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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수술 후 Fentanyl을 이용한 자가통증조절시
Basal Infusion은 유용한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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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Basal Infusion Required in Patient-controlled Analgesia Using
Fentanyl after Orthopedic Surgery?

Soon Im Kim, M.D., Sang Ho Kim, M.D., and Sun Chong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It has been suggested that addition of a basal infusion (BI) to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improves the continuity of analgesia for post-operative pain, by maintaining a minimum 

effective blood concentration of opioids between PCA demand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addition of a BI to PCA using fentanyl would lead to improved pain control and patient 

satisfaction without increasing the side effects.

  Methods:  Seventy three patients, ASA class I or II, aged 22-72 years, following an orthopedic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studied.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two groups as 

follows: PCA group (n = 37), fentanyl 20μg demand dose with a lockout time of 6 min; PCA + BI 

group (n = 36), addition of fentanyl 20μg/h as a BI in the same regimen as the PCA group.

  Results:  Pain scores, patient satisfaction, sedation, and incidence of side effects were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otal consumption of fentanyl during the first 24 h after surger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CA + BI group compared with those in the PCA group (1114 ± 334 

μg vs. 841 ± 409 μg, P ＜ 0.05).

  Conclusions:  Despite the increased fentanyl consumption, the pain scores and patient satisfaction were 

not improved in the PCA + BI group.  Addition of a BI at 20μg/h of fentanyl did not confer any 

advantage over a PCA alone and is not recommended when fentanyl PCA is used after orthopedic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1; 40: 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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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술 후 통증은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증

상이며, 심한 통증은 모든 생리 체계에 악 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

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적극적인 치

료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통증 관리는 조기 운동

이 가능하고 합병증을 감소시켜 입원 기간과 의료비

를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술 후 통증 조절은 다양한 약제와 방법으로 투여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가통증조절(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제통 

방법으로 인정되어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2)

  Fentanyl은 강력한 진통 효과와 신속한 작용 발현

을 나타내고 호흡 저하가 비교적 적어 수술 중뿐만 

아니라 술후 통증 조절을 위한 PCA의 약제로 사용

되고 있다.
3-5)

 그러나 이 약제는 PCA로 사용할 때에

는 morphine에 비하여 작용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반

면에 작용시간이 짧은 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제통 

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요구 횟수가 많아지

고 잠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어나서 약물을 요구하

는 경우가 많이 있다.
6,7)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

에서는 fentanyl로 PCA를 사용할 때에는 “basal 

infusion (BI)를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 으나 fentanyl PCA에서 BI의 유용

성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형외과 수술 환자에서 

fentanyl을 이용한 정맥 PCA 사용 시 BI의 추가에 

대한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통 효과, 24시간

동안 투여된 fentanyl 총량, 부작용 발생 빈도 및 환

자의 만족도를 비교 검토하 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분류 등급 I 내지 II에 해당하는 22-72세의 환

자 73명을 대상으로 하 다. PCA를 신청한 환자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PCA 사용이 가능한 환자

를 대상으로 하 으며 마약 중독 경험이 있거나 호

흡기 및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 다. 수

술 전날 환자와 보호자에게 PCA의 사용 목적과 방

법, 통증 점수, 진정 및 부작용 발생을 기록 카드에 

기록하는 방법과 부작용이 발생 시 치료 등에 대해 

설명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 전 투약으로 마취 1시간 전에 

glycopyrrolate 0.2 mg과 midazolam 2-3 mg을 근육 

주사 하 다. 마취 유도는 2.5% thiopental sodium 5 

mg/kg와 vecuronium bromide 0.1 mg/kg로 시행하고 

기도내 삽관 시행 후 O2-N2O (50%)-enflurane 또는 

isoflurane으로 마취를 유지하 다. 수술 종료 시 

pyridostigmine 10 mg과 glycopyrrolate 0.2 mg으로 근

이완을 반전시켰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통증

을 호소할 때 PCA를 시작하 다. PCA는 AP-II PCA 

infusor (Baxter Healthcare Co., USA)를 사용하 고 

약물은 fentanyl 2,000μg과 droperidol 3 mg을 생리 

식염수와 혼합하여 100 ml로 만들었다.

