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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pectral Index를 이용한 Propofol과 Thiopental의
1：1 용적 혼합물의 적정 마취유도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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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al Dose of Anesthetic Induction with a 1：1 Mixture
of Propofol and Thiopental Using a Bispectral Index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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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opofol and thiopental have been used clinically in combination for induction of
anesthesia.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this mixture had synergistic activity, recovery characteristics
similar to propofol alone, and bactericidal effect on multiple organism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optimal dose of anesthetic induction with a 1：1 mixture of propofol and thiopental using a
Bispectral index (BIS) measurement.
Methods: One hundred and twenty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groups; propofol
0.5 mg/kg + thiopental 1.25 mg/kg (group 1), propofol 0.75 mg/kg + thiopental 1.875 mg/kg (group
2), propofol 1.0 mg/kg + thiopental 2.5 mg/kg (group 3), propofol 1.25 mg/kg + thiopental 3.125
mg/kg (group 4). Propofol and thiopental were mixed in a 1：1 volume and diluted as 20 ml in a
syringe, and this mixture was administered as induction agent. BIS 50 was considered optimal for anesthetic induction. BIS was measured at baseline and every 15 seconds after anesthetic induction. Heart
rate (HR) and mean arterial pressure (MAP) were measured at baseline and every minute for 3 minutes
after induction.
Results: Incidences of BIS lower than 50 were 33%, 84%, 100%, and 100% in group 1, 2, 3, and
4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groups in HR. MAP decreased
significantly in group 4 than group 1 (P ＜ 0.05).
Conclusions: Considering the results of BIS, MAP and HR, propofol 1.0 mg/kg + thiopental 2.5
mg/kg mixture was optimal dose of anesthetic i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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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항경련제, 알코올, 아편유사제, 최면제에

서

대한 부작용 혹은 탐닉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와 비

론

만, 임산부, propofol, thiopental에 부작용이 있었던
최근까지 정주가 간편하고 빠른 효과를 보이는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hiopental이 정맥마취 유도제로 널리 임상에서 사용

모든 대상 환자에서 전투약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되고 있지만, 정주 후 급격한 혈역학적 변동과 후두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 후 심전도, 맥박 산소계측기,

경련 같은 호흡기계통 합병증, 그리고 수술 후 숙취

비침습적 자동 혈압계를 거치하여 혈압, 심박수, 심

에 의해 각성이 느리고, 마약류(향정신성약물) 약물

전도 변화 및 맥박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로 분류되어 있어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점

고 기준치의 혈압,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의식 상태

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propofol은 마취유도

를 측정하기 위해 환자의 이마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와 각성이 빠를 뿐 아니라 체내 잔류효과가 적으며

잘 닦아 말린 다음 BIS XP (Model A-2000, Aspect

수술 후 오심 및 구토의 빈도가 낮아 임상적으로 매

Medical system Inc, USA) sensor를 사용지침대로 5초

우 유용하여 마취의 유도와 유지에 광범위하게 사용

동안 잘 눌러 고정한 후 sensor tab을 PIC (patient in-

1-3)

그러나 propofol은 주사 시 통증, 불수

terface cable)와 연결 후 본체에 부착하고 BIS 감시

의 운동, 저혈압, 감염, 값이 비싼 단점 등을 가지고

를 시작하였다. 환자의 안정을 도모한 후 BIS의 sig-

있다.4,5) Propofol과 thiopental의 혼합물은 정주 시 통

nal quality index가 80% 이상일 때 측정한 BIS 수치

되고 있다.

6)

증을 감소시키며,

7-9)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10)

다양

를 기준치로 하였다.

