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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에서 마취 약제의 약리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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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혈장 단백질의 농도가 변해도 마취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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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volume (중심 구획 용적)이 감소되며, 이러한 중심

추세이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수술을

구획 용적이 약물의 빠른 정맥 내 주입에 따른 초기

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여, 선진국의 통계에 의

혈중 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서는 중심

하면 약 45-60세 사람 중 12%가 매년 수술을 받는데

구획이 감소되었으므로 약물의 최고 농도가 증가된

에 비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은 21% 이상으로 증가한

다. 이 경우에 체지방 증가는 약제 효과를 더 연장

다.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젊은 환자에 비하여 노인 환자의 마취는

수술전후에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위험성을

노화 시 심혈관계에 대한 영향

극복하기 위하여 마취 중에 사용하는 약제를 안전하고

연령에 따른 심박출량은 거의 영향이 없으나, 심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약물의 상호 작용과 노화
과정이 약제의 약역학과 약동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박출량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고혈압, 관상

지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약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

동맥 질환, 심장 판막 질환 등으로 병리학적 변화로

으며, 또한 수술에 따른 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인한 것 외에는 연령에 따른 감소는 거의 없다고 한
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좌심실은 concentric
hypertrophy (동심 비대)를 동반하며, 이때 약간의 심

노화에 따른 생리적변화

비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Frank-Starling 기전으

신체 구성

로 일회 박출량을 유지하고 있다. 전부하의 증가와

노인은 나이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즉,

약간의 감소된 심박수, 약간의 두꺼워진 심실은 적

노화 상태가 되면서 체중에 대한 전체 수분과 lean

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킬 수 있다. 안정시에 심박

body mass (제지방 체중)는 감소되고, 체내 지방은

수는 연령에 따라 약간 감소하지만 최대심박수는 상

증가된다. 이러한 신체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약

당히 감소한다. 이러한 혈역학적 변화는 마취제의

제가 분포하는 분포용적도 변화하게 된다. 수용성

약동학과 연관이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마취제들

약제가 분포되는 용적은 감소되고, benzodiazepine과

은 심박출량을 다소 감소시킨다. 노인에 있어서 마

같은 지용성 약제가 분포되는 용적은 증가한다. 또

취 중에 심박출량의 감소의 정도는 젊은 사람들에서

한 고령에서는 혈청 알부민 농도가 감소되고, α1-

심박출량의 감소되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크다.

acid glycoprotein 농도는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노화 시 간장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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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용적, 간의 혈류량, 내부 간대사 능력은 나이
가 들면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net
effect는 정맥마취제의 대부분이 간에서 대사되므로,
마취제의 제거율을 감소시킨다. 또한 마취제는 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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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량도 감소시킨다.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젊은

protein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리상태의 lidocaine는 감

환자들에 비해 간의 혈류량 감소에 더욱 민감하다.

소되고, 따라서 lidocaine 배설도 감소된다.

노화에 따른 간혈류량 감소와 마취제에 의한 간혈류
량 감소로 인해 노인 환자에서는 간에서 약제를 더

약제 작용 시 장기의 민감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유지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약제 작용시 장기의 민감도(end organ sensitivity)도

필요하다(예: propofol). Alfentanil과 같은 일부 정맥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분은 약

용 마취제는 간에서 느리게 대사된다. 이러한 약제

제의 receptor-effector mechanism수준에서 변화가 있

들은 간의 혈류량 뿐만 아니라 내부 간대사 능력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β-adrenergic receptor의 수와

대사율을 제한한다. 이러한 ‘capacity limited’ 약제들

구조는 노인 환자의 심근에서는 변화하지 않는다.

은 어느 정도까지의 간 혈류량 감소로는 대사율 감

그러나 노인환자에서 β-adrenergic agonist에 대한 ch-

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ronotropic, inotropic 반응이 감소되는 것은 작용기전

노화 시 신장에 대한 영향

에서 adrenergic 반응에 변화를 초래하며, 노인환자의
뇌에서는 α-adrenergic과 β-adrenergic 수용체 농도의

신혈류량은 creatine clearance와 같이 연령에 반비

감소를 동반한다. benzodiazepine 결합에는 연령에 따

례하며, creatine clearance는 연령과 체중으로 계산할

른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스트레스 상태에서만

수 있다. 고령에서 신장의 제거율은 혈청 creatine이

적용되며, 스트레스가 없다면 노인에서도 CNS의 ben-

정상이라도 감소된다. 20세의 환자가 creatine이 1.0

zodizepine 수용체의 친화도와 농도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면 creatinine제거율은 거의 120 ml/min에 이르는데
비해, 90세의 환자에서는 혈청 creatine 값이 정상이