  환자는 무작위로 다음과 같이 두 군으로 나누었다.

  PCA 군(n = 37)은 1회 주입량(demand dose)을 fen-

tanyl 20μg, 잠금 시간(lockout time)을 6분으로 하

으며 투여량은 제한하지 않았다.

  PCA + BI군(n = 36)은 PCA군과 동일한 조건에 

BI로서 fentanyl 20μg/h를 추가하 다.

  PCA 투여가 시작된 후 통증이 견딜 수 있을 정도

로 감소되고 생체 징후가 안정된 후 환자를 병실에 

옮겼다. 수술 후 6시간과 24시간에 군 분류에 대해 

모르는 동일한 마취과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통증 

점수, 진정 상태, 부작용을 조사하 고, PCA를 통해 

투여된 fentanyl 총량과 환자의 만족도는 술 후 24시

간에 조사하 다.

  통증 점수는 휴식과 운동 시(움직이거나 기침을 

하 을 때로 정함)로 나누어서 조사하 고, 통증이 

전혀 없으면 0점, 경미한 통증은 1점, 중증도의 통증

은 2점, 심한 통증은 3점, 견딜 수 없이 심한 통증은 

4점으로 평가하 다. 진정상태는 각성 상태, 졸리운 

상태, 그리고 잠이 든 상태로 평가하 고, 자가 통증 

조절 방법 사용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평가하 다. 통계 방법은 SPSS 7.5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categorical data는 Chi-square 

test로, continuous data는 student t-test로 시행하 으

며 P value가 0.05 미만인 것을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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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대상환자들의 평균연령, 성별, 체중, 마취시간, 수

술부위는 양군간에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Table 1).

  휴식시의 통증은 1점 이하를 보인 환자가 술 후 6

시간에 PCA군은 82%, PCA + BI 군은 95%, 술 후 

24시간에 PCA군은 100%, PCA + BI 군은 92%로써 

우수한 제통 효과를 보 고 양군간에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2).

  운동 시 통증은 1점 이하를 보인 환자가 술 후 6

시간에 PCA군은 57%, PCA + BI 군은 68%, 술 후 

24시간에 PCA군은 70%, PCA + BI 군은 71%로써 

휴식 시보다는 제통 효과가 낮았지만 양군간에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진정상태는 양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부작용은 오심과 구토, 졸리움, 어지러움, 가려움, 

배뇨곤란 순으로 발생하 고, 발생빈도는 양군간 차

이가 없었다(Table 4).

  술 후 24시간 동안 투여된 fentanyl 총량은 PCA 

군은 841 ± 409μg이고, PCA + BI군은 1114 ± 

334μg으로서 PCA + BI 군이 PCA 군에 비해서 의

의 있게 많았다(P ＜ 0.05)(Table 5).

  PCA 사용 효과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한 환자는 

PCA군은 76%, PCA + BI군은 93%로서 PCA + BI

군이 더 만족하다고 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5).

Table 2. Five-Point Verbal Rating Pain Scores at 6 h and 24 h after Operation
ꠧꠧꠧꠧꠧꠧꠧꠧꠧꠧꠧꠧꠧꠧꠧꠧꠧꠧꠧꠧꠧꠧꠧꠧꠧꠧꠧꠧꠧꠧꠧꠧꠧꠧꠧꠧꠧꠧꠧꠧꠧꠧꠧꠧꠧꠧꠧꠧꠧꠧꠧꠧꠧꠧꠧꠧꠧꠧꠧꠧꠧꠧꠧꠧꠧꠧꠧꠧꠧꠧꠧꠧꠧꠧꠧꠧꠧꠧꠧꠧꠧꠧꠧꠧꠧꠧꠧꠧꠧꠧꠧꠧꠧꠧꠧꠧꠧꠧꠧꠧ

