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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 Fentanyl 투여환자의 소양증과
통증에 대한 Piroxicam의 효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마취과학교실

이  윤  경․정  월  선․한  성  민

= Abstract =

The Effects of Intravenous Piroxicam on Pruritus and Pain
in Patients Receiving Epidural Fentanyl

Yoon Kyung Lee, M.D., Wol Son Jung, M.D., and Sung Min Ha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 of intravenous piroxicam on pruritus 

and pain in patients undergoing abdominal surgery after epidural fentanyl was administered.

  Methods:  Ninety nine patients, ASA physical status 1-2, were randomly allocated to receive either 

piroxicam 20 mg (n = 50) or saline 2 ml (n = 49) intravenously before surgical incision.  An epidural 

catheter was inserted in all patients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All patients received 5 mg/kg of 

thiopental sodium and 1.5 mg/kg of vecuronium.  Anesthesia was maintained by 50% O2 in N2O with 

2 vol% enflurane.  Epidural fentanyl 50μg was administered intraoperatively and 9.5-12.5μg/ml of 

fentanyl mixed in 100 ml of 0.15% bupivacaine was infused continuously by the Baxter two day infusor 

for 50 hours postoperatively.  Postoperative pruritus and pain were measured by a numeric rating scale 

(0-10) in the piroxicam group and control group.

  Results:  Pruritus and pain scores at 1, 4, 8 and 24 hours in the piroxicam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P ＜ 0.05).  The incidence of pruritus after epidural fentanyl 

varied from 2 to 6% in the piroxicam group and from 57 to 67% in the control group.  Mean scores 

of pruritus were 0.6, 0.3, 0.2 and 0.1 in the piroxicam group and 5.1, 3.5, 2.8 and 1.8 in the control 

group.  Mean scores of pain were 1.7, 1.2, 0.9 and 0.6 in the piroxicam group and 3.2, 2.4, 1.9 and 

1.1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ntravenous piroxicam 20 mg significantly reduces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postoperative pruritus and pain in patients who received perioperative epidural 

fentanyl.  (Korean J Anesthesiol 2001; 40: 3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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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양증은 주관적인 불유쾌한 느낌으로 피부 표피

층의 침해수용기의 자극으로 일어나며 고 싶은 충

동을 야기한다. 이는 통증조절을 위해 아편양제를 

경막외강이나 척수강내로 투여할 때 흔히 나타나며 

때로는 환자에게 통증 그 자체보다 더 심한 괴로움

을 줄 수 있다.
1)

  소양증의 병태생리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양증의 전달경로가 C-형 침해수용기, 즉 통증과 

같은 경로를 통해 척수로 전달되며
2)
 히스타민, sub-

stance P,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VIP), natural pro-

teinase 등에 의해 유발된다고 한다.
3,4)

 또 prostagl-

andin은 C-형 침해수용기를 감작시키고 침해자극을 

중추로 전달하는 기능을 항진시킬 뿐만 아니라 히스

타민을 유리함으로서 소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다.
5)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아편양제를 경막외

강이나 척수강내로 투여할 경우 히스타민이 유리되

고
6)
 척수와 뇌의 μ-수용체가 작용을 받으며

7) 
척수

전각의 침해방어수용기(nocifensive receptor)와 척수후

각의 비침해수용기(nonnociceptive receptor)가 흥분하

여 소양증과 itching이 유발된다고 한다.
8)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는 cyclooxygenase를 억

제함으로써 prostaglandin의 합성을 차단하여 소염 및 

진통효과를 나타내며 아편양제에서 나타나는 의존, 

저항 및 탐닉 등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경

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9) 또 수술 

전 혹은 수술 도중에 투여할 경우 수술 후의 통증조

절을 위한 아편양제의 요구량이 감소되고 구역과 구

토 등 부작용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도 있다.9)

  Piroxicam (4-hydroxyl-2-methyl-N-2-pyridinyl-2H-1,2,- 

benzothiazine-3-carboxamide1,1-dioxide)은 반감기가 45

시간으로 길고10) 정맥 투여가 가능한 비스테로이드

계 소염진통제로서 만성퇴행성 관절염 및 류마치스

성 관절염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술 후 통증완

화에도 효과가 있다.11,12) 그러나 아편양제 투여 후 

발생하는 소양증에 대한 piroxicam의 효과는 아직까

지 연구된 바가 없었다.