최면효과에 있어

환자들을 무작위로 네 군으로 나누었으며 이중맹

부가 또는 상승작용을 보인다.11,12) 또한 마취유도 목

검법 연구를 위해 모든 약제가 20 ml가 되도록 마취

한 세균에 살균효과를 보이며,

적으로 사용했을 때 propofol만 사용했을 때보다 회

유도 직전 propofol 0.5 mg/kg ＋ thiopental 1.25 mg/

복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kg (1군), propofol 0.75 mg/kg ＋ thiopental 1.875 mg/

장점을 가지고 있다.13)
최근에 개발된 BIS (Bispectral index)는 뇌전도의

kg (2군), propofol 1.0 mg/kg ＋ thiopental 2.5 mg/kg
(3군), propofol 1.25 mg/kg ＋ thiopental 3.125 mg/kg

빈도, 진폭에 위상각(phase angle)의 개념을 도입하여

(4군)씩을 각각 생리식염수에 미리 혼합하였다. 1%

이를 정량화한 것으로,14) 정맥 및 흡입 마취제에 의

propofol (아네폴 주Ⓡ 120 mg, 하나제약, 대한민국)과

한 진정과 최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2.5% thiopental (펜토탈소디움 주

다는 점에서 마취심도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대한민국) 1：1 용적 혼합액을 정맥로를 통해 30초

있는 감시 장치이다.15) 또한 BIS는 진정상태와 상관

에 걸쳐 서서히 정주한 후 환자의 안검 반사가 소실

관계가 높으며 자극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예측할

된 것을 확인하고 SpO2가 90% 미만으로 감소하면

16)

Ⓡ

0.5 g, 중외제약,

100% O2로 용수환기를 하였다.

수 있다.

이 연구는 전신마취유도시 1% propofol과 2.5%

의식소실은 주입이 끝난 후부터 5초 간격으로 안

thiopental 1：1 용적 혼합물의 적정 마취유도 용량은

검반사 소실유무로 평가하고, BIS는 주입이 끝난 후

잘 알려져 있지 않기에, BIS를 이용하여 환자의 진

부터 180초까지 15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혈역학

정 및 최면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전신마취 유도

적 지표는 약물주입 직후부터 시작하여 3분까지 1분

용량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간격으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평균 동맥압,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대상 및 방법

1군 3명, 2군 1명에서 약물 투여 후 각성으로 인
한 움직임 때문에 BIS를 측정하지 못하여 결과 분석

정규수술이 예정된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에 제외하였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등급 분류 1과 2에 해당하는 20-65세의 남녀환자

표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생체 활력 징후, BIS의 군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 전날 모든 대상

간 비교에 oneway ANOVA 및 Tukey 다항비교를 하

환자에게 연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였고, 군 내 비교는 repeated measured ANOV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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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n = 27)
(n = 33)
(n = 27)
(n = 2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6 / 21
9 / 24
9 / 18
7 / 22
Age (yr)
42.3 ± 9.1
44.0 ± 10.5
42.4 ± 8.2
43.3 ± 9.6
Weight (kg)
62.6 ± 10.4
62.0 ± 9.9
61.3 ± 9.8
57.8 ± 6.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M: male, F: female. Group
1: propofol 0.5 mg/kg + thiopental 1.25 mg/kg, Group 2: propofol 0.75 mg/kg + thiopental 1.875 mg/kg, Group 3:
propofol 1.0 mg/kg + thiopental 2.5 mg/kg, Group 4: propofol 1.25 mg/kg + thiopental 3.125 mg/kg.

Table 2. Characteristics of Eyelash Reflex
ꠧꠧꠧꠧꠧꠧꠧꠧꠧꠧꠧꠧꠧꠧꠧꠧꠧꠧꠧꠧꠧꠧꠧꠧꠧꠧꠧꠧꠧꠧꠧꠧꠧꠧꠧꠧꠧꠧꠧꠧꠧꠧꠧꠧꠧꠧꠧꠧꠧꠧꠧꠧꠧꠧꠧꠧꠧꠧꠧꠧꠧꠧꠧꠧꠧꠧꠧꠧꠧꠧꠧꠧꠧꠧꠧꠧꠧꠧꠧꠧꠧꠧꠧꠧꠧꠧꠧꠧꠧꠧꠧꠧꠧꠧꠧꠧꠧꠧꠧꠧ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n = 27)
(n = 33)
(n = 27)
(n = 2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oss of
Number
20 (74%)
32 (96%)
27 (100%)
29 (100%)
eyelash reflex
Time (s)
32.4 ± 24.3
14.5 ± 8.3*
11.7 ± 6.7*
9.6 ± 6.0*
BIS
86.9 ± 10.4
86.5 ± 10.9
90.8 ± 9.9
91.2 ± 8.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1: propofol 0.5 mg/kg + thiopental 1.25 mg/kg, Group 2: propofol 0.75
mg/kg + thiopental 1.875 mg/kg, Group 3: propofol 1.0 mg/kg + thiopental 2.5 mg/kg, Group 4: propofol 1.25 mg/kg
+ thiopental 3.125 mg/kg. Number: number of patients, BIS: bispectral index.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Tukey 다항비교를 하였다. 남녀 성비, 안검반사 소실

