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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화는 모든 장기에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약역학의 변화, 체내 구성의 변화, 조직과 약

물간의 결합력, 조직 관류 등이 마취제의 분포와 제거에 

향을 주게 된다.1) 따라서 노인에서 성인 용량으로 마취 유

도를 하는 경우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약효가 지

속될 수 있으므로 진정제 및 마취제의 용량을 줄이도록 권

장한다. 노인에게 추천되는 마취 유도제로는 propofol, des-

flurane, 또는 remifentanil과 같은 작용이 짧은 약제가 있다.2)

  Propofol은 전신마취제 및 진정제로 널리 이용되는 약제

로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짧고 효과처 평형 시간이 짧아서 

쉽게 적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그러나 propofol로 마취

유도 시 수축기 혈압이 15-40%까지 감소되는 현저한 혈압 

하강을 보인다.4-6) 혈압의 하강은 심박수의 상승이나 심박출

량이 증가하는 보상작용 없이 전부하 및 후부하가 감소되기 

때문이며7) 이와 같은 순환계의 억제현상은 많은 용량, 빠른 

주입 속도와 고령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8)

  Propofol의 주입 속도에 따른 마취유도 용량과 시간 및 

혈역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주입 속도가 느릴수록 마

취제의 필요용량은 감소하고, 마취유도에 걸리는 시간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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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and 62.3 ± 12.7 in group 1, 49.6 ± 11.1 and 51.7 ± 11.7 in group 2, respectively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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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혈압의 감소폭은 적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9,10) 노

인에서 권장되는 propofol의 용량은 성인 용량의 40% 또는 

그 이상으로 감소된 용량이나 opioid 없이 propofol 단독으

로 정주할 때는 1.5-1.75 mg/kg가 추천되고 있다.11,12) 그러

나 유도 용량을 감소시켰을 때 진정 및 최면 효과가 충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환자의 진정 및 최면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bispectral index (BIS)를 이용해 노인에서 propofol 마취 

유도 시 감소된 용량으로 충분한 진정 및 최면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주입 속도를 느리게 하여 

성인 용량을 주입하 을 때 혈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정규수술이 예정된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분류 등급 1 및 

2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 환자는 무작위로 propofol 1.5 mg/kg 투여군(group 

1, n = 21)과 2.0 mg/kg 투여군(group 2, n = 18)으로 나누었

으며 두 군간에 환자의 연령, 체중, 신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수술 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

를 구하 으며 심장, 간, 신장,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

자나, 진정제나 최면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진정 효과 및 심혈관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마취전투

약은 처치하지 않고 수술실에 도착하여 안정을 취하게한 

뒤 비침습적으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심전도, 맥박산소

포화도 감시를 시작하 다. BIS 감시장치(A-2000 BIS moni-

tor, Aspect Medical System, USA)의 감지기를 환자의 이마 

및 눈과 hair line 사이에 부착하고 간섭현상 없이 BIS 수치

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혈압, 심박수 및 BIS 수치를 

측정하여 기준치로 삼았다. BIS는 측정시기보다 15초 후의 

수치로 기록하 다.

  모든 환자는 5분간 사전산소화를 시킨 후 전박부에 거치

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 유도 전에 150-200 ml의 생리식염

수를 정주하 다. 1% propofol (DiprivanⓇ, Astra Zeneca, UK)

의 용량을 infusion pump (Terufusion Syringe Pump STC-523, 

Japan)를 사용하여 20 mg/kg/hr의 속도로 주입하여 완료되었

을 때 혈압, 심박수, BIS 수치와 OAA/S (modified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를 연구자와 다른 사람

이 측정하 다(Table 2).9)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한 

후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삽관 직후부터 propofol을 6 

mg/kg/hr로 지속적으로 주입하 다. 삽관 직후, 삽관 후 3분, 

5분의 혈압, 심박수와 BIS 수치를 기록하 다.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1.0, SPSS ,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군

간의 비교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고, 군 내에서 각 시

점에 따른 분석에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이용하 으며, BIS

가 60 이하인 환자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 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 다. 

