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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usion of an Opioid after a Spinal Lamin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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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ostoperative pain after a spinal laminectomy has very harmful effects on human 

physiology, and many people are trying to control it more easily and safely.  There are controversies 

in methods used for controlling postoperative pain after a spinal laminect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 effective way to control postoperative pain after a spinal laminectomy.

  Methods:  Ninety patients (ASA I-II, aged 40 to 70) scheduled for a spinal laminectom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In group A, we administered fentanyl 1,000μg and morphine 5 mg (mixed in 0.9% 

normal saline) using the continuous epidural infuser; in group B, we administered fentanyl 500μg and 

morphine 5 mg and 0.25% bupivacaine (mixed in 0.9% normal saline) using the continuous epidural 

infuser; in group C, we administered fentanyl 1,500μg and morphine 10 mg (mixed in 0.9% normal 

saline) using the continuous IV infuser.  We compared effects between the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and the continuous intravenous infusion by using the visual analogue scale and side effect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groups.  When 

the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groups and the continuous IV infusion group were compar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3 hr, 6 hr, and 12 hr VAS scores (P ＜ 0.01).  The incidence of side effects 

was very low,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ide effects between the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and the continuous IV infusion groups.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methods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continuous IV infusion method, but none of them showed satisfactory postoperative pain control in the 

early periods.  (Korean J Anesthesiol 2001; 40: 75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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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후 통증은 수술부위에 따라 크기가 달라 흉

부, 상복부는 하복부나 하지수술보다 크며 척추수술

은 통증정도가 심하여 술후 이완율과 합병증을 증가

시킬 수 있다.1-3) 척추수술 후 통증조절은 opioid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전에는 간헐적인 근주 혹은 정주

로 조절하 으나 만족할만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최

근에는 opioid를 지속적으로 정맥내 투여하는 방법, 

지속적인 opioid의 정맥내 주입 중 필요시 환자 스스

로 opioid의 추가용량을 주입하는 환자자가조절방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opioid를 단독으로 혹은 

국소마취제와 병행하여 경막외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4,5)
 지속적인 

정맥내 opioid의 투여는 비경구적으로 opioid를 투여

하는 방법이며 술후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며 기계고장을 일으키거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통증치

료효과를 얻을 수 없다.
6)
 그리고 경막외강을 통한 

주입 법보다 투여약물의 용량이 더 많아 opioid에 의

한 호흡곤란, 오심, 구토, 뇨저류, 소양증, 변비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7-9)
 지속적인 경막외강내 

opioid투여는 많은 보고에서 다른 방법들과 유사하거

나 더 우수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 opioid의 단독사용보다 국소마취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1-21) 그렇지만 구역, 구토, 소양증, 뇨저류, 호흡

억제 같은 합병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한

다.
18,19,22-29)

 척추수술 후 척추의 해부학적 구조변화, 

출혈, 배액 카테테르를 통한 수술부위로부터의 약물

소실 등은 카테테르를 통한 경막외강으로 약물투여

시 분포에 향을 주어 진통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

으며 bupivacaine과 같은 심근독성을 지닌 약물이 경

막외강의 노출된 혈관을 통해 주입될 수 있기 때문

에 opioid 및 국소마취제를 경막외로 투여하는데 제

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척추궁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지속적 주입기를 사용하여 opioid 혹 opioid와 국소

마취제를 지속적으로 경막외로 투여한 후 opioid를 

지속적으로 정맥내로 투여할 때의 진통효과 및 부작

용들과 비교 관찰하 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경막외강을 노출시키는 척추궁절제수술

을 받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분류등급 1, 2인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녀 90명을 대상으로 하 다. 환

자 중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전에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수술시간 및 술후 통증에 

향을 줄 수 있거나 심한 척추의 기형이 있는 환자

들은 모두 제외하 다. 모든 대상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았다.