BIS 50 이하로 감소되었던 환자는 1군 33%, 2군

빈도, BIS 50 이하로 감소 발생 빈도의 비교는 Chi-

84%이었고 3군, 4군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BIS 50

square test로 하였다. BIS 50 이하로 감소시키는데

이하로 100% 감소하였다. BIS값이 50까지 감소될

필요한 propofol과 thiopental 혼합물의 50%, 95% 유

때까지 시간은 약물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짧아지

효 용량은 프로빗 분석(probit analysis)으로 검정하여

지만 4군만이 1군에 비해 유의하게 빨랐다. BIS 최

95% 신뢰구간으로 표시하였다.

저치에 이르는 시간은 1군에 비해 2군, 3군, 4군이

분석 결과는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빠르며 이때의 BIS 값은 1군에 비해 2군,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각 군 간에 성비, 연령, 체

3군, 4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3군과 4군은 2군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낮았다(Table 3). 약물 주입
후 BIS값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30초부터 군 내, 군

(Table 1).

간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45초부터 1군을 제외

결

과

한 2군, 3군, 4군 모두에서 BIS 평균값이 50 이하로
감소하였다. 60초 이후에 BIS 평균값은 증가하기 시

안검반사 소실은 측정시간동안 1군 74%, 2군 96%,

작하여 75초에 2군, 120초에 3군, 165초에 4군에서

3군 100%, 4군 100% 소실되었고, 소실시간은 1군에

BIS 평균값이 50 이상으로 유지되었다(Fig. 1). BIS

비해 2군, 3군, 4군이 유의하게 빠르며 2군, 3군, 4군

50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ED50은 propofol 0.57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안검반사 소실이 있

(0.49-0.63) mg/kg, thiopental 1.43 (1.23-1.57) mg/

을 때의 BIS값은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kg, ED95는 propofol 0.84 (0.76-1.0) mg/kg, thiopental

보이지 않았다(Table 2).

2.1 (1.9-2.52) mg/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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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BIS
ꠧꠧꠧꠧꠧꠧꠧꠧꠧꠧꠧꠧꠧꠧꠧꠧꠧꠧꠧꠧꠧꠧꠧꠧꠧꠧꠧꠧꠧꠧꠧꠧꠧꠧꠧꠧꠧꠧꠧꠧꠧꠧꠧꠧꠧꠧꠧꠧꠧꠧꠧꠧꠧꠧꠧꠧꠧꠧꠧꠧꠧꠧꠧꠧꠧꠧꠧꠧꠧꠧꠧꠧꠧꠧꠧꠧꠧꠧꠧꠧꠧꠧꠧꠧꠧꠧꠧꠧꠧꠧꠧꠧꠧꠧꠧꠧꠧꠧꠧꠧ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n = 27)
(n = 33)
(n = 27)
(n = 2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elow BIS 50
Number
9 (33%)
28 (84%)*
27 (100%)*
29 (100%)*
Time (s)
47.3 ± 11.7
37.8 ± 12.7
37.7 ± 12.9
30.9 ± 10.6*
BIS
45.8 ± 7.6
47.3 ± 2.9
45.7 ± 3.2
45.8 ± 4.9
Minimum BIS
Time (s)
72.7 ± 34.3
49.9 ± 12.8*
49.4 ± 16.8*
48.7 ± 17.2*
†
6
BIS
58.2 ± 16.8
38.5 ± 15.1*
29.2 ± 7.8*
28.0 ± .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1: propofol 0.5 mg/kg + thiopental 1.25 mg/kg, Group 2: propofol 0.75
mg/kg + thiopental 1.875 mg/kg, Group 3: propofol 1.0 mg/kg + thiopental 2.5 mg/kg, Group 4: propofol 1.25 mg/kg
+ thiopental 3.125 mg/kg. number: Number of patients, BIS: bispectral index.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2.