다양성(variability)

라도, creatine clearance는 50%밖에 안된다. 이와 같

노인 환자는 신체 상태가 매우 다양하다. 노인 환

이 약제의 신장 제거율 감소는 확실히 혈 중 농도를

자는 젊은 환자에 비해 만성 질환에 더 많이 시달린

증가시키고,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제의 효과 소실을

다. 일부 노인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생리적으로 건

연장시킨다. 임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정맥 마취

강하지만 반면에 일부 환자들은 나이는 젊은데도 불

제들은 신장 배설에 의존하지는 않으나, pancuronium

구하고 생리적으로 안 좋은 경우도 있다. 더구나 흡

은 약 85%가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혈 중 creatinine

연, 음주, 공해와 같은 환경 독물의 누적된 영향이

농도가 정상인 노인 환자에서도 pancuronium의 용량

이것들에 노출된 개인의 신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은 감소시켜야 하며, 현재에는 대체할 수 있는 약제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생리학적인 범위에서 다양성

들이 많으므로 노인 환자에서 pancuronium을 반드시

은 증가되며, 이 증가되는 다양성의 영향으로 노인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없다.

에서 약역학과 약동학의 다양성이 증가된다. 또 이

노화의 단백질 결합 영향

증가된 다양성은 노인 환자에 있어서 약제 부작용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노인 환자는 더욱 조심

Albumin과 α1-acid glycoprotein은 약제가 혈장 단

스럽게 약제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고 부작용을 피하

백질에 결합하는 일차 장소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기 위해서는 약제의 혈중 농도 측정을 통한 치료 약

albumin의 농도는 줄어들지만, α1-acid glycoprotein은

제의 감시가 필요하다.

증가한다. 그러므로 약제가 혈장 단백질에 결합하는
장소가 albumin인가 α1-acid glycoprotein인가에 따라

노인 환자에서 신경써야 하는 특수 약제들

서 연령이 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예를 들어
diazepam은 주로 albumin과 결합하므로, 노인 환자에

다음은 노인 환자에서 신경써야하는 특수 약제들이

서 유리상태(free form)의 diazepam이 증가하게 되어,

다. 특히 나이와 약동학적, 약역학적 작용과의 상호 관

노인 환자에서 diazepam 용량을 줄이는 경우와 상관

계와 노령화 되는 것이 약의 용량과 약물이 효과를 나

관계가 있다. 또한 lidocaine은 주로 α1-acid glyco-

타내는 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protein과 결합하며 노인 환자에서는 α1-acid glyco-

한다. 진정제인 thiopental, propofol, midazolam과 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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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제제인 fentanyl, alfentanil, sufentanil, remifentanil과

3

은 노인환자가 더 늦게 분포 농도가 평형에 도달하

근이완제인 pancuronium, atracurium, cisatracurium, ve-

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thiopental을 지속적으로 주

curonium 등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입시 나이에 따른 회복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정제

Propofol; 초기의 연구자들은 정상적인 성인 유도

Thiopental; Thiopental의 약동학과 약역학에 대한

용량인 2.5 mg/kg보다 훨씬 적은 1 mg/kg의 pro-

나이의 영향에 관하여 초기의 연구들은 노인의 뇌가

pofol용량으로도 매우 고령의 노인 환자에서 성공적

thiopental에 대하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민감

으로 마취가 유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약역학 연

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노인 환자가 thiopental에

구들은 노인 환자가 배설율이 감소하고 중심 분포

대하여 더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은 뇌의 분포 용적

용량이 적기 때문에 주어진 혈 중 농도에 도달하는

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주입한 약제가 높

데 필요한 용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Scheepstra 등

은 혈중 농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Thiopental의 약

은

동학은 연령에 따른 변화가 없고, 약제 효과를 발현

대상으로 무의식을 유도하는 propofol의 용량을 비교

시키는 효과 부위 농도도 연령에 따른 변화가 없다.

