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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dynamic Changes between Different Remifentanil Administration Methods during Induction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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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elderly have increased sensitivity to opioids and anesthetics.  The hemodynamic effects of propofol- 

remifentanil during induction are not known in the elderly.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wo different remifentanil 

administration methods during propofol-remifentanil induction and tracheal intubation in the elderly.

  Methods:  Forty patients, ages over 65 years were enrolled.  Anesthesia was induced with propofol 1 mg/kg and remifentanil.  

In Group T (TCI : target controlled infusion), remifentanil 3.5 ng/ml were infused until laryngoscopy and tracheal intubation.  

In Group R (rapid infusion), infusion were stopped when effect-site concentration reaches 5.0 ng/ml.  Mean arterial pressure (MAP) 

and heart rate (HR) were recorded before induction (baseline), after remifentanil reaches its target effect-site concentration, after 

administration of propofol, 1 minute before intubation, 1 minute after intubation and 3 minute after intubation.

  Results:  In both groups, MAP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induction and then increases significantly after intubation (P ＜ 

0.05).  In Group R, MAP decreased earlier and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Group T (P ＜ 0.05) before intubation.  

HR shows no significant changes between groups.

  Conclusions:  In these two methods, there are no severe hemodynamic compromise during induction and tracheal intubation 

in the elderly.  However, lesser degree of hypotension occurs in Group T.  So we conclude that TCI method can provide better 

hemodynamic stability than rapid infusion method.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714∼9)

Key Words:  elderly, hemodynamic, remifentanil, target controlled infusion, tracheal intubation.

서      론

  노화가 진행되면 장기의 기능 비력이 감소하고, 자율

신경계의 변화가 일어나며 심 계질환의 유병률이 증가

한다.1) 한 약력학 , 약동학  변화로 인해  마취제에 

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간과 신장에서의 제거가 지연된다.2) 

따라서 노인에서 성인과 동일한 마취유도 용량을 사용할 

경우 심 계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심허 , 

뇌졸 ,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취제의 정량 

투여가 요하다. 

  후두경에 의한 기 내삽 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고

압, 빈맥 등의 역학  변화를 유발한다.3) 이를 방하

기 해 베타차단제, 확장제, 아편유사제 등을 보조

으로 투여하게 되는데,4-7) 특히 최근 소개된 remifentanil은 

μ 수용체에 작용하는 아편유사제로 fentanyl계의 다른 약물

보다 발  시간이 약 12분 내외로 매우 빠르고8) 의 

비특이  에스테라제에 의해 사되므로 5분 이내의 짧은 

반감기를 가진다.9,10) 따라서 remifentanil은 기 내삽 과 같

은 일시  자극에 한 반응을 둔화시키는데 매우 유용하

면서,5,8,11,12) 다른 아편유사제를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시간의 압과 서맥, 수술 후 호흡억제와 각성지연 등

의 부작용을 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8,12,13) 그러나  

remifentanil의 약력학  특성으로 부분 지속 정주법을 이

용하고 있으며 특히 목표농도를 조 할 경우에는 고가의 

정 기기인 목표농도조 주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목

표효과처농도 조 주입법(effect-site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은 흔히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후두경 삽입  기



 임은빈 외 3인：노인환자에서 Remifentanil 투여 후 역학  변화

715

내삽  시 역학  반응을 방지하기 하여 remifentanil

의 일회정주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11,14-16) 일회정주 

속도는 0.51μg/kg을 30  이상에 걸쳐 주입할 것을 권장하

고 있으나17) 일회정주 후 기 내삽  시 의 효과처농도에 

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들은 목표효과처

농도 조 주입법을 이용하여 일회정주와 유사한 속도로 

remifentanil을 정주한 후 기 내삽  시 의 효과처농도를 

목표효과처농도 조 주입법의 효과처농도와 같게하여 두 

방법 간의 역학  변화를 비교하기로 하 다.

  Propofol은 의식소실이 빠르고, 술 후 진정작용으로부터의 

회복이 빠르며 잔여 진정효과, 숙취 상  인지기능 손상

이 어 신마취 시 한 약제로 알려져 있다.18) 그러나 

propofol 투여 시 직 인 심근억제와 신 항감소로 

인한 압과 서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노인 환자의 

경우 더욱 하게 나타날 수 있다.1,18)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마취유도시 투여용량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노인환자를 상으로 

기 내삽 시 역학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연

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노인환자에서 propofol-remifen-

tanil을 이용한 마취유도 시, 빠른 정주법이 목표효과처농도

를 이용한 지속정주법과 유사한 역학  변화를 나타내는

지 비교 찰하고자 하 다.

