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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에서 Propofol로 마취유도 시 기관내삽관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Remifentanil의 적정 효과처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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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optimal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for minimizing the cardiovascular changes 
to endotracheal intubation during induction with propofol in elderly patients? 

Yang Ju Tak*, Hyun Jung Shin, Eun Seok Kim, Bon Wook Koo, Young Duck Shin, and Sang Tae Kim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Chungju National University, Jeungpyeong, Korea

  Background:  The addition of remifentanil during propofol TCI (target controlled infusion) attenuates the hemodynamic changes 

induced by endotracheal intub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optimal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to minimize the 

cardiovascular changes to endotracheal intubation in elderly patients.

  Methods:  Fifty ASA 1 or 2 elderly patients scheduled for elective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assigned randomly 

to one of two groups according to the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Each group was administered 4 μg/ml of propofol 

TCI with 1 ng/ml (group R1) or 3 ng/ml (group R3) of remifentanil.  The heart rate (HR), systolic (SAP), mean (MAP) and 

diastolic arterial pressure (DAP) were measured at pre-induction, before and after endotracheal intubation.

  Results:  After intubation, the HR, SAP, MAP and DAP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two groups compared with the pre-in-

tubation values.  However, the HR, SAP, MAP and DAP for group R3 were lower than group R1 for 5 min after intubation.

  Conclusions:  In elderly patients administered 4 μg/ml of propofol TCI, we suggest that the optimal effect-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to minimize the cardiovascular changes to endotracheal intubation is 3 ng/ml rather than 1 ng/ml.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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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 내삽 은 신마취, 환자 호흡 리  응  기도

리를 해 꼭 필요한 기본 술기이지만, 교감신경계를 자극

하여 빈맥과 고 압을 유발시킨다[1]. 이러한 상은 교감신

경계 자극에 의해 일시 으로 발생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

하면 정상 인 압과 맥박수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건강한 

환자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고 압  뇌동맥류 환자

에게는 뇌출 의 험성을 증가시키고, 심증, 심근 경색

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산소 공 을 감소시키기에 치명 인 심장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2]. 그러므로 기 내삽 에 의해 유발되는 교감신경 

항진을 둔화시키기 한 방법에 해 많은 연구결과가 발

표되었다. 기 내삽  에 lidocaine [3], fentanyl [4,5], al-

fentanil [6], remifentanil [5-7], esmolol과 같은 약제를 투여하

는 방법[7], 혹은 기 내 lidocaine 분무법 등이 소개되었으

나[3],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최근에 임상에서 사용되는 remifentanil은 μ-수용체 작용

제로서 작용발 시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아 기 내삽

과 같이 교감신경계 자극 효과가 순식간에 발생하 다가 

사라지는 경우에 효과 이며, 상황민감성 반감기가 짧아서 

지속 정주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 이 있다[8-10]. 그래서 

remifentanil을 사용하여 기 내삽 으로 인한 심 계 반응

을 억제하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는데, Albertin 등에[11] 

의하면 목표농도조 법(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이



 Tak et al：노인 삽  시 Remifentanil 정 농도

393

용한 propofol을 함께 주입하여 BIS 수치를 40과 50사이로 

유지할 때 Ce50가 5.0 ng/ml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Han과 

Lee에[12] 의하면 propofol과 remifentanil의 효과처 농도의 조

합을 각각 달리한 세 군으로 나 어 심 계 반응을 찰

한 결과, remifentanil의 주입을 먼  시작하여 효과처 농도

(effect-site concentration)가 5 ng/ml에 도달한 뒤 propofol을 

주입하여 효과처 농도가 4 μg/ml에 도달한 후 기 내삽

하는 방법이 remifentanil과 propofol 효과처 농도를 각각 7 

ng/ml, 3 μg/ml 혹은 3 ng/ml, 5 μg/ml의 조합보다 역학  

변화를 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한 연구 결과도 있다. 