  대상 90명을 준비자가 무작위로 3군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 3군을 무작위로 나누어서 fentanyl 1,000μcg 

과 morphine 5 mg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하여 만든 경

막외용 통증치료기(Vessel Fuser
Ⓡ
, Yu-shin Medical, 

Korea)를 거치한 군 30명(Group A), fentanyl 500μcg 

과 morphine 5 mg에 0.25% bupivacaine 40 ml와 생

리식염수를 혼합하여 만든 경막외용 통증치료기를 

거치한 군 30명(Group B), fentanyl 1,500μcg과 mor-

phine 10 mg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하여 만든 정맥용 

통증치료기(Vessel Fuser
Ⓡ
, Yu-shin Medical, Korea)를 

거치한 군 30명(Group C)으로 구분하 다. 경막외용 

통증치료기와 정맥용 통증치료기는 모두 2일용이었

으며 약물투여용량을 줄이고 연구대상 중 고령환자

가 비교적 많아 PCA에 대한 기계조작 및 조작횟수

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PCA 대신 검

증을 받은 동일회사제품의 continuous infuser를 사용

하 다.

  마취방법은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

하 고 Foley catheter는 모두 수술실에서 거치하

다. 통증치료기 거치시기는 경막외용 통증치료기는 

수술이 끝나고 봉합을 하기 직전에 실시하 으며 정

맥용 통증치료기는 수술이 끝나는 예상시간의 약 2

시간 전에 거치하 다. 거치 방법은 경막외 통증치

료기는 척추궁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 직접 도관을 

거치 하여 상부를 향하게 하는 경막외 주입법을, 정

맥용 통증치료기는 말초혈관을 통한 정맥내 직접주

입법을 선택하 다. 모든 수술환자는 수술시 수술부

위의 혈종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drain bag이 설치되었

다. Foley catheter는 소변을 완전히 비운 후 회복실에

서 제거하 고 병실에서 간헐적으로 Nelaton's cathe-

ter를 사용하여 뇨저류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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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는 환자가 병실로 돌아간 후 3, 6, 12, 24, 

48시간마다 직접 작성한 visual analogue scale (VAS)

를 토대로 통증점수 및 부작용을 측정하 고 주기적

으로 vital sign을 검사하여 호흡억제 및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감시하 는데 호흡수가 분당 8회 이하로 

감소할 때 호흡억제로, 술 전 혈압의 20% 이상 감

소할 때를 저혈압이라고 판단하 다. 배뇨 후 잔뇨

가 200 ml 이상이면 뇨저류로, 환자 주관적으로 술 

전과 비교 시 배변 시 불편함, 배변 후 잔변감, 하복

부팽만 등과 같은 변비증세가 나타나거나 심해졌을 

때 변비라 판단하 다. 또한 12시간 간격으로 수술

부위를 소독하면서 경막외 카테테르가 제대로 거치 

되었는지 확인하 다. 모든 검사결과는 평균 ± 표

준편차로 표기하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 

(Ver 7.5)을 이용하여, VAS 및 환자 특성은 군내는 

paired t-test 분석법을, 군간은 unpaired t-test를, 부작

용은 chi-squire test를 사용하여 P ＜ 0.05일 때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세 군간 성별, 나이, 신장, 체중, 수술시간 및 drain

을 통한 출혈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세 군내 및 군간의 VAS score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유사한 형태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Fig. 1, Table 2). 세 군내 VAS score는 각 기준시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가지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

며, 세 군간 VAS score는 epidural-opioid group과 

epidural-opioid-bupivacaine group을 비교시 각 기준시

간마다 VAS score 상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

Group A Group B Group 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  57.4 ± 10.6  55.8 ± 10.3  51.5 ± 11.7

Sex (M/F)     14/16     13/17     15/15

Weight (Kg)  69.9 ± 8.9  63.8 ± 14.9  64.7 ± 10.9

Height (Cm) 160.2 ± 8.1 161.2 ± 8.6 160.2 ± 10.6

OP duration (min) 299.5 ± 27.2 289.4 ± 23.4 301.8 ± 29.2

Drain bag blood loss (ml)  454 ± 12  483 ± 15  466 ±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Group A: Epidural (Fentanyl + Morphine), Group 

B: Epidural (Fentanyl + Bupivacaine + Morphine), Group C: IV (Fentanyl + Morphine).