Fig. 1. This graph shows the trends of bispectral index (BIS) following administering propofol 0.5 mg/kg + thiopental
1.25 mg/kg (Group 1), propofol 0.75 mg/kg + thiopental 1.875 mg/kg (Group 2), propofol 1.0 mg/kg + thiopental 2.5 mg/kg (Group 3), propofol 1.25 mg/kg + thiopental 3.125 mg/kg (Group 4). Values are expressed
†
‡
as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bas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 P ＜ 0.05 compared
§
with group 2, : P ＜ 0.05 compared with group 3.

마취유도 전에 측정한 기준 평균 동맥압은 각 군

1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Fig. 2). 심박수의 변동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ropofol과

은 기준값에서는 네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hiopental sodium 혼합액의 주입 직후부터 3분까지

propofol과 thiopental sodium 혼합액의 주입 1분 후에

네 군 모두에서 기준값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네 군 모두에서 일시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변동을 보였다. 네 군 모두에서 평균 동맥압의 저하

네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는 기준치의 20% 이내로 심하지 않았고 4군에서만

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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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is graph shows the trends of mean arterial pressure (MAP) following administering propofol 0.5
mg/kg + thiopental 1.25 mg/kg (Group 1), propofol 0.75 mg/kg + thiopental 1.875 mg/kg (Group
2), propofol 1.0 mg/kg + thiopental 2.5 mg/kg
(Group 3), propofol 1.25 mg/kg + thiopental
3.125 mg/kg (Group 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base,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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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s graph shows the trends of heart rate following
administering propofol 0.5 mg/kg + thiopental
1.25 mg/kg (Group 1), propofol 0.75 mg/kg +
thiopental 1.875 mg/kg (Group 2), propofol 1.0
mg/kg + thiopental 2.5 mg/kg (Group 3), propofol 1.25 mg/kg + thiopental 3.125 mg/kg (Group
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 P
＜ 0.05 compared with base.

의성과 연관된 문제인 것으로 기술하였다. Rashiq

고

등은 13) 외래 복강경술을 받는 건강한 여자를 대상

찰

으로 하여 propofol과 thiopental 혼합물에 의한 마취
전신마취를 시행할 때 정맥 마취유도제의 이상적

유도 시 propofol 단독으로 마취유도한 경우와 비슷

인 특징이라면 혈관 자극이 없으며 안정성이 확보되

한 정도의 빠른 회복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thio-

어야 하며 흥분작용 없이 마취유도가 빠르고 자율신

pental 단독 정주시보다 마취 각성이 월등히 빠르다

경계통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정주 후에 심혈관계,

고 하였다.

호흡기계 등에 문제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한 회복
시에도 빠른 각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두 약제는 마취유도 시
Y자형 연결관에 연결된 분리된 주사기를 통하여 주

Propofol은 이상적인 마취유도제의 많은 특징을

입하였는데, 이러한 분리주입은 혼합물의 생리 화학

가지고 있지만 주사 시 통증, 불수의 운동, 저혈압,

적 안정성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

4,5)

요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propo-

Propofol과 thiopental의 혼합사용은 propofol의 장점

fol과 thiopental 혼합물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결

들을 유지하면서 propofol의 단점들을 개선시킬 수

과들이 보고되고 있다.7-9) Prankerd와 Jones는7) 1%

있다. Propofol과 thiopental의 혼합효과에 대한 약리

propofol과 2.5% thiopental 1：1 혼합물의 약물 손실

감염, 값이 비교적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다.