결      과

  수축기 혈압은 propofol 정주 후 기준치에 비하여 1군에서

는 17%, 2군은 25%가 감소하여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한 감

소를 보 으나 기관 내 삽관 직후에는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5). 그러나 두 군간의 혈압 변화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Fig. 1). 이완기 혈압도 수축기 혈압과 유사한 

변화를 나타내었다(Fig. 2). 심박수는 각 군에서 propofol이 

주입된 후의 측정치는 기준치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21) Group 2 (n = 1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73.8 ± 3.0 72.5 ± 2.7

Body weight (kg) 55.1 ± 7.7 60.1 ± 8.3

Height (cm) 157.9 ± 6.7 159.4 ± 7.5

Sex (M/F) 8/13 10/8

SBP (mmHg) 155.6 ± 21.6 155.1 ± 26.7

DBP (mmHg)  75.1 ± 12.0  74.6 ± 15.0

HR (beat/min)  76.8 ± 14.9  69.7 ± 12.1

BIS 97.4 ± 1.7 97.3 ±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Group 1: propofol 

1.5 mg/kg, Group 2: propofol 2.0 mg/kg, SBP: systolic blood pres-

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heart rate, BIS: bispectral 

index.

Table 2. Responsiveness Scores of the Modified Observer's As-
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sponse Score leve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sponse readily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5 (Alert)

 Lethargic response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4

 Response only after name is called loudly and/or 
3

  repeatedly

 Response only after mild prodding or shaking 2

 Does not respond to mild prodding or shaking 1

 Does not respond to noxious stimuli 

  (Trapezius squeezing)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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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기관 내 삽관 직후에는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5)(Fig. 3).

  BIS 수치는 propofol 주입 후에 1군과 2군에서 각각 67.1 

± 12.6와 49.6 ± 11.1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기관 내 삽관 후에도 각각 62.3 ± 12.7과 51.7 ± 11.7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Fig. 4). Propofol 주입 

후 BIS가 60 이하를 보인 환자는 1군에서 23.8% (5/21명)이

었고 2군에서는 72.2% (13/18명)이었고 기관 내 삽관 직후

에는 각 군에서 52.3% (11/21명)와 77.8% (14/18명)이었다(P 

＜ 0.05).

  OAA/S 점수는 propofol 주입 후 1군에서는 90.4%이 고 

2군에서는 83.3%에서 1 이하 다.

고      찰

  본 연구는 노인에서 propofol을 비교적 느린 속도인 20 

mg/kg/hr로 1.5 mg/kg와 2.0 mg/kg을 주입하여 마취 유도를 

하 을 때 진정 및 최면 상태와 혈역학적 변화를 관찰하

다.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심박수에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진정 및 최면 상태는 1.5 mg/kg을 투여한 

군에서는 기관 내 삽관에는 충분하지 못하 으나 2.0 mg/kg

을 주입한 군에서는 적절하 다.

Fig. 1.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SB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ropofol: after 
propofol infusion, Intubation: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3 min: 
3 minutes after intubation, 5 min: 5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propofol 1.5 mg/kg, Group 2: propofol 2.0 mg/kg.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Fig. 2. Changes of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ropofol: after 
propofol infusion, Intubation: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3 min: 
3 minutes after intubation, 5 min: 5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propofol 1.5 mg/kg, Group 2: propofol 2.0 mg/kg.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Fig. 3. Changes of heart rate (H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ropofol: after propofol 
infusion, Intubation: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3 min: 3 minutes 
after intubation, 5 min: 5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pro-
pofol 1.5 mg/kg, Group 2: propofol 2.0 mg/kg.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Fig. 4. Changes of bispectral index (BIS) values. Propofol: after 
propofol infusion, Intubation: immediately after intubation, 3 min: 
3 minutes after intubation, 5 min: 5 minutes after intubation, 
Group 1: propofol 1.5 mg/kg, Group 2: propofol 2.0 mg/kg.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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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약동학과 약역학의 변

화가 일어나므로 진정제 및 마취제의 용량을 감소시켜 투여

한다. Propofol은 작용 시간이 빨라 노인 마취에 추천되고 있

는 정맥마취제이지만 노인에서 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

며 동일한 용량에서도 마취 효과가 증가되어 나타나므로14,15) 

성인용량의 20-40%를 감소시켜 투여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11,12) Kirkpatrick 등은16) 노인에서 propofol의 청소율이 

낮으며 중심구획용적이 적기 때문에 propofol의 혈중농도가 

높게 유지된다고 하 다. 또한 Schuttler와 Ihmsen은17) pro-

pofol의 청소율이 60세 이상 환자에서 비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간혈류 감소와 간기능 저하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Propofol의 심혈관계 억제효과는 직접적 심근 억제 효과

와 감소된 전신혈관저항에 기인하며, 마취 유도용량의 투여

는 압력반사 기전을 억제하여 동맥압 감소에 따른 심박수

의 상승을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심혈관계 억제 반응은 많

은 용량, 빠른 속도의 주입과 고령과 같은 요인에 의해 더

욱 악화되므로 노인에서 마취 유도용량에 세심한 적정이 

요구된다.