하였는데, thiopental과 비슷한 20% 정도의 차이를

약역학과 약동학 모델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20

보였다. 즉 젊은 환자와 노인 환자의 마취 유도 용

1)

젊은

환자(25-39세)와

노인

환자(66-80세)를

세 환자의 용량과 80세 환자의 용량을 비교하면 건

량은 각각 2.2 mg/kg과 1.7 mg/kg이었다. 또한 Pea-

강한 80세 노인 환자는 20세 환자의 85% 정도의 용

cock 등도

2)

지속적으로 propofol을 주입하면서 마취

량이 요구된다. 즉 20세 환자에게 2.5 mg/kg의 thio-

유도 용량을 조사하였는데, 노인 환자의 마취 유도

pental이 마취유도에 필요했다면 80세 환자에서는

용량은 젊은 환자에 비해서 약 80-90% 정도의 용

2.1 mg/kg 용량이면 충분하다. 또한 80세 노인 환자

량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환

는 20세 환자에 비하여 같은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

자의 마취 유도시 약용량을 약간만 감소시켜도 된다

여 80%의 감소된 주입률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것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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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age on propofol pharmaco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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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propofol의 약동학적, 약역학적 효과를 통

에 비해서 midazolam의 청소율이 30% 정도 감소된

합한 명백한 수학적 model이 필요로 하였다. 최근에

다고 하였다. 또한 Buhrer 등은

3)

7)

약물의 혈장농도와

나이에 따른 propofol의 약동학

effect site의 농도가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걸리는

의 관계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

시간의 1/2 즉 T1/2 keo가 3.5분이라는 것을 측정하였

록 propofol의 청소율이 감소하게되고, 또한 propofol

다. 또한 midazolam의 주입이 끝났을때, midazolam의

서야 Schnider 등은

이 주입되는 동안 노인(75세)에서 젊은 사람(25세)보

혈장농도가 50%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context sen-

다 혈장 propofol의 농도가 20-30% 증가되어 있으

sitive half time (상황 민감성 반감기)’이라 하는데,

며, 주입이 끝난 경우에는 노인에서 젊은이보다 농도

이것은 노인에서 낮은 청소율로 인해 더욱 길어진

의 하강률이 더욱 크다(Fig. 1). 또한 propofol의 약동

다. 노인에게서 midazolam의 약용량을 25%로 줄여서

학적 효과도 수학적인 모델로 나타내었는데 노인의

사용하지만 이 용량에서도 여전히 효과가 늦게 까지

뇌는 propofol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nider 등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약을 주입한 시간이 길면 길

4)

은

1시간 동안 propofol을 주입하고 농도를 측정한

후 주입이 끝난 후에 깨어나는 여부를 예측하는 연
구도 진행하였는데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30-50%
정도 약제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
는 propofol 고유의 영향력을 증가시켜서 노인들의
뇌가 젊은이의 뇌보다 조금 더 propofol에 대해 민감
4)

수록 노인 환자에서는 회복시간이 젊은 환자에 비해
서 길어질 수 있다.
Opioids
Fentanyl과 alfentanil; Fentanyl과 alfentanil은 노인
8)

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Scott 등은

EEG를 약

약역학, 약동학적

물 효과의 측정기구로 사용하여 fentanyl과 alfentanil

으로 propofol을 이용하여 적절한 마취 수준을 유지

의 효력을 측정하였고, 이들 약제의 약동학과 약역

하는 농도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그래프상으로 달라

학에 있어서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약

지는지

감소된

역학에 있어서는 분획간 제거율이 조금 변하는것 이

propofol의 주입으로 젊은 사람에 비하여 같은 효과

외에는 연령의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를 나타내며, 이것은 노인에서 propofol의 청소율이

Scott과 Stanski는

감소하고 propofol에 대해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서 약물 효과가 약 50%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한 Schnider 등은4) propofol의 effect site에서의 농도

Fentanyl 또는 alfentanil용량은 노인환자에서는 젊은

가 50% 감소 될 때까지의 시간이 나이에 따라 어떻

환자 용량의 1/2로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

게 변하는지를 연구 조사하였는데, 1시간 동안 약물

타내며, 이러한 C50의 변화가 opioid 투여 후에 opioid

하게 되는 것이다. Schnider 등은

관찰하였는데

노인들은

30-50%

9)

20세부터 85세로 연령이 증가하면

을 주입할 경우에 20세 환자와 80세 환자의 회복되

농도의 시간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

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4시간 동안 약제를

서 노인 환자는 감소된 fentanyl 또는 alfentanil용량으

주입한 경우에는 노인의 회복 시간이 거의 2배 정도

로 젊은 환자처럼 빠르게 각성된다. Lemmens 등은

늦어지게 된다. 이에 비해 10시간 동안 주입한 경우

alfentanil의 약역학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

에는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어 노인 환자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arget controlled infusion