12)

최면 상호

정도는 처음 6시간 정도는 무의미 할 정도이고 18시

작용은 상승작용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Vinik

간 경과 후에도 미미한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Cher-

학적 연구에서 Nagiub와 Sari-Kouzel은
등은

11)

최면작용에 있어 propofol과 thiopental의 상호

8)

nin 등은

1% propofol과 2.5% thiopental 혼합물의

작용은 부가적이며, 최면작용을 일으키는 기전이 매

최종 농도는 상대적으로 0.5%, 1.25%이었고 폴리프

우 비슷하고 동일하다고 하였으며, Nagiub와 Sari-

로필렌 주사기에 저장할 경우 4oC에서는 312시간,

Kouzel의 연구와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가성으로부

23 C에는 120시간까지 안정적이라 하였다. Lazar 등

터 최면 상호작용 결과의 편차에 대한 통계적 유

은

o

9)

propofol과 thiopental의 1：1 혼합물이 적어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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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혼합되었을 때 문

은 상당한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점은 없다고 하면서 혼합물이 안전하고 유용한 보

생각된다.
뇌전도를 이용한 BIS는 환자의 진정과 의식 상태

조약이 될 거라고 예견하였다.
Propofol의 유탁액은 콩기름, glycerol, egg, phos-

에 관련된 뇌전도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phatid 등의 용매를 이용하며 이들은 세균과 효모의

지수이며 다른 뇌전도 지수보다 임상적으로 유효하

성장에 적당한 배지역할을 하므로 propofol 투여 시

고 진정과 최면의 임상측정과 강한 연관성을 갖는

에는 무균적인 방법으로 투여하여야 한다.17) Thio-

다.15) BIS는 15초에서 30초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자

pental은 강력한 알칼리성 특징을 가지고 있어 대부

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마취제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18)

Crowther

관찰할 수 있어서 적당한 용량의 주입을 가능하게

연구에서 thiopental과 propofol의 pH는 각각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BIS (Model A-2000, As-

10.55, 7.8을 보이고, 두 약물이 혼합될 경우에는 pH

pect Medical system Inc, USA)는 15초간의 EEG 기록

분의 세균에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
등의

10)

10.31이었다. Propofol과 thiopental 혼합물은 thiopental

을 이용해서 계산하였으며 이는 약 15초의 시간지연

과 비슷할 정도의 알칼리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혼합

이 발생하고 BIS 수치가 15초 이전의 상태를 나타냄

물 내에 영양물질인 intralipid가 존재함에도 불구하

을 의미한다. 수술 중의 BIS 범위는 다양한 상태의

고 Candida albicans의 성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장

모든 환자에서 하나의 BIS 수치나 범위가 추천될 수

균, 포도상 구균과 슈도모나스 같은 세균성장 또한

는 없고 의도하는 임상적 목표에 달려있다. BIS 범

억제하였다.

위에 따른 임상 상태를 살펴보면 80-90: 약에서 중

Propofol 유탁액은 국소혈관의 자극으로 혈관통을

등도의 진정상태, 60-70: 얕은 최면상태(깨어날 수

유발하고19) 특히 작은 혈관으로 투여 시 혈관통이

도 있지만 기억할 위험은 낮은 상태), 40-60: 중등

20)

거의 100% 발생한다.
21)

22)

방법,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lidoo

도의 최면상태(수술 중에 유지되는 범위), 40 이하:

propofol을 4 C로 냉각 정주하는

깊은 최면상태(barbiturate coma, 심한 저체온, burst

propofol 투여전에 냉각 생리식염수를 전투여

suppression) 등으로 구분된다. Flaishon 등은27) thio-

caine 혼합정주법,
하는 방법

23)

등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propofol

투여 전에 소량의 thiopental을 먼저 정주하면 lido24)

pental로 전신마취 유도 시 마취유지 농도가 도입되
15)

기 전까지 BIS 수치가 55 이하라면, Glass 등은

6)

propofol은 BIS 수치가 51 이하라면 이는 마취유도

thiopental 0.5 mg/kg을 propofol 2 mg/kg과 혼합 정주

용량이 적절하고 각성의 가능성은 아주 적은 것으로

한 경우에서 마취유도 시 발생하는 혈관통의 빈도와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강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는데 이러한 통증 완화의

BIS 수치가 50 이하라면 마취유도 용량이 적절하고

작용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thiopental의

각성의 가능성은 아주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마취유

알칼리성과 지질용해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

도 시 혼합물의 적당한 용량 계산의 지표로 BIS 50

해서 자유 방수 propofol의 농도에 영향을 미쳐 통증

이하를 목표로 하였다.

caine보다 우수한 제통효과가 있다.