  이에 저자는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경막외강

으로 국소마취제와 fentanyl을 혼합 투여 받은 환자

에서 수술 전 piroxicam의 정맥 투여가 수술 후의 소

양증과 통증에 미치는 향을 조사해 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개복수술 후 경막외법으로 통증조절을 원하는 105

명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과 2에 해당하

는 27-65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었다. 수술 후 기계환기를 필요로 했던 환자와 

이미 아편양제나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심혈관계, 호흡기계 및 신질환이 심

한 환자, 신경학적 질환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는 환

자, 위궤양, 위장관 출혈, 혈액응고장애, 알레르기성 

질환 등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가 금기인 환자 

및 이뇨제, 경구혈당강하제, 항경련제 등 약물상호작

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제

외하 다.
13)

  수술실에서 심전도와 비 침습적 혈압계 및 맥박산

소계측기를 부착하여 심박수, 말초 산소포화도를 감

시하 고 측와위에서 18 gauge Tuohy needle을 사용

하여 저항 소실법으로 경막외강이 천자된 것을 확인

하고 뇌척수액이나 혈액이 흡인되지 않으면 경막외 

카테테르를 삽입하 다. 상복부 수술일 경우 제 8-

9 흉추간에서, 하복부 수술은 제 10-11 흉추간에서 

경막외강을 천자하 으며 카테테르를 두부 쪽으로 3

-4 cm 깊이에서 거치한 후 1：200,000 epinephrine

이 혼합된 3 ml의 2% lidocaine을 시험용량으로 주입

하 다. 혈관이나 지주막하강내 주입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환자를 앙와위로 하고 마취유도는 thi-

opental 5 mg/kg과 vecuronium 1.5 mg/kg으로, 마취유

지는 N2O-O2-enflurane 2 vol%로 하 고 호흡수는 10

-12회로, 수술 중에는 정상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을 유지하 다.

  외과적 절개 전 piroxicam군은 piroxicam 20 mg (2 

ml)을 정맥 투여하 고 대조군은 2 ml의 생리식염수

를 투여하 다.
14)
 복막을 닫을 때 0.15% bupivacaine 

과 fentanyl 50μg 혼합용액 10 ml를 투여하고 0.15% 

bupivacaine과 9.5-12.5μg/ml의 fentanyl 혼합용액 100 

ml를 경막외강 카테테르를 통해 Baxter two day in-

fusor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USA)를 사용하

여 2 ml/hr로 50 시간 동안 지속 투여하 다.
15)

  수술 후 회복실에서 호흡과 활력징후 및 심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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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여 호흡억제(분당 10회 미만)나 저혈압(환자 

기준치의 30% 이상의 감소), 서맥(분당 50회 미만),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나면 필요에 따라 naloxone과 

ephedrine, glycopyrrolate, droperidol을 정주하도록 하

다. 소양증과 통증은 수술 후 1시간, 4시간, 8시간, 

24시간에 각각 numeric rating scale로 측정하 다. 좌

측 끝이 0이고 우측 끝이 10 cm인 눈금자를 이용하

여 통증을 0-10으로 나누고 0은 통증이 없는 상태, 

10은 참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설명한 뒤 환

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한 점을 기술하게 하

다.
 
소양증도 0-10으로 나누고 0은 소양증이 없는 

상태, 10은 참지 못할 정도의 심한 소양증으로 설명

하고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한 점을 기술하

게 하 다.

  소양증과 통증의 발생빈도 비교에는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 고, 통증과 소양증의 상관관계에는 

Spearman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P값이 0.05 미만

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105명의 환자들 중 piroxicam군이 50명이었고 대조

군이 49명이었으며 수술 후 기계환기를 필요로 했던 

6명은 대상에서 제외하 다. 두 군간의 나이, 성별, 

몸무게 및 수술 종류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수술 후 관찰기간 동안 소양증을 호소한 환자는 

piroxicam군이 2-6%이었고 대조군이 57-67%로서 

piroxicam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전

신 소양증을 호소한 환자는 piroxicam군에서는 없었

으나 대조군은 수술 후 1, 4, 8, 24시간에 각각 4, 5, 

2, 1명이었다. 대조군은 관찰기간 동안 16-18%에서 

안면 혹은 코 부위의 소양증을 호소하 으나 piroxi-

cam군은 소수의 예에서 코 부위에 국한된 소양증을 

호소하 다(Table 3).

  Piroxicam군과 대조군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양증 점수가 감소하 으며 같은 시간대에서는 pi-

roxicam군이 대조군보다 소양증 점수가 유의하게 낮

았다(P＜0.05)(Fig. 1).