한 Lee 등은[13] propofol 4 μg/ml을 효과처 농도로 설정

하고 정주하여 의식이 소실된 이후에 remifentanil을 TCI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효과처 농도로 투여한 결과 4 ng/ml 

혹은 6 ng/ml의 remifentanil이 기 내삽 에 따른 역학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 인 농도라고 주장하 다. 이

와같이 propofol 효과처 농도를 4 μg/ml 정도에서 주입할 

때, 기 내삽  후 심 계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re-

mifentanil의 한 효과처 농도로 4−6 ng/ml을 추천하는 

보고가 있지만, Kim 등의[14] 보고에 의하면 remifentanil 6 

ng/ml은 압 발생 빈도가 높아서 3−4 ng/ml의 효과처 

농도를 추천하는 연구도 있다. 이와같이 비슷한 환자군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라 하더라도 propofol과 remifentanil의 

투여 방법, 환자의 신 상태, 투약 유무  기 내삽

의 숙련도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다를 수 있

다. 한 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65세 이하의 은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그러므로 최근  의학의 발달로 고령

화 사회에 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고령의 환자들이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노인 환자에서 re-

mifentanil의 한 효과처 농도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그래서 자들은 최근에 임상에 소개된 propofol과 re-

mifentanil을 이용한 TCI를 사용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에서 기 내삽 으로 인한 심박수  압의 상승을 둔화

시킬 수 있는 remifentanil의 한 효과처 목표농도를 알아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병원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마취

과학회 신체등  분류(ASA) 1, 2에 해당하고 신마취가 계

획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50명을 상으로 하 다. 과거

력 상 고 압, 당뇨, 심근경색, Mallampati classification Ⅲ 

이상으로 기 내삽 의 어려움이 상되는 경우와 기 내

삽 이 2회 이상 시도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 다. 상 

환자를 무작 로 두 군으로 나 어 R1군(remifentanil 1 

ng/ml, n=24)과 R3군(remifentanil 3 ng/ml, n=26)으로 나 었

고, 비슷한 목 의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된 상 환자수를 

참고하여 각 군의 환자수를 정하 으며[6,7,11,12,14], 수술 

날 상 환자에게 본 연구목 에 한 설명을 하고 동의

를 구하 다. 

  모든 환자에게 수술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 도와 비침습  압 측정기, 맥박 산소포화

도 등의 감시 장치를 부착하 다. 마취 유도는 압과 심박

수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 후, 100% 산소로 환기시켜서 

탈질소화 하 다. 2% lidocaine 40 mg 정주 후, remifentanil

을 각각 효과처 목표농도가 1 ng/ml (R1군), 3 ng/ml (R3군)

로 설정한 후 주입하 으며, 목표농도에 도달하면 propofol 

4 μg/ml로 TCI 지속정주를 실시하 다. 안검반사가 소실되

고 을 뜨라는 요구에 반응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vecuro-

nium 0.1 mg/kg를 정주한 후 약 3분 경과 후 3번 Macintosh 

후두경을 사용하여 기 내삽 을 실시하 다. 모든 기 내

삽 은 숙련된 1인의 마취과 공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삽  시 기도 평가를 해 Cormack and Lehane grade와 

POGO (percentage of glottic opening) 수를 기록하 고, 기

내삽 의 시도 횟수와 삽 에 소요된 시간을 기록하 다. 

기 내삽 에 소요된 시간은 시술자가 후두경의 핸들을 왼

손으로 잡을 때부터 기 내튜 가 성 를 통과하는 시 까

지 소요된 시간을 표시하 으며, 기 내튜 는 polyvinyl 

chloride 튜 를 사용하 고, 남자 환자는 내경이 7.5 mm, 

여자 환자는 내경이 7.0 mm 크기의 튜 를 사용하 다. 기

내삽  후 5분 동안 propofol 4 μg/ml와 remifentanil 1 

ng/ml 혹은 3 ng/ml로 마취 유지를 하 으며, 모든 연구에서 

100% 산소로 환기 유지하는 동안, 압  심박수에 변화

를  수 있는 유해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 다. 