Fig. 1. Comparison of the VAS score. Values are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corresponding value 

of Group A and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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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VAS Score
ꠧꠧꠧꠧꠧꠧꠧꠧꠧꠧꠧꠧꠧꠧꠧꠧꠧꠧꠧꠧꠧꠧꠧꠧꠧꠧꠧꠧꠧꠧꠧꠧꠧꠧꠧꠧꠧꠧꠧꠧꠧꠧꠧꠧꠧꠧꠧꠧ

Group A Group B Group 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hr 5.0 ± 1.6 4.9 ± 1.5 6.6 ± 1.8*

 6 hr 3.9 ± 1.6 3.8 ± 1.4 5.3 ± 1.7*

12 hr 3.6 ± 1.4 3.4 ± 1.5 4.5 ± 1.4*

24 hr 2.4 ± 1.2 2.2 ± 1.4 3.0 ± 1.9

48 hr 1.7 ± 0.9 1.7 ± 1.2 2.5 ± 1.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A: Epidural (Fentanyl + 

Morphine), Group B: Epidural (Fentanyl + Morphine + 

Bupivacaine), Group C: IV (Fentanyl + Morphine). *P 

＜ 0.05 compared with corresponding value of Group A 

and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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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epidural group들과 IV group간 VAS score를 비

교시 3시간, 6시간, 12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5).

  Fentanyl과 morphine의 사용으로 인한 호흡억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뇨저류는 정맥으로 투여한 군에

서만 2명이 호소하 다. 구역, 구토증상은 경막외로 

투여한 군에서 각 1명씩 호소하 으며 정맥으로 투

여한 군에서는 2명이 호소하 다. 소양증은 정맥으

로 투여한 군에서만 1명이 호소하 다. 변비는 경막

외로 투여한 군에서 각 1명씩 호소하 다. 이 부작

용들은 대증요법으로 치료하여 별문제 없이 호전되

었다(Table 3).

고      찰

  척추수술 후 통증치료목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opi-

oid는 근주나 정주를 통한 전신적인 투여나 경막외

강이나 척수강내로 opioid를 단독으로 혹은 opioid를 

국소마취제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4,5)
 지속적으

로 정맥내로 opioid를 투여하는 방법은 간헐적 주입 

법보다 더 나은 술후 통증완화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비용이 비싸며 기계고장을 일으키거나 조작 미숙이 

있을 경우 효과적인 통증치료효과를 얻을 수 없다.6) 

Opioid를 지속적으로 경막외강이나 척수강내로 투여

시에는 다른 방법에 비하여 나은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투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교감신경

의 차단, 기립성 저혈압, 심혈관계 허탈 등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8,29)
 그렇지만 opioid에 의한 호

흡억제, 오심, 구토, 뇨 저류, 소양증, 변비 등의 부

작용들도 배제할 수 없다.
7-9,22-27)