상  방법

  정규수술이 정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로 미국마취과

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40명을 상으로 연구 

목 과 방법에 해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 하에 연구를 

진행하 다. 고 압 이외의 심 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이 

있는 환자, 상기도의 해부학  이상이 찰되거나 기 내삽

이 어려울 것으로 상되는 환자, 그리고 정신과  약물

을 투여 받거나 진정제 탐닉의 과거력, 만성알콜 독이 있

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 다. 

  Castro 등은19) 노인에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한 

마취유도 시 목표효과처농도 4 ng/ml가 하 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효과처농도 조 주입군(T군)

의 기 내삽  시 효과처농도를 3.5 ng/ml로 설정하 고, 빠

른 정주군(R군)에서 기 내삽 시 T군의 효과처 농도와 유

사한 효과처 농도를 설정하기 하여 비연구를 시행하

다.

  5명의 환자에게 remifentanil 목표효과처농도를 5.0 ng/ml로 

설정하여 평형에 도달하면 주입을 지하고 propofol과 

rocuronium을 투여 후 기 내삽 을 시행할 때의 목표농도 

조 주입기구 상에 표시되는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는 평

균 3.5 ± 0.4 ng/ml이었으므로 R군의 목표효과처농도를 5.0 

ng/ml로 설정하 다.

  마취 처치는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 도, 

맥박산소계측기, 비침습 자동 압기, BIS 감시장치(BIS Moni-

tor Model A-2000TM, Aspect Medical System, MA, USA)를 

부착하고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활력지수를 측정하여 기

치로 하 다. 안면마스크로 산소 8 L/min을 투여하여 사

산소화하면서 생리식염수액 5 ml/kg을 510분에 걸쳐 투여

하고, glycopyrrolate 0.2 mg을 정주하 다. Remifentanil은 목

표농도 조 주입기구(OrchestraⓇ, Base Primea, Fresinius Vial, 

France)를 사용하 다. 환자들은 무작 로 T군 20명과 R군 

20명으로 분류하 고, T군은 목표효과처농도 3.5 ng/ml를 기

내삽  시까지 지속정주하 고 R군은 5.0 ng/ml로 설정하

여 목표효과처농도에 도달 시 투여를 단하 다. 두 군 모

두 remifentanil이 목표효과처농도에 도달 시 모든 환자에게 

propofol 1 mg/kg을 투여하 다. 의식소실은 을 떠보라는 

구두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안검반사가 사라지는 시 으로 

하 다. 의식소실 시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하고 2분 

간 용수환기 후 기 내삽  하 다. 기 내삽  시 BIS는 

4060 범 로 유지되었다. 기 내삽  후 O2와 air를 각각 2 

L/min으로 투여하면서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이 35 mmHg 

내외로 유지되도록 기계환기 하면서 역학  변화를 일으

킬 수 있는 자극을 가하지 않고 3분 이상 유지하 다. 마취

유도 기간 동안 remifentanil의 목표효과처농도 도달 시 , 

propofol 정주 완료 시 , 기 내삽  1분 , 삽  1분 후, 

3분 후의 평균동맥압과 심박수를 각각 기록하 다. 한 기

내삽  시의 remifentanil의 효과처농도와 투여량을 각각 

기록하 다. 평균동맥압이 기 치의 20% 이상 하강하거나 

수축기 압이 85 mmHg 이하로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ephedrine 510 mg을 정주하 으며 심박수가 분당 50회 미

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glycopyrrolate 0.2 mg을 정주하고 이

를 기록하 다. 

  통계는 SPSS (version 13.0, SPSS Inc, Chicago, USA)를 사

용하 으며 결과는 평균 ± 표 편차  평균 ± 표 오차로 

표시하 다. 군 간 비교에는 Student t-test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으며 마취유도 후 시간에 따른 

군 내 역학  변수의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여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단하 다. 

결      과

  두 군 간 연령, 성별, 키, 체 , 신체비만지수, 미국마취과

학회 신체등 분류 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Table 1), 고

압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T, R군 각각 3명, 당뇨병 환자

는 각 군에서 3명이었다. 수술실 도착 시 측정한 기 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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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Group T

(n = 20)

Group R

(n = 20)

Age (yr)

Sex (M/F)

Weight (kg)

Height (cm)

BMI (kg/m
2
)

 71.1 ± 5.7

10 / 10

  63.1 ± 10.0

161.2 ± 8.0

 24.0 ± 3.3

70.6 ± 4.0

9 / 11

 58.3 ± 11.3

156.7 ± 10.7

23.8 ± 2.7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T:  

remifentanil 3.5 ng/ml, Group R: stop infusion when remifentanil 

reaches 5 ng/ml. BMI: body mass index.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Fig. 1. The percent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MAP) 

throughout induction and tracheal intubation. Group T: remifentanil 

3.5 ng/ml, Group R: stop infusion when remifentanil reaches 5 

ng/ml. Remifentanil: when remifentanil reaches its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Propofol: after propofol administration.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within each group, †: P ＜ 0.05, 

compared with Group T.

