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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아편양제제나 국소마취

제의 경막외 병용 투여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 혼

합물을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부작용의 빈도를 줄이

며 진통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최근 

제왕절개술 후 경막외 Bupivacaine과 Meperidine에 첨가된
Ketamine이 술 후 통증 및 진통제 소모량에 미치는 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이    해    진․성    춘    호

= Abstract =

Effect of Epidural Ketamine Combined with Bupivacaine and Meperidine
on Postoperative Pain and Analgesic Consumption after Cesarean Section

Hae-Jin Lee, M.D., and Choon Ho Su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Ketamine is a noncompetitive N-methyl-D-aspartate (NMDA) receptor antagonist with 

analgesic propertie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potential utility of epidural ketamine 

combined with meperidine and bupivacaine for postoperative 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 

after cesarean section.

  Methods:  Forty-five patients received epidural catheterization in the L3-4 intervetebral space and 

underwent cesarean section under epidural anesthesia.  In the recovery room, these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3 groups; group I (control; n = 15) received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group II (n = 15) received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with 0.25 mg/ml ketamine, 

group III (n = 14) received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with 0.75 mg/ml ketamine 

using a PCEA device for postoperative pain control.  The analgesic effects and PCEA consumption were 

assessed at 6, and 24 hours after surgery.  Side effects were also evaluated.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isual analogue scale for pain, the 

consumption of the analgesics and side effects among the groups.

  Conclusions:  Epidural ketamine combined with bupivacaine and meperidine did not improve 

postoperative analgesia, nor did it reduce consumption of the analgesics and side effects.  (Korean J 

Anesthesiol 2001; 41: 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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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편양제제와 국소마

취제 혼합물이외에 다른 약제를 추가 투여하는 균형

진통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3-5)
 이러한 시도의 배경

은 각기 다른 작용기전을 가진 약제들을 적절히 혼

합하여 사용하면 각 약제의 단독투여보다 부작용을 

줄이거나 진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실험에서 ketamine을 척수강내 투여 시 통각

과민 및 자발통이 억제되는데,
6,7)
 이러한 ketamine의 

진통기전은 주로 비경쟁적 N-methyl-D-aspartate (NM-

DA) 수용체의 길항 작용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ketamine은 아편양제제 수용체와 상호작용
8,9)
 및 국

소마취제의 작용
10)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임상에서 ketamine을 술 후 경막외 투여 시 부

분적인 진통 작용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11)
 다른 

약제들과의 병용 투여도 연구되고 있다. Ketamine과 

아편양제제를 병용 투여한 연구로 하복부 수술 후 

자가통증조절기를 이용하여 morphine과 ketamine을 

병용 투여한 결과, morphine 단독 투여보다 진통에 

필요한 약물 감소 및 개선된 진통 효과를 보 다는 

보고도 있으나,
12)
 위절제술 후 지속적 주입기로 투

여하여 평가한 통증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

다.13) 균형진통의 방법으로 ketamine의 효과를 연구

한 보고로 상복부 및 개흉술 후 morphine과 epine-

phrine 및 bupivacaine에 ketamine의 첨가로 진통에 필

요한 약물 절감효과를 보고하 으나,3) 수술 후 mor-

phine과 bupivacaine에 ketamine을 첨가한 후 일정속

도로 주입하여 평가한 진통 정도 및 추가 진통제의 

요구량은 대조군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다.
14)
 이와 같이 수술 후 ketamine의 경막외 투여 

시 진통 효과 및 부작용에 미치는 향은 약제의 투

여 방법, 주 진통약제 및 수술 종류에 따라 다양하

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막외 마취로 제왕절개술을 받

은 산모를 대상으로 술 후 자가통증조절기를 이용하

여 bupivacaine과 meperidine의 혼합 약제에 ketamine

을 첨가 투여하여 술 후 진통 약제의 소요량과 통증 

점수 및 부작용을 측정 비교함으로써 ketamine의 첨

가가 술 후 진통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받을 예정이며 술 후 통증관

리를 원하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인 

산모 45명을 대상으로 하 다. 수술 전 산모에게 술 

후 통증치료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마취 전투약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산