의 회복은 아주 느려지게 되므로 임상적으로 많은

(목표 농도 조절 주입)의 형태로 약물을 주입한 경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우에는 적절한 마취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alfen-

Midazolam; Midazolam의 약동학과 약역학은 나이
5)

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Bell 등은

내시경 검사

10)

tanil의 용량이 유지되어야하는데, 노인환자에서 그
11)

용량이 약 50% 감소되었다. Maitre 등은

집단 약

를 받는 800명의 환자에서 진정을 일으키는 mida-

역학을 이용하여 연령과 성별이 alfentanil의 약역학

zolam의 용량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90세 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령

자에서 20세 환자에 비해 점적 용량의 25% 정도만

이 증가함에 따라 체내 분포 용적은 증가한 반면 청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임상적으로 midazolam의 약

소율은 감소하였다.

용량은 노인 환자에서는 매우 적은 용량이 사용됨을
의미한다. Maitre 등은

6)

80세 환자의 경우 20세 환자

Sufentanil; 일반적인 임상적 용량으로 사용시 농
도를 분석하기 어렵고 강력한 효능을 가져서, fen-

유건희: 노인 환자에서 마취 약제의 약리 작용

tanyl 또는 alfentanil보다는 적은 범위에서 연구되고
12)

5

선)를 측정하기 위한 컴퓨터 모의 실험 그래프인데,

연령이 sufentanil의 약동학에 미

노인에서는 혈중 농도는 더 높게 나타나지만, 그러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sufentanil의 약동학의 유

나 노인환자에서 길어진 T1/2 Keo는 느린 평형 속도

있다. Matteo 등은

일한 변화는 중심 구획 용적이 약간 감소할 수 있으

를 나타낸다. 그 결과 효과처 농도에서 노인 환자는

며, 말초 분포 용적 크기의 변화없이 중심 구획 용

젊은 환자의 효과처 농도보다 높지 않고, 약제 효과

적 자체의 감소는 처음 수분간 약제 용량에 영향을

의 시작과 끝은 더 느리게 나타난다(Fig. 2). 예를 들

미칠 수 있다. 그러나 sufentanil에 대한 임상적 관찰

어 노인환자의 경우 약제 효과의 최대치는 bolus 주

에서 sufentanil을 사용한 경우에 젊은 환자에서는 7명

입 후 약 2-3분 후에 나타난다. 따라서 remifentanil

중 오직 1명만이 naloxone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노

과 같은 약제는 마취유도 시에 노인 환자에서 늦게

인 환자에서는 7명중 6명에서 naloxone을 필요로 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한다. remifentanil

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젊은 환자

주입 시 나이와 체중이 노인 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와 노인 환자에서의 약제 요구량 차이의 대부분은

노인 환자에서는 젊은 환자에서와 같은 약제 효과

약동학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것

단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용량을 1/2로 줄여야 한다.

은 fentanyl, alfentanil과 유사한 점이다. 결론적으로

또한 노인에서 약제의 주입속도는 젊은 사람의 1/3

노인 환자에서 sulfentanil의 용량은 50%로 감소시켜

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노인 환자에서

야 한다.

뇌에서의 민감도 증가와 청소율 감소의 영향을 받기

Remifentanil; Remifentanil은 노인 환자에 있어서

때문이다. 체중이 remifentanil 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동학과 약역학을 분석한 FDA의 guideline아래에

나이가 약제에 주는 영향보다 미미하다. 대부분의

최근 소개된 약제이다. 연령을 고려한 remifentanil의

마취의사는 remifentanil 투여시 노인 환자에서의 용

13)

약동학, 약역학 연구는 Minto 등에 의해 보고되었는

량 감소는 잘 안하는 편이지만 체중에 따른 용량 조

데, 그는 remifentanil의 용량과 연령과의 관계에 컴

절은 잘 준수하는 편이다. 또한 노인 환자는 젊은

퓨터 모의 실험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remifentanil

환자와 같이 remifentanil로 부터의 빠른 회복을 볼

약제 사용에 있어 나이에 따른 약제의 용량 조절 방

수 있다. Minto 등에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임상에서 사용도 이

서 집단의 변이성을 통합하여 모의 실험 결과 각 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나이에 따라 remifentanil의