Table 2. Hemodynamic Changes throughout Induction

MAP (mmHg) HR (beats/min)

Group T Group R Group T Group R

Baseline

After remifentanil

After propofol

1 min before intubation

1 min after intubation

3 min after intubation

 101.6 ± 2.4 

  99.9 ± 2.4

   89.4 ± 3.3*

   82.8 ± 3.4*

  122.9 ± 6.2*

 103.6 ± 5.4

101.5 ± 2.8

  96.9 ± 3.4*

  83.3 ± 2.4*

   73.6 ± 3.4*
†

 112.8 ± 4.0*

106.6 ± 4.3

67.5 ± 3.0

68.5 ± 3.0

68.3 ± 3.6

67.3 ± 3.5

 91.6 ± 3.9*

 81.5 ± 2.9*

72.0 ± 2.9

70.9 ± 2.6

70.7 ± 2.7

72.1 ± 2.9

 91.2 ± 3.5*

 90.0 ± 4.4*

Values are mean ± SEM. Group T: remifentanil 3.5 ng/ml, Group R: stop infusion when remifentanil reaches 5 ng/ml.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After remifentanil: when remifentanil reaches its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After propofol: after propofol 

administration.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within each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T.

균동맥압  심박수는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R군에서 어려운 기 내삽 으로 2회 이상 삽 을 

시도한 1명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 

  기 내삽  시 효과처 농도는 T군은 3.50 ng/ml, R군 3.50 

± 0.66 ng/ml 으며 각 군의 remifentanil 투여량은 T군 1.48 

± 0.09μg/kg, R군 1.44 ± 0.11μg/kg로 군 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평균동맥압의 변화는 remifentanil 투여 후 R군에서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P ＜ 0.05), propofol 투여 

후에는 두 군 모두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Table 2)(Fig. 1). 기 내삽  1분 의 평균동맥압

은 두 군 모두 propofol 투여 후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

(P ＜ 0.05)(Table 2). 기 내삽  1분 에 평균동맥압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는 T군 10명, R군 12명으로 군 간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T군은 기

치에 비하여 17.8 ± 3.3%, R군은 27.6 ± 3.5% 감소하여 R군

에서 유의하게 큰 감소를 보 다(P ＜ 0.05)(Fig. 1). 수축기

압이 85 mmHg 이하로 1분 이상 지속된 경우는 두 군 모

두 한 명도 없었다.

  기 내삽  1분 후 평균동맥압은 T군 22.0 ± 6.1%, R군 

11.2 ± 3.1% 상승하여 두 군 모두 각 군의 기 치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5)(Fig. 1). 군 간 비교 시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평균동맥압이 20% 이상 상승한 경

우는 T군 8명, R군 5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삽  3분 후 평균동맥압은 다시 하강하는 양상을 보 으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Fig. 1). 

  심박수는 두 군 모두 삽  까지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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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ercent changes of heart rate (HR) throughout 

induction and tracheal intubation. Group T: remifentanil 3.5 ng/ml, 

Group R: stop infusion when remifentanil reaches 5 ng/ml. 

Remifentanil: when remifentanil reaches its target effect site 

concentration, Propofol: after propofol administration.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 within each group.

며, 삽  1분 후 기 치에 비해 유의한 상승을 보 다. 그

러나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심박수의 상승

은 기 내삽  3분 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 다(P ＜ 

0.05)(Table 2)(Fig. 2).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노인환자의 propofol-remifentanil 마취유도 

 기 내삽  시 remifentanil의 목표 효과처농도 조 주입

과 빠른 정주법이 역학  변화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

다. 노인에서 remifentanil의 발 시간이 지연되어 나타나

므로20) propofol 투여 부터 remifentanil을 정주하 고, 

remifentanil의 목표효과처농도를 3.5 ng/ml로 설정하여 기

내삽 을 시행할 때까지 지속 정주하는 군과 5.0 ng/ml로 

설정하여 목표농도에 도달하 을 때 주입을 단하는 빠른 

정주 군으로 나 어 역학  변화를 비교하 다. 