모는 좌측와위에서 L3-4 추간격 정중선에서 18 G 

Tuohy 바늘을 이용하여 경막외강을 천자 하 다. 저

항소실이 있고, 혈액이나 뇌척수액이 흡인되지 않음

을 확인하고, 2% lidocaine 2 ml를 주입한 후 20 G 

경막외 카테테르를 3-4 cm 두측으로 거치 시킨 후 

고정하 다. 다시 산모를 좌측 앙와위로 한 후 2% 

lidocaine 22-26 ml를 5 ml씩 단계적으로 주입하

다. 약제 투여 15분 후 차단 높이를 측정한 후 필요

한 경우 추가로 2% lidocaine 5 ml를 주입하 으며, 

이 기간동안 15 ml/kg의 하트만씨 용액을 투여하

고, 필요한 경우 ephedrine을 사용하 다. 감각차단이 

제 4 흉추부에 도달함을 확인한 후 수술이 시작되도

록 하 으며, 태아 만출 후 산모에 midazolam 3 mg

을 투여하여 진정 및 수면을 유도하 다. 수술시간

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수술 중 통증을 느끼는 산모

에게는 2% lidocaine 7 ml를 추가로 투여하 다. 술 

전 난수표에 의해 세 가지로 분류 된 통증치료 약제

에 따라 산모를 세 군으로 나누었다. I군(대조군; n = 

15)은 1 mg/ml bupivacaine과 1 mg/ml meperidine, II

군(n = 15)은 1 mg/ml bupivacaine과 1 mg/ml meper-

idine에 0.25 mg/ml ketamine을 추가하 고 III군(n = 14)

은 1 mg/ml bupivacaine과 1 mg/ml meperidine에 0.75 

mg/ml ketamine을 추가하 다. 수술 시작 후 아랫배

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전신마취를 시행 받은 산

모 1명은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회복실 도착 후 모든 산모에게 자가통증조절기

(Pain Management ProviderⓇ; Abbott, USA)를 이용하

여 경막외 카테테르를 통하여 기초 주입량이 없이 

일회 요구량을 4 ml와 잠금 기간을 6분으로 한 후, 

먼저 12 ml의 부하용량을 투여하 다. 모든 환자는 

활력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병실로 이송하

다. 수술 후 6시간과 24시간에 총 약제의 투여 용

량, 통증 정도를 측정하 고 운동, 감각차단 및 부작

용은 24시간에 측정하 다. 약제를 준비한 의사는 

환자의 술 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증 측정은 술 후 안정 시뿐 아니라, 운동 시에

서도 측정하 다. 통증 정도는 visual analogue scale 

(VAS) 및 Prince Henry Score (PHS)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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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는 통증이 없는 경우를 0점, 가장 극심한 통증

을 100점으로 하 다. PHS는 기침 시 통증이 없을 

때를 0점, 기침 시 통증이 있으나 심호흡 시에 통증

이 없을 때는 1점, 심호흡 시에 통증이 있으나 안정 

시에 통증이 없음은 2점, 안정 시 약간의 통증이 있

음은 3점, 안정 시 심한 통증이 있음은 4점으로 하

다. 부작용으로는 운동차단, 감각차단, 소양증, 오

심과 구토, 두통, 어지럼증 및 환청이나 환각 등의 

부작용 유무를 측정하 다. 운동차단 정도는 4단계

로 구분하여 다리 힘의 저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none), 다리는 들어올리나 힘의 저하가 있는 경우

(mild), 다리를 완전히 들어올리지 못하지만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moderate), 무릎을 움직이지 못

하는 경우(severe)로 분류하 다. 감각차단은 무감각

(numbness) 유무를 산모에게 물어 측정하 다. 소양

증, 오심과 구토는 정도를 구분하여: 없음(none), 경

미하게 있으나 치료가 필요 없음(mild), 치료가 필요

한 경우(moderate), 치료를 해도 증세가 심한 경우

(severe)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산모들은 술 후 약 

30시간 동안 도뇨관을 거치시켰기 때문에 요저류는 

평가하지 않았다. 