체별 50% context sensitive half time (상황 민감성 반

약동학이 변하는데 나이가 20세에서 80세로 증가함

감기)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집단 약동학과 집단

13)

의해 보고된 500명의 대상에

에 따라 중심 구획 용적은 20% 감소하고, 청소율은
30% 감소한다. Remifentanil의 나이에 따른 약역학적

0.25

remifentanil의 C50이 젊은 환자와 비교하여 노인 환
자에서 50% 감소하는 연구 결과는 remifentanil도 젊
은 환자보다 노인 환자에서 2배의 내인성 효력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1/2 Keo는 혈장과 effect
site에서 약제의 농도 평형을 이루는 반감기로 역시
노인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다. 다른 변화가 없는 상
태에서 증가된 T1/2 Keo는 remifentanil 효과의 시작과

Unit disposition function

변화를 보면 fentanyl과 alfentanil의 연구에서와 같이
0.20
Blood

0.15
0.10
0.05

Effect site
20 50

끝이 노인 환자에서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remifentanil의 약동학과 약역학에 미치는 연령
의 효과가 복합적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알맞은 용량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의 실험
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Fig. 2는 1 unit의 remifentanil
을 주입 시 혈중 농도(실선)와 약의 효과처 농도(점

80

0
0

1

2
3
Bolus (min)

4

5

Fig. 2. The blood (solid lines) and effect site (dotted lines)
concentrations of remifentanil following a bolus of
1 unit of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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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역학 모델에서 제시한것은, 노인의 회복은 젊은

degradation에 의해 대사되며 이는 체온과 PH에 의한

사람과 비교하여 집단 내 개체간의 변이가 보다 크

자발적인 과정이므로 cisatracurium의 대사는 나이,

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임상적으로 어떤 노인환자

질병, cholinesterase대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에서는 가끔 늦게 깨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0세

Vecuronium; Vecuronium의 약동학은 Rupp 등에14)

이상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remifentanil을 3μg/

의해 젊은 환자와 노인 환자군에서 연구되었다. 젊

kg/min의 속도로 주입한 후 심박수를 조사하였는데,

은 환자 대조군과 비교하면, 노인 환자군에서는 ve-

이때 약제를 4-12분 주입 후 환자 상태를 관찰 하

curonium배설율이 5.2 mL/kg/min에서 3.7 mL/kg/min

였다. 이중 2명의 환자에서 remifentanil농도의 급격

으로 감소되었고, 항정상태의 분포용적이 244 mL/kg

한 감소로 심부전을 동반하였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

에서 179 mL/kg로 감소되었다. 또한 다른 근 이완제

니였고, 한명은 ST 상승을 동반한 빈맥을 보였고 다

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른 민감도의 변화는 없

른 한 명은 상심실성 빈맥을 동반하였는데, 2명 모

었다고 하였다. Rupp 등이

14)

보고한 약동학/약역학

두 β-blocker 치료에 빠르게 반응하였다. 즉 노인 환

모델에서는 젊은 환자와 노인 환자들에서의 거의 이

자에서 깊은 opioid 마취 효과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상적인 초기용량을 예측하였으며, 또한 두 그룹 모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하며, remifentanil을 끊

두에서 약제를 bolus로 투여한 후 대략 5분 후에 작

기 전에 작용시간이 긴 opioid를 주는 방법, remifen-

용 지점에서 최고 농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Kosci-

tanil을 바로 끊기보다는 서서히 줄여 주는 방법 또

elniak-Nielsen 등은15) 노인 환자에서 최고농도에 도

는 β-blocker를 같이 주는 방법 등이 추천되고 있다.

달하는 것이 더 느리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젊은
환자와 노인 환자들에서 효과처의 vecuronium농도를

근이완제

유지하기 위한 주입 속도를 환자에서의 용량에 대한

Pancuronium; 두 그룹의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pan-

분율로 표시하여 관찰한 결과 10분에서 15분 후의

curonium의 배설율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며, 이는

노인에서의 주입속도는 젊은 환자의 70%로 감소되

신기능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

며 이는 시간이 더 지나도 계속 유지되어 결과적으

14)

평균 연령이 43세인 젊은 환자와

로 30%의 배설률 감소를 보인다. 또한 노인 환자들

평균 연령이 73세인 노인 환자에서 pancuronium의

은 용량을 줄였음에도 vecuronium의 주입에서 회복

약동학과 약역학을 연구한 결과 노인 환자의 pan-

되는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으며, 그러나 초기 10분

다. Rupp 등은

curonium 배설률이 20%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관찰

동안은 노인 환자와 젊은 환자사이에 vecuronium에

하였으나, 통계학적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또한

서의 회복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설율의 편차가 커서 나이와 pancuronium의 약역학
간의 뚜렷한 상관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질