  수술실에 도착하여 안정화 된 후, 그리고 기 내삽  직

, 삽  1분, 3분  5분 후의 압과 심박수를 측정하

고, 시간에 따른 두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 다. 한 동일 

군 내에서 기 내삽  직 과 비교하여 삽  1분, 3분  5

분 후의 압과 심박수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 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축기 압이 80 mmHg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 ephedrine 5 mg을 정주하 고, 심박수가 45회/분 이

하로 감소할 경우에 atropine 0.5 mg을 정주하기로 하 으

며, 정주된 용량을 기록하여 두 군 간에 비교하 다. 그리

고 수술 종료 24시간 후에 환자들의 인후통의 정도를 직  

면담을 통해 조사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동일 군내

에서 시간에 따른 측정치의 변화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검정하 고, 두 군 간의 비교는 unpaired t-test로 하 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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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lues of heart rate are expressed as mean ± SD. R1: ef-

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1 ng/ml, R3: effect site con-

centration of remifentanil 3 ng/ml. HR: heart rate, bpm: beats per 

minute, BID: before induction, BIT: before intubation, T1, T3, T5: 

time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with group R1. 
b)

P ＜ 0.05 compared with BIT values within each group.

Fig. 2. Values of systolic arterial pressure are expressed as mean 

± SD. R1: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1 ng/ml, R3: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3 ng/ml. SAP: systolic ar-

terial pressure. BID: before induction, BIT: before intubation, T1, 

T3, T5: time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with group 

R1. 
b)

P ＜ 0.05 compared with BIT values within each group.

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R1

(n = 24)

Group R3

(n = 26)

Age (yr)

Weight (kg)

Height (cm)

M/F

70.3 ± 4.1

59.3 ± 6.5

159.0 ± 7.2

16/8

72.2 ± 5.4

55.9 ± 8.1

157.2 ± 8.9

13/13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R1: effect site con-

centration of remifentanil 1 ng/ml, R3: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3 ng/m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2. Intubation Time, Used Ephedrine and Atropine, POGO 

Score, Sore Throat and Cormack and Lehane Grade

Group R1

(n = 24)

Group R3

(n = 26)

Intubation time (sec)

Used ephedrine (mg)

Used atropine (mg)

POGO score (%)

Sore throat

Cormack and Lehane grade

None

Mild

Moderate

Severe

I

II

III

IV

17.5 ± 5.4

0.4 ± 2.0

 0

60.4 ± 41.8

19

 3

 2

 0

15

 5

 4

 0

14.5 ± 5.1
a)

0.4 ± 1.4

 0

46.7 ± 33.8

18

 7

 0

 1

12

11

 1

 2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R1: remifentanil 1 

ng/ml, R3: remifentanil 3 ng/ml. 
a)
P ＜ 0.05 compared with group 

R1.

결      과

  두 군 간에 환자의 연령, 체 , 신장, ephedrine  atropine 

사용량, POGO 수, 수술 후 인후통 정도  Cormack and 

Lehane grade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 내삽 에 소

요된 시간이 R1군에서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Table 1, 2).

  기 내삽  직  측정한 심박수는 R3군에서 67.6회/분으

로 R1군의 80.8회/분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찰되었으나

(Fig. 1), 기 내삽  직  측정된 수축기, 평균  이완기 

압은 두 군 간에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4). 

그러나 삽  1, 3, 5분 후에 측정한 심박수, 수축기, 평균 

 이완기 압은 각각에서 모두 R3군에서 R1군에 비해 유

의하게 낮게 유지되었다(Fig. 1-4).

  각 군내 비교에서 R1군은 기 내삽  직  측정한 수축

기, 평균  이완기 압과 비교하여 삽  1, 3  5분 후

에 측정된 수축기, 평균  이완기 압이 모두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고, 심박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 내삽  직

 보다 1  3분 후에는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나 삽

 5분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R3군은 기 내삽  

직  측정한 심박수, 수축기  평균 압에 비해 삽  1, 

3분 후에 측정된 각각의 지표가 높게 찰되었으나, 삽  5

분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완기 압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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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lues of diastolic arterial pressure are expressed as mean 

± SD. R1: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1 ng/ml, R3: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3 ng/ml. DAP: diastolic ar-

terial pressure. BID: before induction, BIT: before intubation, T1, 

T3, T5: time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with group 

R1. 
b)

P ＜ 0.05 compared with BIT values within each group.

Fig. 3. Values of mean arterial pressure are expressed as mean ± 

SD. R1: ef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1 ng/ml, R3: ef-

fect site concentration of remifentanil 3 ng/ml. MAP: mean arterial 

pressure. BID: before induction, BIT: before intubation, T1, T3, 

T5: time after intubation, 
a)
P ＜ 0.05 compared with group R1. 

b)
P ＜ 0.05 compared with BIT values within each group.