  모든 자료는 평균 ± 표준 편차로 나타냈으며, 각 

군간의 부작용의 비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

고 그 외의 통계처리는 비모수 검정인 Kruscal- 

Wallis 검사를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선택적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의 연령, 신장, 체

중분포 및 마취시간은 II, III군에서 I군(대조군)과 비

교하여 차이가 없었다(Table 1). 안정 시 VAS, 동적 

VAS 및 PHS 점수도 II, III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

여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4). 6시간과 24시간에 

투여된 약물의 총량은 II군에서 각각 43.8 ± 10.1 

ml와 117.3 ± 43.6 ml, III군에서는 42.8 ± 10.2 ml

Table 1. Demographic Data
ꠧꠧꠧꠧꠧꠧꠧꠧꠧꠧꠧꠧꠧꠧꠧꠧꠧꠧꠧꠧꠧꠧꠧꠧꠧꠧꠧꠧꠧꠧꠧꠧꠧꠧꠧꠧꠧꠧꠧꠧꠧꠧꠧꠧꠧꠧꠧꠧꠧꠧꠧꠧꠧꠧꠧꠧꠧꠧꠧꠧꠧꠧꠧꠧꠧꠧꠧꠧꠧꠧꠧꠧꠧꠧꠧꠧꠧꠧꠧꠧꠧꠧꠧꠧꠧꠧꠧꠧꠧꠧꠧꠧꠧꠧꠧꠧꠧꠧꠧꠧ

Duration of
Age (yr) Height (cm) Weight (kg)

anesthesia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I (n = 15) 30.9 ± 2.0 159.9 ± 3.7 64.6 ± 5.5  66.9 ± 8.1

Group II (n = 15) 32.0 ± 3.2 160.0 ± 2.4 69.5 ± 12.7 70.25 ± 10.8

Group III (n = 14) 32.2 ± 2.4 158.1 ± 5.7 62.7 ± 3.6  58.3 ± 15.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I: control;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n = 15), Group 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25 mg/ml ketamine (n = 15), Group I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75 mg/ml ketamine (n = 1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Table 2. Visual Analogue Scale Scores at Rest
ꠧꠧꠧꠧꠧꠧꠧꠧꠧꠧꠧꠧꠧꠧꠧꠧꠧꠧꠧꠧꠧꠧꠧꠧꠧꠧꠧꠧꠧꠧꠧꠧꠧꠧꠧꠧꠧꠧꠧꠧꠧꠧꠧꠧꠧꠧꠧ
Postoperative time (hr) 6 2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I (n = 15) 30.5 ± 18.2 17.4 ± 17.9

Group II (n = 15) 20.6 ± 14.4 14.0 ± 10.7

Group III (n = 14) 25.5 ± 4.6 22.5 ± 9.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I: control;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n = 15), Group 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25 

mg/ml ketamine (n = 15), Group I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75 mg/ml ketamine (n = 1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Table 3. Visual Analogue Scale Scores during Mobilization
ꠧꠧꠧꠧꠧꠧꠧꠧꠧꠧꠧꠧꠧꠧꠧꠧꠧꠧꠧꠧꠧꠧꠧꠧꠧꠧꠧꠧꠧꠧꠧꠧꠧꠧꠧꠧꠧꠧꠧꠧꠧꠧꠧꠧꠧꠧꠧ
Postoperative time (hr) 6 2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I (n = 15) 47.1 ± 26.1 44.0 ± 30.5

Group II (n = 15) 45.4 ± 26.0 38.4 ± 19.6

Group III (n = 14) 50.3 ± 18.4 50.3 ± 14.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I: control;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n = 15), Group 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25 

mg/ml ketamine (n = 15), Group I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75 mg/ml ketamine (n = 

1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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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30.6 ± 15.5 ml로 I군의 45.5 ± 14.9 ml, 119 

± 26.4 ml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1). 운동차단의 발생률은 II군에서 67% (mild; 20%, 

moderate; 47%) III군은 69% (mild; 38%, moderate; 

31%)로 I군의 60% (mild; 13%, moderate; 47%)와 비

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 무감각(numb-

ness)의 자각증상도 II군과 III군에서 각각 53%와 

43%로 I군의 60%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 3). 수술 후 오심, 구토, 소양증 및 어지럼증도 

II, III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모든 군에서 두통 및 환청과 환시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5).