  Propofol의 용량 결정에 요소를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 

체중, 환자상태와 수술의 종류 및 함께 사용하는 약물이 있

을 수 있다.18) Olmos 등은19) 목표농도 조절주입에 의한 마

취유도에서 전투약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환자 군이 40세 

이하 군에 비해 propofol의 요구량이 37% 감소되었으며, 연

령이 10년씩 증가할수록 약 8%씩 요구량이 감소한다 하

다. 이 연구 결과에서 마취 전투약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군은 propofol의 마취유도용량이 1.6 ± 0.4 mg/kg이었다. 이

들은 안검 반사와 구두 명령에 대한 반응 소실을 의식소실

로 정의한 것으로 OAA/S 점수 2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propofol 1.5 mg/kg를 투여한 군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일반적으로 마취유도 시 환자 의식소실 평가를 위해 구

두명령에 대한 반응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지수의 측정법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OAA/S 

scale과 최근 진정 및 최면 상태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BIS를 이용하여 두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 다. Liu 등

은20) propofol을 이용한 진정 시 BIS의 변화에 대한 결과에

서 OAA/S 2일 때 BIS 는 80.1 ± 8.7이었으며 수술 중 각

성은 없었다고 하 다. OAA/S 점수와 BIS는 상관관계가 좋

으며 BIS와 propofol의 효과처 농도 사이 상관관계도 매우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3,21) OAA/S 점수 2에 해당하는 BIS 

수치는 60-80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1.5 mg/kg의 

propofol이 주입되었을 때 BIS 67.1 ± 12.6과 90.4%의 환자

에서 OAA/S 2를 보여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BIS 60-70은 

얕은 최면 상태로 각성의 가능성이 있다. Singh은22) 40-60

에서 중등도의 최면, 무의식 상태가 유지되며 50 이하에서 

각성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 으므로 BIS 60 이상과 

OAA/S 점수 2는 기관 내 삽관을 위한 충분한 최면 상태라

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2.0 mg/kg을 정주한 군에서 

약물 정주 후와 기관 내 삽관 직후에서 BIS 수치가 50의 

근사치를 보 으나 1.5 mg/kg를 정주한 군에서는 그렇지 못

했다. BIS와 OAA/S와의 상관관계는 좋으나 OAA/S는 평가

자의 주관적 bias를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의식 소실 및 근

이완제 투여 후에는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마취 유도 시 

BIS가 더 적절한 최면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Propofol의 마취유도 시 15-40%의 수축기 혈압 감소가 

관찰되는데4-6)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각 군에서 17%와 25%의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여 노인에서 느린 속도로 2.0 mg/kg을 

지속 주입 하 을 때 1.5 mg/kg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Propofol의 주입 속도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주입속도가 느릴수록 혈압변화는 적고 마취유도

에 요구되는 용량은 감소하며, 마취시간은 오래 걸리게 된

다.9,10) Chan과 Chung은23) 노인에서 propofol 지속 정주로 인한 

마취 유도와 유지에 관한 연구에서 0.75 mg/kg/min의 속도로 

지속 주입했을 때 thiopental 정주보다 유의한 혈압 감소가 없

었다고 하 다. 이는 10 ml/kg의 정질액을 투여한 후 노인에

서 추천되는 propofol 용량인 1.6 mg/kg을 0.75 mg/kg/min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지속 주입하 기 때문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propofol의 주입속도는 0.33 mg/kg/min으로 Chan과 

Chung의23) 연구에서보다 2배 이상 느리게 주입하 기 때문

에 성인 용량에서도 혈압 감소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느린 주입 속도가 

마취 유도시간을 지연시키는 점으로 1군에서 4.5분, 2군에

서는 6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기관 내 삽관의 자극에 의한 

혈압 상승을 방지하지 못하 다는 점이다. Mi 등은24) propo-

fol 주입 2분 전에 fentanyl 2μg/kg을 전처치한 군에서 pro-

pofol만 주입한 군에 비해 구두명령과 안검반응 소실까지의 

도달 시간이 단축되고, propofol 용량이 감소하며 BIS 수치

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에서 propofol 단독으로 마취 유도를 시행

할 때 20 mg/kg/hr의 느린 속도로 주입하면 2.0 mg/kg 용량

은 1.5 mg/kg에 비해 유의한 혈압 감소를 일으키지 않으면

서 적절한 최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propofol 주

입 직후에 25%의 혈압 감소가 나타나므로 전신 상태가 불

량한 환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혈압 감소를 방지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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