  통증치료 목적으로 fentanyl과 morphine이 자주 사

용된다. Fentanyl은 경막외 투여시 morphine에 비해 

지질용해도가 높아 CSF내에 도달되는 비율이 50%

나 되어서 작용발현시간이 빠르고 호흡억제, 구역, 

구토, 소양증 등의 부작용이 적지만 작용시간이 짧

으며 카테테르 거치부위에서 먼 부위의 피부역에는 

효과를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30,31)
 morphine은 

지질용해도가 낮아 CSF에 도달하는 비율은 경막외 

투여용량의 2-10%이며 척수내 opioid 수용체에 흡

수되는 소요시간이 길어 카테테르 거치 부위에서 먼 

부위의 피부역에까지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어 넓은 

부위 통증조절에 유용하다.
32,33)
 Ibrahim 등은

14)
 척추 

추궁절제술시 경막외강에 거치 된 도관을 통해 mor-

phine 2 mg을 5 ml의 생리식염수에 섞어 간헐적으로 

주입시 morphine 10 mg을 간헐적으로 근주하 을 

때보다 술후 2, 6, 12시간에서 더 나은 통증완화효과

와 적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고, Kondo 

등은
15)
 척추수술 후 거치 한 경막외강내 도관을 통

해 지속적으로 morphine을 투여시 간헐적으로 정맥

으로 진통제를 투여한 군에 비해 부작용도 적으면서 

효과도 좋은 간편한 방법이라고 보고하 다. 또한 

Joshi 등은
16)
 요추 추궁절제술시 fentanyl을 경막외강

으로 지속적으로 투여시 IV-PCA morphine을 사용할 

때보다 술후 통증완화효과가 더 나으며 부작용도 적

었다고 보고하 고, Hurlbert 등은
18)
 요추 감압술시 

수술 중 경막외로 opioid를 투여하는 방법이 다른 진

통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술후 통증치료시 더 효과적

이며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고하는 등 여러 보고에서 

척추수술시 경막외로 opioid를 투여하는 게 우수한 

방법이라고 보고하 다. 하지만 이들 역시 opioid의 

투여 후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부작용은 낮은 농도의 국소마취제를 진통

제와 병용하여 지속적으로 경막외로 투여시 상승 혹

은 상가작용으로 진통제의 전체 용량을 줄이고 우수

한 통증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
18-21)
 Kuo 등은

17)
 요추 추궁절제술

시 술전 혹 술후 경막외로 morphine 3 mg을 2% 

lidocaine 3 ml와 혼합하여 투여할 때 처음 24시간에 

좋은 통증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고, Shaw 

등은
19)
 71명의 척추기형을 가진 아이들의 수술시 경

Table 3. Incidence of Side Effects
ꠧꠧꠧꠧꠧꠧꠧꠧꠧꠧꠧꠧꠧꠧꠧꠧꠧꠧꠧꠧꠧꠧꠧꠧꠧꠧꠧꠧꠧꠧꠧꠧꠧꠧꠧꠧꠧꠧꠧꠧꠧꠧꠧꠧꠧꠧꠧꠧ

Group A Group B Group 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spiratory depression 0 0 0

Urinary retention 0 0 2

Nausea & vomiting 1 1 2

Pruritus 0 0 1

Constipation 1 1 0

Others*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A: Epidural (Fentanyl + 

Morphine), Group B: Epidural (Fentanyl + Bupivacaine 

+ Morphine), Group C: IV (Fentanyl + Morphine). 

*Catheter dislodgement, Hypotension, Sed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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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외강내로 opioid와 bupivacaine을 투여하 을 때 안

전하고 효과적이며 부작용도 적다고 보고하 으며, 

또한 Arms 등은
20)
 12명의 소아에서 척추수술 후 

morphine과 bupivacaine을 경막외강내로 투여시 안전

하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다. Bupivacaine은 amide

형 국소마취제로 중증도의 발현시간, 긴 작용시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다른 국소마취제와 

달리 낮은 농도에서 운동신경을 거의 차단하지 않고 

감각신경을 차단하기에 산과마취와 통증치료에 많이 

사용된다.34) 하지만 혈관내 주입시 중추신경계, 심혈

관계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고,
35-37)
 

척추수술 후 발생한 혈관손상부위를 통해 혈관 내로 

주입돼서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경막외로 투여된 opioid와 국소마취제의 병

용효과는 정맥으로 투여된 opioid에 비해 임상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Cohen 등은38) 요추

융합수술 후 경막외강내로 morphine (0.004%)과 bu-

pivacaine (0.0625%)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때 정맥으

로 morphine을 1 mg/hr의 속도로 PCA 기구를 통해 

투여시보다 전혀 임상적인 장점을 가지지 못하며 오

히려 낮은 용량의 bupivacaine과 도관의 거치 등의 

기술적 제한이 적절한 진통효과를 방해하 다고 보

고하고 있다.

  Epidural-opioid group, epidural-opioid-bupivacaine group, 

IV-opioid group의 군내 술후 VAS score를 비교시 각 

기준시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감

소하 다. Epidural-opioid group과 epidural-opioid-bupi-

vacaine group의 술후 3시간 VAS score가 5.0과 4.9로 

비교적 큰 점수를 보여 충분한 진통효과를 갖지 못

하는 것처럼 나타났으나 두 군을 비교시 VAS score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epidural- 

opioid group 및 epidural-opioid-bupivacaine group을 

IV-opioid group과 비교시 3시간, 6시간, 12시간 VAS 

scor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24시

간, 48시간의 VAS score는 거의 같아지는 양상을 보

다. 이러한 시간경과에 따른 술후 초기통증완화정

도의 차이는 정맥으로 투여시 작용처의 통증을 조절

할 수 있는 임상적인 효과농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경막외로 투여할 때와 차이가 나서 생기는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epidural-opioid group 및 