Byeun 등은

완화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처럼

임상적으로 의식소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안검반

propofol과 thiopental 1：1로 혼합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 소실 시간과 그 때의 BIS 값을 측정하였으나

마취유도 시 발생하는 혈관통의 빈도와 강도를 유의

BIS 값이 15초 이전의 결과를 보여주므로 이는 안

25,26)

하게 감소시켰다.

검반사 소실 시의 BIS 값은 수면 정도를 정확하게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propofol과 thiopental의 혼

반영하지 못했으며 대략 안검반사 소실 후 15초경

합사용은 비용적인 면에서 유용할 것이라 주장되었

의 BIS는 7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안검반사는 3

고 현재 2005년도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1% propofol

군, 4군에서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안검반사 소실을

Ⓡ

(아네폴 주 , 하나제약, 대한민국)은 309 won/ml,
Ⓡ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마취유도 용량은 3군 이상이

2.5% thiopental (펜토탈소디움 주 , 중외제약, 대한민

투여량으로 생각된다. 한편 BIS 50을 기준으로 하였

국)은 41 won/ml로 propofol은 thiopental에 비해 약

을 때 3군과 4군에서 환자 전원이 전신마취유도에

7.5배정도 비싸므로 propofol과 thiopental의 혼합사용

적절하다고 평가한 BIS 50 이하로 감소하여 3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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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유도용량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나, 1군에서는
27명 중 9명(33%), 2군에서는 33명 중 28명(84%)이

참 고

문

헌

BIS 50 이하로 감소하여 1군, 2군 용량은 마취 유도
및 기관 삽관을 하기에 마취심도가 부적절함을 의
미하며, 혼합물의 ED95가 propofol 0.84 (0.76-1.0)
mg/kg, thiopental 2.1 (1.9-2.52) mg/kg임을 고려할
때 전신마취 유도를 위해 propofol과 thiopental 혼합
물의 적정 유도용량은 propofol 1.0 mg/kg과 thiopental 2.5 mg/kg을 사용한 3군 이상이라고 생각된
다.
Propofol과 thiopental 1：1 혼합물을 사용하여 적절
한 마취유도 용량을 구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지
만, 혼합물을 사용했던 연구에서 마취 유도 시 사용
량을 보면 Rashiq 등의

13)

연구에서는 propofol과 thio-

pental을 마취유도를 위해 안검반사가 소실될 때까지
서서히 정주하였는데 안검반사 소실될 때까지 사용
한 용량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propofol 1.2 mg/
26)

kg, thiopental 3.0 mg/kg이었다. Cho 등은

propofol

과 propofol + thiopental 1：1 혼합물의 마취 유도,
유지 및 회복에 관하여 비교하였는데 이 때 사용한
propofol과 thiopental 혼합물의 마취유도 용량은 propofol 1.0 mg/kg과 thiopental 2.5 mg/kg이었고 이는
이 실험의 결과와 같은 용량이다.
마취유도 중 혈역학적 변동을 보면 네 군 모두에
서 평균 동맥압은 혼합액의 주입 후 점차적으로 감
소하였고 1군, 2군, 3군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
만 각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4군만이 1군
에 대해 유의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심박수의 변동
은 혼합액의 주입 1분 후에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며 네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네 군 모두에서 약물 주입 후 평균동맥압과
심박수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기준값의
20% 내외로 안정적인 마취유도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동맥압을 고려해 볼 때 4군에
서 1군에 비해 평균 동맥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므로 3군의 용량이 마취유도에 가장 적당하다
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검반사 소실, BIS 50 이하로 감소
빈도 및 혼합물의 ED95, 혈압 및 심박수의 측정결과
를 토대로 볼 때 1% propofol 1.0 mg/kg과 2.5% thiopental 2.5 mg/kg 혼합물이 가장 적절한 마취유도 용
량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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