠧꠧꠧꠧꠧꠧꠧꠧꠧꠧꠧꠧꠧꠧꠧꠧꠧꠧꠧꠧꠧꠧꠧꠧ
Group 1
Group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IS awake
97.1 ± 2.7
95.1 ± 4.1
BIS (Ce =
80.4 ± 8.9
80.6 ± 8.5
1μg/ml)
BIS (Ce =
64.2 ± 11.6
67.6 ± 10.0
1.5μg/ml)
Ce at BIS
1.1 ± 0.3
1.1 ± 0.3
80 (μg/ml)
Ce at BIS
1.3 ± 0.3
1.4 ± 0.3
70 (μ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1: spinal
anesthesia with 0.5% hyperbaric bupivacaine, Group 2:
saddle block with 0.5% hyperbaric bupivacaine, Ce: effect
sit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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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보고의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

결

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

첫째, 두 연구의 진정정도 평가에 사용된 방법이 다
1군에서 척추마취 차단의 평균 높이는 흉추 7.5였고,
2군은 요추 3번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Table 1).

르다는 점이다. Gentili 등의 연구에서는 진정정도를
Ramsey scale로 평가하였고, Pollock 등의 연구에서는

효과처농도 1μg/ml를 유지할 때 측정된 최저 BIS 값

진정정도를 BIS와 OAA/S로 평가하였다. 즉 진정정도

은 1군 80.4 ± 8.9, 2군 80.6 ± 8.5로 군간 유의한 차이

평가에 사용된 방법에 의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을

가 없었고, 효과처농도 1.5μg/ml를 유지할 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정도 평가에서 있어 어느 방법이

최저 BIS 값은 1군 64.2 ± 13.4, 2군 67.6 ± 10.0으로

나 주관적요소의 개입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존재하고 BIS 값은 빨리 변화하기에 한 시점의 값을 대

BIS가 처음으로 80에 도달하는 효과처농도는 1군

변하기에는 논란의 가능성이 있으며 얕은 의식진정에
4,8)

1.1 ± 0.3μg/ml, 2군 1.1 ± 0.3μg/ml로 군간 유의한 차

서는 BIS로 진정정도를 평가할 수 없으나,

이가 없었고, BIS가 처음으로 70에 도달하는 효과처농

이하의 깊은 의식진정상태에서는 BIS로 진정정도를 평

일정수준

도는 1군 1.3 ± 0.3μg/ml, 2군 1.4 ± 0.3μg/ml로 군간

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진정정도 평가에 BIS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사용하였지만 척추마취 단독의 진정효과를 관찰하는

9)

것이 아니고, propofol을 사용한 깊은 진정상태에서 BIS

고

를 진정정도 평가에 적용하였기에 평가방법 측면에는

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척추마취는 자체만으로 진정효과가 있어 척추마취

둘째, 비교대상들에게 시행한 최대와 최저차단 높이

를 시행한 환자들에게 수면을 야기하기도하고, 일정한

가 다르다. Gentili 등은 연구에서 비교대상 환자군의

진정에 도달하기위해 사용되는 진정제의 용량을 줄인

최대차단 높이가 흉추 제 2-4번이고 최소차단 높이는

1-4)

척추마취의 진정효과는 중추신경계 차단이 정맥

요추 제 1-3번이지만, Pollock 등의 연구에서 비교대상

마취제의 최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 확인

환자군의 최대차단 평균높이가 흉추 제 4번이고 최소

하였는데 흉추 제 8과 9번 사이의 척추마취는 mida-

차단 높이는 흉추 제 11번이다. 즉 척추마취의 높이

zolam의 ED50을 74%, propofol의 ED50을 39% 감소시킨

가 진정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비교하는 연구에서

다.

1,2)

이러한 중추신경계 차단의 진정상승효

Pollock 등의 연구는 비교대상 환자의 마취분포가 좁아

5)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마취영역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

망상활성화체계(reticular activating system)에서 구심성

은 Gentili 등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을

다고 하였다.

과는 국소마취제의 전신흡수로 인한 혈장농도 증가,
1-3)

자극의 감소로 인한 뇌 활성저하

또는 국소마취제의
4)

지연된 뇌로의 이동 등으로 설명하였다.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즉 Pollock 등의 연구는 비
교대상 군의 차단높이 차이의 분포가 좁아 유의한 상

그 기전이 무엇이든 척추마취는 그 자체로 진정효과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를 가지고 있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후 이런 진정효

최대차단 높이의 차이가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과가 척추마취의 차단높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Gentili 등의 연구에서 최대

7)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Gentili 등은 척추마취를 시

차단이 제 2-4번째 흉추였으므로 일정부위 이상의 고

행한 환자에서 진정정도에 신경차단의 높이가 영향을

위 척추마취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미치고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며, 일정한 용량의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막외마취의 진정효과와 감각

진정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이러한 상관관계가 유지되

차단 부위에 따른 propofol의 최면용량과의 관계를 관

므로 일정한 진정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정제의

찰한 보고에서도 확인되었다. 서영선 등은

용량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Pollock 등

부위가 흉추 제 10번에 이른 군에서는 진정효과를 관

은4) 척추마취를 시행한 후 시간경과에 따른 BIS와

찰할 수 없었지만 흉추 제 3번에 이른 군에서는 진정효

OAA/S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이 보고에서 척추마취 차

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감각차단 부위가 높은 군에

단높이는 BIS와 OAA/S 값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이

서 propofol의 최면용량이 훨씬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10)

감각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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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에서 차단높이는 1군 평균 흉추 제 7.5번
이였고 2군은 안장마취를 시행하였는데, 효과처농도 1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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