  Piroxicam군과 대조군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증 점수가 감소하 으며 같은 시간대는 piroxicam

군이 대조군보다 통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P＜

Table 3. The Number of Patients and the Locations of Pruritus at Each Check Time
ꠧꠧꠧꠧꠧꠧꠧꠧꠧꠧꠧꠧꠧꠧꠧꠧꠧꠧꠧꠧꠧꠧꠧꠧꠧꠧꠧꠧꠧꠧꠧꠧꠧꠧꠧꠧꠧꠧꠧꠧꠧꠧꠧꠧꠧꠧꠧꠧꠧꠧꠧꠧꠧꠧꠧꠧꠧꠧꠧꠧꠧꠧꠧꠧꠧꠧꠧꠧꠧꠧꠧꠧꠧꠧꠧꠧꠧꠧꠧꠧꠧꠧꠧꠧꠧꠧꠧꠧꠧꠧꠧꠧꠧꠧꠧꠧꠧꠧꠧꠧ
  Post- Piroxicam group (n = 50) Control group (n = 49)
operativ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ime None Whole body Face Nose Total None Whole body Face Nose Tota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hr 47 0 0 3 3 26 4 9 10 23

  4 hr 47 0 0 3 3 27 5 7 10 22

  8 hr 49 0 0 1 1 30 2 8  9 19

 24 hr 49 0 0 1 1 31 1 8  9 1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the number of cases.

Table 1. Demographic Data
ꠧꠧꠧꠧꠧꠧꠧꠧꠧꠧꠧꠧꠧꠧꠧꠧꠧꠧꠧꠧꠧꠧꠧꠧꠧꠧꠧꠧꠧꠧꠧꠧꠧꠧꠧꠧꠧꠧꠧꠧꠧꠧꠧꠧꠧꠧꠧꠧ

Piroxicam group Control group
(n = 50) (n = 4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s) 61.3 ± 12.1 63.9 ± 8.9

 Sex (M/F) 24/26 24/25

 Weight (kg) 62.7 ± 5.7 65.0 ± 9.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able 2. Types of Operation
ꠧꠧꠧꠧꠧꠧꠧꠧꠧꠧꠧꠧꠧꠧꠧꠧꠧꠧꠧꠧꠧꠧꠧꠧꠧꠧꠧꠧꠧꠧꠧꠧꠧꠧꠧꠧꠧꠧꠧꠧꠧꠧꠧꠧꠧꠧꠧꠧ

Piroxicam Control
group group

(n = 50) (n = 4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gastrectomy 10  8

 Subtotal gastrectomy 17 15

 Nephrectomy  1  1

 Colectomy  3  6

 Anterior resection  6  7

 Abdomino-perineal resection 13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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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Fig. 2).

  통증 점수와 소양증 점수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다(Table 4).

고      찰

  아편양제를 경막외강으로 투여하여 수술 후 통증

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는 있으나 오심, 구토, 변

비, 소양증 및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소양증은 아편양제 투여 후 가장 흔

히 발생하는 부작용 중의 하나로서 환자에게 불쾌감

을 주고 때로는 통증보다 더 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도 있다. 지금까지의 소양증에 대한 연구에서 소양

증은 피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평가자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 발생률은 보고자의 연

구방법에 따라 0-100%까지 많은 차이가 있다.

  경막외강으로 morphine을 단독 투여할 경우 양 등

은16) 36.7%에서 소양증을 보고하 으며 Lanz 등은17) 

10 mg의 경막외 morphine에 의해서는 28%에서, 5 

mg에서는 1%에서 소양증을 호소하여 morphine의 양

이 증가됨에 따라 소양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하 으나 5 mg의 경막외 morphine에 의한 소양증이 

1%이었다는 Bromage 등의
18)
 연구와는 발생률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morphine을 지속적으로 정주할 

때 Cooper 등은
19)
 62%에서, Esmail 등은

20)
 12.7%에서 

소양증을 보고하여 경막외강으로 투여하 을 경우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진통목적으로 경막외

강에 fentanyl을 단독 투여하는 경우 Asokumar 등은
21)
 

95%, Cooper 등은
19)
 63%에서 소양증을 보고하여 경

막외강으로 투여한 morphine보다 소양증의 발생빈도

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소양증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판단기준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향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편양제를 경막외강이나 척수강내로 투여할 경우 