는 삽  1분 후에만 높게 찰되었고, 삽  3, 5분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노인 환자는 은 사람에 비해 장기 기능이 하되며, 자

율신경계의 변화로 심 계 유병율이 증가하고, 당뇨, 신

장 기능 이상과 같은 약력학  약동학에 향을 미치는 

질환과 노화 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동일한 용

량의 약제를 투여하더라도 감수성이 증가되어 약 효과가 

증가되어 나타나고 부작용이 나타날 빈도가 높다[15]. 그러

므로 노인 환자의 마취와 기 내삽 은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며, 고 압  동맥 경화증 등의  질환을 기존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압 상승과 빈맥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 은 환자에 비해 보다 

세심한 조 과 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 환자에

서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마취유도 시 빠른 정주

법보다 TCI 방법이 기 내삽  이 의 기간 동안 심한 

압이 나타나는 경우가 어서 역학  안정성이 더 우

수하여 추천된다고 하 다[16].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기

내삽  시에 remifentanil 효과처 농도를 3.5 ng/ml로 유지

하 는데, 기 내삽  각각 1, 3분 후에 심박수와 평균 동

맥압의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하 다.  다른 보고에 의하

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 TCI를 이용하지 않고 마취유

도 시 remifentanil 0.5 μg/kg 일회 정주 후 0.1μg/kg/min 지

속 정주한 군과 alfentanil 10 μg/kg를 30 에 걸쳐서 서서히 

일회 정주 한 군에서 두 군 간에 심 계 억제 효과가 비

슷하 지만, 기 내삽 에 의한 빈맥과 고 압을 억제하지 

못하 다는 보고를 하 다[17]. Xu 등은[18] 노인 환자에서 

기 내삽  에 BIS를 45에서 60사이로 유지하면서 propo-

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한 TCI 방법으로 약제 투여할 경우

에는 remifentanil의 목표 장농도 4 ng/ml과 7 ng/ml에서 

모두 기 내삽 에 의한 반응을 억제하 지만, 7 ng/ml 군

에서는 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찰과 주

의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상에서 노인 환자에서 기 내삽

으로 인한 역학  변화를 이기 해서 사용된 re-

mifentanil 목표 장농도 7 ng/ml은 압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체 으로 3.5 ng/ml과 4 ng/ml의 목표농도로 

remifentanil을 임상 으로 안 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보고에 의하면 remifentanil 효

과처 목표농도 2 ng/ml은 기 내삽 에 따른 역학  변화

를 효과 으로 억제시킨 반면, 4 nl/ml 효과처 목표농도에서

는 서맥과 압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보고를 하며 re-

mifentanil 2 ng/ml이 기 내삽 에 따른 역학  변화를 둔

화시킬 수 있는 한 효과처농도라고 기술한 연구도 있

다[19]. 이상의 연구들에서 기 내삽 에 따른 역학  변

화를 억제하는 목 으로 remifentanil 효과처 목표농도를 2 

ng/ml에서 4 ng/ml으로 추천하고 있지만, 각각에서 동반 사

용된 propofol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에

는 하지 않고, 특히 remifentanil 효과처 목표농도 2 

ng/ml을 추천한 연구에서는 propofol 효과처 목표농도로 5.4

μg/ml를 사용하여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용량보다 과량 사

용하 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 비해 추천하는 remifentanil 효

과처 목표농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으로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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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fentanil 농도가 높으면 깊은 마취 심도에 도달하고 기

내삽 에 따른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서맥과 압

의 험성이 증가하고, remifentanil 농도를 낮추면 기 내삽

에 따른 유해성 자극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목표농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노인 환자에서는 

약제에 한 감수성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remifentanil 사

용 농도를 낮추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추천되고 

있는 remifentanil의 효과처 목표농도인 2 ng/ml과 4 ng/ml의 

평균 농도 3 ng/ml과 그보다 농도인 1 ng/ml의 두 군으로 

나 어서 연구를 진행하 다. 