결

론

환의 징후가 보이는 노인 환자에서는 다른 근 이완
노화 상태는 약의 용량과 효과의 작용 시간을 변화

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tracurium; Atracurium은 배설이 ester hydrolysis,

시켜 많은 생리적인 과정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Hofmann elimination, organ based clearance 등의 다양

이러한 변화들은 분포 용적을 감소시키고, 대사를 늦추

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전체 배설의

며, 말단 기관의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이

50%가 간에서 일어난다. ester hydrolysis와 Hofmann

러한 변화들은 노인 환자들에서 마취약제에 대한 반응

elimination rate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분포

이 더욱 감수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작용이 약간 증가되며 terminal half life도 약간 증가
된다. 또한 atracurium의 약역학은 나이와 dose po-

참 고

문

헌

tency 양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atracurium의
용량 요구량과 신경근 차단에서 회복되는 시간은 연
령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는다.
Cisatracurium;

Cisatracurium은

대부분

Hofmann

1. Scheepstra GL, Booij LH, Rutten CL: Propofol for
induction and maintenance of anaesthesia: Comparison between younger and older patients. Br J Anaesth

유건희: 노인 환자에서 마취 약제의 약리 작용

1989; 62: 54-60.
2. Peacock JE, Spiers SP, McLauchlan GA, Edmondson
WC, Berthoud M, Reilly CS: Infusion of propofol to
identify smallest effective doses for induction of anaesthesia in young and elderly patients. Br J Anaesth
1992; 69: 363-7.
3. Schnider TW, Minto CF, Gambus PL, Andresen C,
Goodale DB, Shafer SL, et al: The influence of
method of administration and covariates on the pharmacokinetics of propofol in adult volunteers. Anesthesiology 1998; 88: 1170-82.
4. Schnider TW, Minto CF, Shafer SL: The influence of
age on propofol pharmacodynamics. Anesthesiology
1999; 90: 1502-6.
5. Bell GD, Spickett GP, Reeve PA: Intravenous midazolam for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A study
of 800 consecutive cases relating dose to age and sex
of patient. Br J Clin Pharmacol 1987; 23: 241-3.
6. Maitre PO, Buhrer M, Thomson D: A three-step approach combining Bayesian regression and NONMEM
population analysis: Application to midazolam. J Pharmacokinet Biopharm 1991; 19: 377-84.
7. Buhrer M, Maitre PO, Crevoisier C: Electroencephalographic effects of benzodiazepines. II. Pharmacodynamic modeling of the electroencephalographic effects
of midazolam and diazepam. Clin Pharmacol Ther
1992; 48: 555-7.
8. Scott JC, Ponganis KV, Stanski DR: EEG quantitation
of narcotic effect: The comparative pharmacodynamics

9.

10.

11.

12.

13.

14.

15.

7

of fentanyl and alfentanil. Anesthesiology 1985; 62:
234-41.
Scott JC, Stanski DR: Decreased fentanyl/alfentanil
dose requirement with increasing age: A pharmacodynamic basis. J Pharmacol Exp Ther 1987; 240:
159-66.
Lemmens HJ, Bovill JG, Hennis PJ: Age has no effect
on the pharmacodynamics of alfentanil. Anesth Analg
1988; 67: 956-60.
Maitre PO, Vozeh S, Heykants J: Population pharmacokinetics of alfentanil: The average dose-plasma
concentration relationship and interindividual variability in patients. Anesthesiology 1987; 68: 59-67.
Matteo RS, Schwartz AE, Ornstein E: Pharmacokinetics of sufentanil in the elderly surgical patient. Can
J Anaesth 1990; 37: 852-6.
Minto CF, Schnider TW, Egan T: The influence of age
and gender on the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of remifentanil: I. Model development.
Anesthesiology 1997; 86: 10-23.
Rupp SM, Castagnoli KP, Fisher DM: Pancuronium
and vecuronium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in younger and elderly adults. Anesthesiology
1987; 67: 45-9.
Koscielniak- Nielsen ZJ, Bevan JC, Popovic V: Onset
of maximum neuromuscular block following succinylcholine or vecuronium in four age groups. Anesthesiology 1993; 79: 22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