PCA group (n = 37) PCA + BI group (n = 3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sting Movement Resting Movemen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h 0 12 (33%)  6 (16%) 14 (39%)  8 (23%)

1 18 (49%) 15 (41%) 20 (56%) 16 (45%)

2  6 (16%)  9 (25%)  1 (2%)  4 (11%)

3  0 (0%)  2 (5%)  1 (2%)  6 (16%)

4  1 (2%)  5 (13%)  0 (0%)  2 (5%)

  24 h 0 17 (45%)  7 (20%) 19 (53%) 11 (31%)

1 20 (55%) 19 (50%) 14 (39%) 14 (40%)

2  0 (0%)  7 (20%)  3 (8%)  8 (22%)

3  0 (0%)  2 (5%)  0 (0%)  1 (2%)

4  0 (0%)  2 (5%)  0 (0%)  2 (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in score: 0 = no pain, 1 = mild pain, 2 = moderate pain, 3 = severe pain, and 4 = intractable pain.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 BI: patient-controlled analgesia + basal infusion.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

PCA group PCA + BI group
(n = 37) (n = 3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8.4 ± 13.8  49.8 ± 16.1

Gender (m/f)  18 / 19  19 / 17

Weight (kg) 64.8 ± 8.9 62.8 ± 9.6

Anesthetic time (min) 202.0 ± 51.9 206.6 ± 63.7

Op site (n)

  Spine 12 11

  Hip 11  7

  Lower extremity 10 15

  Upper extremity  4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 BI: 

Patient-controlled analgesia + Basal i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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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Opioid 투여시 제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opioid 

혈장 농도가 최소 유효 농도(minimum effective con-

centration, MEC)보다 높아야 하며, 이 농도보다 낮아

지면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즉 MEC은 제통 효과를 

얻기 위한 opioid의 최소 혈장 농도로서 환자 개인은 

큰 차이가 없이 비교적 일정한 자신의 MEC을 갖고 

있으나 환자간의 MEC은 큰 차이가 있어, 5 내지 8

배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환자마다 MEC이 

크게 다른 이유는 약역학적, 약동학적, 및 정신적인 

요소에 기인한다.
8-11)

  고전적인 방법인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진통

제 투여 후 다양하고 예측하기 힘든 혈중농도와 진

통제 투여 간격사이에 혈중농도의 심한 변동 뿐 만

이 아니고 환자간의 MEC 차이때문에 일어나는 결

과이었다. 그러나 PCA는 opioid의 혈장 농도가 MEC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소량의 진통제를 자주 투여하

여 혈장 농도를 MEC 이상으로 유지하여 일정하게 

제통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언제, 얼마나 많은 

진통제가 필요한지를 환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다.
8,11,12)

 이와 같이 PCA는 약역학적, 약동학적, 정신

적인 개인차를 극복하고, 혈중 농도를 비교적 일정

하게 유지시킴으로서 적절한 제통 효과를 얻고, 진

정과 호흡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낮게 발생하는 효

과적이고 안전한 제통 방법이다. 또한 통증 발생 시 

치료 지연으로 인한 환자의 불안이 감소되고, 자신

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환자의 만족감으로 

PCA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2,13)

  전통적인 PCA 방법은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버튼

을 누를 때에만 약물이 투여되는 방법으로 수면 중

에는 약제의 혈중농도 감소로 잠이 깨거나 기침 또

는 갑작스런 움직임에 의한 예상치 못한 심한 자극

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BI를 추가로 

투여하여 혈중 내 최소유효 농도를 유지하면 제통 

효과를 증강시킬 것으로 생각하 으나 이에 대한 연

구들이 다음과 같이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Table 3. Sedation Scores at 6 h and 24 h after Operation 
ꠧꠧꠧꠧꠧꠧꠧꠧꠧꠧꠧꠧꠧꠧꠧꠧꠧꠧꠧꠧꠧꠧꠧꠧꠧꠧꠧꠧꠧꠧꠧꠧꠧꠧꠧꠧꠧꠧꠧꠧꠧꠧꠧꠧꠧꠧꠧꠧ

PCA group PCA + BI group
(n = 37) (n = 3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h Awake  4 (10%)  1 (2%)

Drowsy 23 (63%) 17 (48%)

Asleep 10 (27%) 18 (50%)

 24 h Awake 30 (81%) 20 (55%)

Drowsy  6 (17%) 13 (37%)

Asleep  1 (2%)  3 (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 BI: patient-controlled 

analgesia + basal infusion.