히스타민이 유리되고
6)
 척수와 뇌의 μ-수용체가 자

극을 받으며7) 척수전각의 침해방어(nocifensive) 수용

기와 척수후각의 비침해(nonnociceptive) 수용기가 흥

분하여 소양증과 가려움증이 유발된다고 한다.
8)
 동

물실험상 소양증의 중추가 삼차신경핵을 포함한 하

부연수에 있으며 삼차신경의 척수부 핵에는 아편양 

수용체가 많이 분포한다.
22) 
아편양제에 의한 소양증

은 척수와 척수후근에 존재하는 μ-수용체의 자극으

로 초래되며 δ- 및 κ-수용체 길항제는 소양증을 차

Fig. 1. Pruritus scores during the 24 hours of postoperative 

time in the piroxicam and control groups.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t each chec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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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in scores during the 24 hours of postoperative 

time in the piroxicam and control groups. Th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t each chec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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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rrelations between Pruritus and Pain Scor-
es at Each Check Time

ꠧꠧꠧꠧꠧꠧꠧꠧꠧꠧꠧꠧꠧꠧꠧꠧꠧꠧꠧꠧꠧꠧꠧꠧꠧꠧꠧꠧꠧꠧꠧꠧꠧꠧꠧꠧꠧꠧꠧꠧꠧꠧꠧꠧꠧꠧꠧꠧ
Post operative Correlation

P value
time coefficient (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hr 0.5788 ＜ 0.05

 4 hr 0.5135 ＜ 0.05

 8 hr 0.5106 ＜ 0.05

24 hr 0.4023 ＜ 0.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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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지 못한다고 한다.23) 경막외강이나 척수강 등 

중추신경축(central neuraxis)으로 아편양제를 투여한 

직후 나타나는 소양증은 투여한 부위의 척수부 μ-

수용체 자극으로 체부를 따라 분절성 분포를 하게 

되며 morphine과 같이 지방친화성이 낮은 약물은 뇌

척수액에 흡수되어 시간이 지나 뇌척수액이 순환되

면서 두부 쪽으로 분절성 분포를 하면서 확산되게 

된다.
21) 
그러나 fentanyl과 같이 지방친화력이 큰 약

물은 척수분절동맥과 경막외 정맥으로 흡수되어 척

수의 μ-수용체에 작용하거나 전신순환을 따라 척수

부 뿐만 아니라 두부의 삼차신경핵과 소양증 중추에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취 중에 아편양제가 투여되었으

므로 투여 초기에 소양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알 수

가 없지만 투여 후 1-2시간이 지난 회복실에서부터 

코 부위의 소양증이 가장 많았으며 다수가 얼굴을 

기술한 것으로 볼 때 전신적으로 흡수된 fentanyl에 

의해 소양증이 유발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전의 연구에서 경막외강으로 fentanyl을 단독 투

여 할 경우 30-60%에서 소양증이 발생한다고 하

지만
21,24) 

bupivacaine과 병용할 경우 오지현 등은
24) 

6%, Asokumar 등은21) 5%, Kotake 등은25) 15%, Lirzin 

등은
26)
 43%에서 소양증이 발생하 다고 하여 fen-

tanyl 단독 투여군에 비해 소양증의 발생이 낮다. 또 

척수강내로 fentanyl을 단독 투여할 경우 Palmer 등

은
27)
 100%,

 
Asokumar 등은

21) 
95%에서 소양증이 발

생하 지만 bupivacaine과 병용할 경우 각각 17%, 

36.4%로 소양증이 현저히 감소하 다고 한다.

  국소마취제와 아편양제를 병용할 경우 소양증이 

감소하는
28)
 기전으로 Asokumar 등은

21) 
국소마취제가 

척수 배외측의 신경전도를 억제하여 뇌간 수준에서

의 신경활성변화를 막는 것과 아편양제 수용체 중에

서 μ-수용체 활성을 억제하는 점을 들고 있다. 국

소마취제로 인해 아편양제에 대한 μ-수용체의 결합

이 억제되고 δ-수용체 및 척수에 광범위하게 분포

하는 κ-수용체의 결합이 증가함으로써 μ-수용체의 

활성으로 초래되는 체부의 소양증이 감소될 수 있다

고 한다. 그러나 bupivacaine과 fentanyl의 병용 투여 

시 얼굴의 소양증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얼

굴의 소양증은 fentanyl이 뇌간 수준에 직접 작용하

여 발생한다고 하 다. 또 산모에서는 임신 후기 동

안 내인성 아편물질이 증가되어 있으므로 국소마취

제의 배외측 신경차단이 뇌간수준에서의 소양증을 

조절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산모에서의 소양증 

빈도는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하 다.