epidural-opioid-bupivacaine group을 IV-opioid group을 

비교시의 연구결과처럼 정맥으로 투입시 3시간, 6시

간, 12시간에서 VAS score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맥

내 주입 시작시간이 늦었거나 투여되는 용량이 충분

하지 못하 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IV opioid로 

fentanyl을 1,500μg을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VAS 

score가 높은 것은 높은 지질용해도를 가진 opioid는 

신체조직에 넓게 퍼지기 때문에 평형상태를 이루기

까지 분포용적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39) 또한 

epidural group의 초기 VAS score가 비교적 높은 것

은 다른 수술에 비하여 통증크기의 차이, 배액기구

를 통한 약물소실, 출혈, 해부학적 구조변화 등이 

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Cohen 등은
38)
 PCA를 부착한 후 정맥으로 opioid 

를 투여시 기준용량으로 morphine을 1 mg/hr으로 하

고 1회 추가용량을 1 mg으로 한 후 잠금 시간을 5

분으로 하 을 때 48시간 동안 사용된 opioid의 총용

량은 fentanyl과 morphine의 역가를 100：1로 환산하

여 morphine 역가로 환산시 morphine 160 ± 62 mg이

었으며, 경막외로 투여시에는 48시간 동안 0.0625%의 

bupivacaine과 함께 투여된 opioid의 총용량은 mor-

phine 역가로 환산시 morphine 109 ± 58 mg이었고 

이 두 군 모두 유사한 통증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다

고 보고하 다. Joshi 등은16) Cohen 등의 실험과 유

사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 을 때 48시간 동안 

정맥으로 투여한 군에서 사용된 opioid의 총량은 mor-

phine 역가로 환산시 morphine 182.4 ± 26.2 mg이었

고 경막외로 투여한 군에서 사용된 opioid을 mor-

phine으로 환산시 총사용량은 morphine 58.4 ± 16.1 

mg이었다고 했으며 이때는 경막외로 투여한 군이 

정맥으로 투여한 군보다 효과가 낮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48시간 동안 정맥으로 투여된 opioid 

의 총량은 morphine 역가로 환산시 160 mg이었으며 

경막외로 투여된 opioid는 fentanyl과 morphine만을 

병용투여시에는 morphine 총량으로 환산시 105 mg

이었고 0.25% Bupivacaine을 병용투여시에는 55 mg

이었으며 이 용량을 Cohen 및 Joshi 등의 실험과 비

교시 거의 유사한 용량이다. 이러한 morphine의 총

투여량의 감소는 opioid와 bupivacaine의 병용투여에 

의한 것으로 opioid 단독투여에 의한 경제적 부담 및 

부작용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bupivacaine의 혈액내 우발적 주입 등으로 발생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 우수

하다고 말할 수 없고 opioid에 과반응을 보이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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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는 경우는 국소마취제와 혼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경막외강내로 카테테르 거치방향도 bupivacaine의 

투여 후 분포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막외

강내에서 카테테르를 거치할 때 두경부를 향해 거치 

할 때가 미부를 향해 거치할 때보다 더 적은 양의 

진통제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40) 본 연구에서는 

두경부를 향해 거치하 기에 분포에는 큰 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Drain bag을 통해 혈액

과 함께 진통제가 유출될 경우에도 확산에 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drain bag을 거치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가 없기에 추

후 비교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막외강내 투여군이나 정맥내 투여군에서 술후 

통증치료효과를 높이려면 수술과정에서 봉합하기 전

에 경막주위에 일정량의 bupivacaine을 투여하거나, 

소량의 opioid를 정맥내로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정맥내로 과량의 opioid를 조기에 투여한

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술후 발생한 뇨저류, 구역, 구토, 소양증 등의 합병

증은 병용 사용된 국소마취제에 의한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opioid에 의한 합병증이며 다른 실험에서도 

유사한 부작용발생률을 보 으며 투여경로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률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척추수술시 정맥내로 opioid를 지속적

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경막외강내로 국소마취제와 

opioid를 혼합하여 투여할 때가 우수한 초기진통효과

를 보이고 opioid의 총투여용량을 감소시켰다. 그러

나 초기에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 기에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opioid 단독투여시나 bupivacaine 

과 opioid 혼합투여시 초기진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bupivacaine을 dura 주위에 투여하거나 정맥 내로 소

량의 opioid를 조기에 투여하고, 통증치료기를 가능

하면 빨리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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