Table 4. Side Effects during 24 Hours after Operation
ꠧꠧꠧꠧꠧꠧꠧꠧꠧꠧꠧꠧꠧꠧꠧꠧꠧꠧꠧꠧꠧꠧꠧꠧꠧꠧꠧꠧꠧꠧꠧꠧꠧꠧꠧꠧꠧꠧꠧꠧꠧꠧꠧꠧꠧꠧꠧꠧ

PCA group PCA + BI group
(n = 37) (n = 3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or vomiting 10 (27%)  9 (25%)

 Somnolence  5 (13%) 10 (27%)

 Dizziness  5 (13%)  5 (13%)

 Itching sensation  1 (2%)  1 (2%)

 Urinary retension  1 (2%)  2 (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 BI: Patient-controlled 

analgesia + Basal infusion.

Table 5. Patients' Satisfaction and Total Consumption of 
Fentanyl during 24 Hours after Operation

ꠧꠧꠧꠧꠧꠧꠧꠧꠧꠧꠧꠧꠧꠧꠧꠧꠧꠧꠧꠧꠧꠧꠧꠧꠧꠧꠧꠧꠧꠧꠧꠧꠧꠧꠧꠧꠧꠧꠧꠧꠧꠧꠧꠧꠧꠧꠧꠧ
PCA group PCA + BI group
(n = 37) (n = 3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atisfaction

  Satisfied 28 (76%) 33 (93%)

  Does not care  8 (22%) 2 (5%)

  Dissatisfied 1 (2%) 1 (2%)

Total consumption

  of fentanyl (μg) 840.6 ± 408.5 1114.1 ± 333.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 or mean 

± SD. *P value ＜ 0.05 vs PCA.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 BI: patient-controlled analgesia + 

basal i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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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kers 등은14) 자궁 적출술을 받은 환자에서 mor-

phine 1 mg/h 추가가 PCA 단독 투여보다 부작용과 

morphine 총 투여량의 증가 없이 제통 효과가 더 우

수하다고 하 고, Sinatra 등도15) BI 추가가 PCA 단

독 투여보다 통증이 감소되었고, 특히 움직일 때의 

통증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구토증은 더 증가하 으

나 진정의 증가나 호흡 저하의 발생은 없었다고 하

다. McCoy 등은
16)
 BI를 추가한 군이 술 후 제통 

효과가 더 효과적이었고 버튼을 누른 횟수도 의의 

있게 감소하 으며 호흡 저하 및 과도한 진정이 일

어나지 않았다고 하 다. 그리고 BI가 morphine 2 

mg/h이면 오심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나 morphine 1 

mg/h은 부작용 증가 없이 우수한 제통 효과를 나타

나는 점으로 BI를 morphine 1 mg/h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 다. Silverman 등도
17) 

79명의 척추 융합술 

같은 대수술을 받는 정형외과 환자에서 morphine 

0.5-1.0 mg/h을 추가한 군이 제통 효과가 더 우수하

으며, 이것은 정형외과 수술 후 통증이 지속적인 

성격으로 BI가 효과적인 것 같다고 하 다.