  동반 사용하는 propofol도 노인 환자에서는 용량을 여서 

사용해야 하지만[20],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목표농도인 4 μg/ml을 사용하 는데, propo-

fol이 비록 노인에서 필요량이 감소하지만 개인 간 편차가 

커서 농도를 여서 사용할 경우에 수면에 도달하지 않는 

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노인에서도 

흔히 4 μg/ml을 목표농도로 주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 μg/ml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remifentanil 효과처 목표농도로 1 ng/ml을 사

용한 R1군에 비해 3 ng/ml을 사용한 R3군에서 기 내삽  

직  심박수와 삽  1, 3, 5분에 측정한 심박수, 수축기, 평

균  이완기 압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게 유지되었

다. 특히 기 내삽  직  심박수가 R3군에서 R1군에 비해 

낮은 것은 마취 심도가 R1군에 비해 깊게 유지되기 때문으

로 생각되며, 기 내삽  1, 3  5분 후에 압  심박수 

역시 R1군에 비해 R3군에서 낮게 찰되어 R1군에 비해 

R3군에서 기 내삽 에 따른 역학  상승을 보다 억제하

는 것으로 찰되었다. 이 듯 고농도의 remifentanil 사용이 

농도에 비해 기 내삽  시에 발생되는 통증을 감소시키

고 마취심도를 깊게 유지함으로써 역학  변화를 둔화시

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

를 보인다[14,19]. R3군에서 수축기 압이 80 mmHg 이하

를 보인 압 환자가 2명이 발생되어 각각 ephedrine 5 

mg이 1회씩 투여되었고, R1군에서는 압 환자가 1명 발

생되어 ephedrine 5 mg이 2회 투여 되었다. 두 군 간에 

ephedrine 사용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발생빈도 역

시 매우 낮아서 압이 임상 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

았다. 한 심박수가 45회/분 이하일 경우 atropine을 투여하

기로 계획하 으나, 두 군 모두에서 atropine이 투여된 경우

는 없었다. POGO 수  Cormack and Lehane grade에서 

두 군간 차이가 없었지만, 기 내삽 에 소요된 시간이 R1

군에서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 비록 R1군에서 소요된 시

간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길었지만 실제 소요 시간이 17.5

로 다른 연구들에서 보인 소요시간에 비해 길지 않고[7,21], 

기 내삽 에 소요된 시간과 역학  변화와는 상 계

가 없다는 보고도[22] 있기 때문에 임상 으로 유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propofol 정주통을 이기 해 

2% lidocaine 40 mg을 정주한 후 remifentanil과 propofol 정

주를 시작하 는데, 이때 사용된 2% lidocaine이 기 내삽  

시에 발생되는 역학  상승에 향을  수 있으나, 두 

군 모두에서 동일하게 같은 용량의 lidocaine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lidocaine으로 인한 심박수  압에 미치는 향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수술 종료 24시간 후 인후통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인후통은 여러 요인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고 주 인 단 기 이라는 단 이 있

지만[23], 기 내삽  시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조직 손

상이 일어날 경우에도 인후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군 간에 기 내삽  시 조직 손상 혹은 과도한 후두경 조

작 여부를 두 군 간에 비교하여 보고자 조사하 으나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군내 비교에서 remifentanil 3 ng/ml을 사용한 R3군 역

시 기 내삽  직 에 측정된 심박수  압과 비교할 때, 

삽  1, 3분 후의 심박수와 압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기 내삽 에 의한 역학  변화를 완 히 억제

하는 데는 실패하 다. 이는 다른 자들이 보고한 re-

mifentanil 3.5 ng/ml 효과처 농도에서 기 내삽  1, 3분 후

에 심박수와 평균 동맥압의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 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다[16]. 그러므로 remifentanil 

4 ng/ml 이상의 효과처농도에서 노인 환자를 상으로 기

내삽 에 따른 역학  변화를 억제하는 한 농도에 

한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높은 농도를 사용할 경

우에 압의 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심한 찰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노인 환자에서 propofol 목표농도 4 μg/m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TCI를 시행할 때, 기 내삽 으로 인

한 역학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remifentanil 효과처 농

도를 1 ng/ml로 주입하는 것 보다는 3 ng/ml로 투여하는 것

이 압 험성은 비슷하면서 삽  후 심박수와 압 상

승을 효과 으로 억제시키는 한 농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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