  노인에서 propofol 1 mg/kg의 투여는 thiopentanl 2 mg/kg

의 역학  효과와 유사하다고 하 으며,21) 60세 이상 노

인에서는 propofol의 청소율이 감소하므로 성인 용량의 40% 

이상 감량하여 사용하도록 권장된다.22) 목표농도 조 주입

에 의한 마취유도에서 투약을 하지않은 60세 이상 환자 

군이 40세 이하 군에 비해 propofol 요구량이 37% 감소되었

으며, 연령이 10년씩 증가할수록 약 8%씩 요구량이 감소한

다고 하 다.23) 따라서 노인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propofol 투여량은 1 mg/kg로 설정하 다.

  두 군의 역학  변화를 살펴보면, R군은 remifentanil 투

여 후 평균동맥압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두 군 모두에

서 propofol 투여 후 평균동맥압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기

내삽  1분 에는 기 치에 비해 T군 17.8 ± 3.3%, R군 

27.6 ± 3.5% 감소하여 R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한 

평균동맥압이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는 T군 10명, R군 12

명이었다. Trabold 등은24) propofol 2.5 mg/kg와 remifentanil 1 

μg/kg을 순서를 달리하여 투여 시 remifentanil을 먼  투여

한 군에서 압이 많이 발생하 으며, 최  평균동맥압은 

remifentanil을 먼  투여한 군에서 40 ± 13%, propofol을 먼

 투여한 군에서는 29 ± 10% 감소하 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기 내삽  시행 시 의 remifentanil의 효

과처농도와 투여량은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효과

처농도 3.5 ng/ml로 지속 정주한 T군에 비해 5.0 ng/ml에서 

농도가 차 감소하는 R군에서 기기 상에 표시되는 삽  1

분 의 효과처농도가 더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R군에

서 사용한 고농도의 목표효과처농도를 설정하고 주입을 

단하는 정주법은 심구획의 농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remifentanil이 효과처로 신속히 이동하여 평형이 이루어지지

만 장농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역학  억제가 두드

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 마취유도 시 주의해야 한다. 

  Remifentanil 사용 시 발생하는 압은 remifentanil의 사

용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5) 한 propofol과 

병용 시 두 약제 모두 심 계 억제 작용을 보이므로 임

상용량을 감량하지 않고 투여하게 되면 더욱 심한 압

을 보인다. 특히 노인환자의 마취유도에서는 심박출량 감소

와 교감신경계 수용체의 감수성 감소로 심한 역학  변

동이 상된다.26) 이는 약제 투여 후 기 내삽  이나 

는 기 내삽 에 의한 자극이 사라지고 외과  자극이 가

해지지 않은 기간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remi-

fentanil 사용 시 심 계 억제에 한 주의가 필수 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R군에 비해 T군이 안정 인 마취유도가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Remifentanil은 작용발 시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아 

기 내삽 과 같은 순간 인 자극에 역학 인 안정성을 

부여하면서, 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이 이 있다.8,12,13) 

Habib 등은27) 65세 이상 환자에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마취 유도 시 remifentanil 0.5μg/kg 일회정주 후 0.1 

μg/kg/min 지속정주 시 기 내삽 에 의한 자극을 차단하

는데 alfentanil 10μg/kg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 remifentanil을 투여받은 19명  수축기 압이 

80 mmHg 이하로 감소한 환자는 1명, ephedrine을 투여받은 

환자가 4명이었으며, alfentanil을 투여받은 20명  수축기

압 80 mmHg 이하는 2명, ephedrine을 투여받은 환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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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다. Xu 등은28) 노인에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

용한 연구에서 remifentanil 목표 장농도 4 ng/ml과 7 ng/ml 

모두 기 내삽 에 의한 자극을 차단하 으며 임상 으로 

안 한 마취유도가 가능하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기 내삽  1분 후 평균동맥압은 T군 22.0 ± 

6.1%, R군 11.2 ± 3.1% 상승하 으며 20% 이상 증가를 보

인 환자는 T군 8명, R군 5명이었다. 한 심박수도 기 내

삽  후 기 치에 비해 유의한 상승을 보 다. 따라서 

propofol 1 mg/kg와 사용 시 remifentanil 목표효과처농도 3.5 

ng/ml는 기 내삽 에 의한 자극을 둔화시켰으나 모든 환자

에서 자극을 효과 으로 차단하지는 못하 다. 삽  3분 후 

기 내삽 에 의한 자극이 사라지면서 압과 심박수는 두 

군 모두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 다. 

  결론 으로 노인환자에서 propofol-remifentanil을 이용한 

마취유도 시 목표효과처 농도를 이용한 지속 정주법과 빠

른 정주법 모두 임상 으로 유해한 심 계 억제를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효과처 농도 지속 정주법에서 기

내삽  이 의 기간에 심한 압이 나타나는 경우가 

어 역학 인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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