  반면에 BI가 이론적인 장점과는 달리 효과가 없다

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Parker 등은
18)
 자궁 적축술

을 받는 75명의 환자에서 BI 추가가 통증점수, 진정

점수, 총 morphine 사용량이 PCA 단독 투여와 차이

가 없었고, 그 후속 연구에서
19)
 제통 효과뿐만 아니

라 수면 중 아파서 잠이 깨거나 아파서 잠이 들 수 

없는 수면의 질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BI 추

가가 수면 중에 수면의 질과 제통효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이론적인 장점을 부인하 다. Smythe 등은20) 

고관절 치환술을 받는 35명의 정형외과 환자에서 

morphine 총 사용량, 통증점수, 진정점수,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는 경우가 양군간 차이가 없었으

나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 발생 때문에 통증조절을 

포기한 경우가 BI 추가 군에서 더 많았다고 하 다. 

Vinik 등은21) morphine 1 mg/hr 추가가 통증점수, 제

통 효과, 진정은 비슷하나 morphine 총 사용량이 

PCA 단독 군은 45.5 mg인데 비해 BI 추가 군은 

60.4 mg으로 증가된 점으로 BI 투여가 PCA 단독보

다 이점이 없다고 하 다. Russell 등은
22)
 morphine 1 

mg/h 추가 시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차이가 없었으

나 morphine 총 사용량이 증가되었으며, morphine 사

용량이 증가된 데 비해 제통효과는 차이가 없는 점

으로 BI 추가가 PCA 단독보다 이점이 없다고 하 다.

  상기한 연구들이 morphine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fentanyl을 사용하 으나 PCA에 BI를 

추가한 군이 제통 효과, 진정점수, 부작용의 발생 빈

도, 환자의 만족도가 PCA 단독 투여 군과 차이가 

없으면서 fentanyl 총 투여량이 의의 있게 증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BI 추가 사용이 임상적인 

이점이 없다는 Vinik 등과21) Russel 등의22) 연구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PCA 약제로서 morphine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으나 morphine은 발현시간이 느려 초기에 제통 효과

가 신속하지 못하고 과도한 진정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23)
 Fentanyl은 신속하고 탁월한 제통 효과를 나

타내며 호흡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안

전한 약제이나 PCA로 사용 시에는 작용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반면에 짧은 작용시간으로 인해 효과적인 

제통 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요구 횟수가 

많아지고 잠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어나서 약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6,7)

 fentanyl로 PCA를 사용

할 때에는 BI를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라고 하 다.
6,24)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morphine을 사용

한 경우와는 달리 fentanyl을 사용한 PCA는 “BI 추

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연구

를 시행하 다. 그러나 결과는 fentanyl 총 투여량 만 

증가하 고 제통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것은 Kim 등이
25)
 보고한 “제왕 절개술 후 

BI 추가가 PCA 단독 군에 비하여 fentanyl 사용량은 

증가되었으나 통증점수의 향상은 없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BI 추가를 상용하려고 할 때에는 부작용이 없이 

제통 효과가 증가되어야 하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BI 추가가 더 나은 이점이 없고, 기계 조작 

오류로 인한 과량 투여의 위험이
26)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아나 PCA를 사용할 줄 모르는 

환자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게 BI 

추가 사용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4,27)

  Opioid를 이용한 PCA 사용 시 가장 흔하고 문제

가 되는 부작용은 오심과 구토로, 이 증상을 적절히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지 못하면 환자들은 PCA 버튼

을 누르는 것을 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원하는 제

통 효과는 얻을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PCA 투여 

자체를 중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증상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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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기 위해 droperidol을 혼합 투여하 던 결과, 오

심과 구토의 발생이 PCA군은 25%, PCA + BI군은 

27%로서 다른 연구 결과보다
28-29)

 매우 낮았고, 군간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통증 조절 방법에 대해 만족한 환자가 본 연

구에서는 PCA군은 76%, PCA + BI군은 93%로 만

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것은 제통 효과가 우수하

면서 오심 구토가 낮게 발생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

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정형외과 수술후 fentanyl을 이용한 정

맥 PCA 사용할 때에 BI 추가는 PCA 단독 투여에 

비해 제통 효과, 부작용 발생 및 환자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fentanyl 사용량은 의의있게 증가시

켰다. 따라서 fentanyl PCA 사용 시 BI 추가는 이점

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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