  소양증은 압력이나 낮은 강도의 전기적 자극 및 

열 등과 같은 물리적 자극, 히스타민, serotonine, pro-

staglandin, substance P 등과 같은 화학적 자극, 감염

이나 기생충 질환, 염증 등과 같은 피부질환, 간질

환, 신질환, 내분비계 질환 등의 전신질환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 등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3,29)

  이러한 소양증의 치료로는 냉각, 진동, 초단파요

법, 경피적 전기자극 등과 같은 물리적 방법과 환부

에 약제를 도포하는 국소요법 및 항히스타민제, cho-

lestyramine 등의 전신적 투약이나 침술 등이 사용된

다.
3,29)

  지금까지 아편양제를 중추신경축으로 투여한 후 

나타나는 소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약제들

이 사용되었지만 완전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직 

없었다. 아편양제에 의해 히스타민이 유리되어 소양

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히스타민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국소도포 및 전신투여가 효과적일 수 있

다.30,31) 그러나 fentanyl과 sufentanil 등 히스타민을 

유리하지 않는 아편양제도 소양증을 유발하며 mor-

phine 투여로 인한 소양증은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이 시간대에는 혈장 히스

타민의 농도가 떨어져 임상적으로 소양증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는 아편양제 투여 후 

발생하는 소양증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22) 소양

증이 심할 경우 naloxone과 nalbuphine 등 μ-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아편양제의 진통효과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32) 최근 Gan 등은33) 24시간 

동안 0.25μg/kg/hr로 naloxone을 주입하면 morphine 

의 진통효과가 증대되어 morphine의 요구량이 60 

mg에서 49 mg으로 감소한다고 하 고, Choi 등은34) 

0.167μg/kg/hr으로 naloxone을 투여할 경우 morphine 

의 진통효과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morphine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아편양제 길항제도 

소량으로 사용한다면 소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ondansetron은 진통효

과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침해수용체에 작용하는 

serotonin을 차단하여 소양증을 감소시킨다고 하나 

값이 비싼 단점이 있으며
35)
 수면용량 이하의 pr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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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도 척수에 작용하여 소양증과 오심 및 구토를 억

제할 수 있다고 하나 호흡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고
36) 

Beilin 등은
37)
 10 mg의 propofol 투여군과 위

약 투여군 간에 소양증 발생률의 차이가 없다고 보

고하여 그 사용에 제한이 있다.

  최근에는 prostaglandin이 C-형 침해수용기를 감작

시키고 침해자극을 중추로 전달하는 기능을 항진시

킬 뿐만 아니라 히스타민을 유리함으로서 소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4)
 따라서 비스테로이

드계 소염진통제는 cyclooxygenase를 억제하여 prost-

aglandin의 합성을 감소시켜 소양증을 억제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38)

  Piroxicam은 정맥 투여가 가능한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로 만성퇴행성 관절염 및 류마치스성 관

절염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술 후 통증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11,12) 그 외에 급성 통풍,39) 신선

통,
40)
 월경곤란증에도 효과가 있다. 작용시작이 30분 

이내로 빠르고 반감기가 45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하

루 한번 투여로 충분하여 다른 약제에 비해 투여가 

용이하다.
10)

  Piroxicam의 부작용으로 상복부 통증, 오심, 흉골 

후부의 작열감 등과 상부 위장관 점막손상이 있을 

수 있으나
41)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증상을 호소

하는 환자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상부 위장관 점막

손상은 시술상의 문제로 파악하지 못했다. 상기의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misoprostol을 함께 투여하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소실된다고 한다.
42)

  본 연구에서 piroxicam 투여군의 소양증 발생빈도

와 증상의 정도가 대조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piroxicam이 prostaglandin의 합성을 차단함으로써 소

양증이 감소된 것으로 여겨진다.9,11,12) 또 piroxicam 

투여군의 통증 점수가 대조군보다 낮았고 소양증과 

통증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양증도 침해수용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아편양제의 중추신경축 투여 후 흔히 발생하는 소

양증에 대한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인 piroxicam 

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복부수술을 받은 후 fen-

tanyl과 국소마취제를 경막외강으로 지속주입하여 통

증조절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piroxicam 을 투여하여 

통증 점수와 소양증 점수를 조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Fentanyl 투여 후 소양증은 얼굴과 코 부위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piroxicam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소양증의 빈도와 정도가 낮았다(P ＜ 0.05).

  2) 소양증과 통증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P ＜ 0.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piroxicam은 prostaglandin의 

합성을 차단하여 진통작용을 나타내며 fentanyl의 경

막외 투여로 인한 소양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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