고      찰

  저자들은 경막외 마취로 제왕절개술을 받은 환자

를 대상으로 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meperidine과 

Table 4. Prince-Henry Score
ꠧꠧꠧꠧꠧꠧꠧꠧꠧꠧꠧꠧꠧꠧꠧꠧꠧꠧꠧꠧꠧꠧꠧꠧꠧꠧꠧꠧꠧꠧꠧꠧꠧꠧꠧꠧꠧꠧꠧꠧꠧꠧꠧꠧꠧꠧꠧ
Postoperative time (hr) 6 2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I (n = 15) 1.4 ± 1.5 0.6 ± 0.7

Group II (n = 15) 0.9 ± 1.0 0.9 ± 0.6

Group III (n = 14) 1.3 ± 1.0 1.0 ± 0.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I: control;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n = 15), Group 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25 

mg/ml ketamine (n = 15), Group I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75 mg/ml ketamine (n = 

1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Fig. 1. Volumes of analgesic solutions administered. 

Values are mean ± SD. Group I: control;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n = 15), Group 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25 

mg/ml ketamine (n = 15), Group I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75 mg/ml ketamine (n = 

1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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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cidence of motor block. Values are percent of 

patients. Group I: control;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n = 15), Group II: 1 mg/ml bupi-

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25 mg/ml keta-

mine (n = 15), Group I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75 mg/ml ketamine (n = 14). 1: 

able to straight leg raise, but power reduced. 2: unable to 

straight leg raise but able to raise knee off b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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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cidence of numbness. Values are percent of 

patients. Group I: control;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n = 15), Group II: 1 mg/ml bupiva-

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25 mg/ml ketamine 

(n = 15), Group I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75 mg/ml ketamine (n = 1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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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pivacaine의 혼합물에 ketamine을 첨가하여 경막외

로 투여하 으나 meperidine과 bupivacaine만을 투여

한 대조군과 비교해 양질의 진통 효과나 약물 투여

량의 감소를 증명하지 못하 다. 따라서 일부 보고

와는 달리 국소마취제 및 아편양제제와 병용 투여되

는 ketamine은 술 후 통증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

로 사료된다.

  임상에서 술 후 ketamine을 경막외로 일회 주사하

여 술 후 통증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보고로 Islas 

등은15) 소수술에서 수술 후 ketamine 4 mg을 경막외

로 투여하면 진통 작용이 있다고 하 으나, 이와는 

반대로 대수술에서 수술 후 ketamine 4-10 mg을 경

막외로 투여한 결과 진통 효과가 없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11,16,17)

 Naguib 등은
11)
 담낭절제술 후 ketamine 

10 mg과 30 mg을 경막외로 일회 주사한 결과, 10 

mg 투여군에서는 진통 효과가 없었으나 30 mg을 투

여한 군의 54%에서 추가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았고 

ketamine 투여로 인한 전신적인 부작용도 없었다는 

보고를 하 다. 이는 술 후 많은 양의 ketamine을 경

막외로 투여할 경우 전신적 흡수에 의한 환각 등

의
18)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으나 부분적인 진통 작

용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술 전에 아편양제제나 

국소마취제 등에 ketamine을 병용 투여할 경우 술 

후 개선된 진통 효과를 보 다는 보고도 있다.
19,20)
 

따라서 저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국소마취제와 아편

양제제의 혼합물에 ketamine의 병용 투여 효과를 관

찰하고자 하 다. 국소마취제로는 bupivacaine을 선

택하 고 병용 투여되는 아편양제제로는 작용발현시

간이 비교적 빠르고 중등도 정도의 작용시간을 가지

며 광범위차단 및 지연성 호흡억제의 가능성이 적

은21) meperidine을 선택하 다. 제왕절개술 후 meper-

idine을 경막외로 투여할 경우 fentanyl이나 morphine 

보다 환자 만족도가 높거나 소양증의 빈도가 적다는 

보고가 있다.22-24)

  Ketamine의 지속적 주입 시 효과적인 용량에 대한 

보고가 적어, 본 연구에서는 ketamine의 용량의 차이

가 약물 요구량 및 진통 효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고자 각각 0.25 mg/ml와 0.75 mg/ml의 서로 다른 

농도의 ketamine을 사용하 다. 그 결과 자가통증조

절기로 투여 된 ketamine의 평균 용량은 각각 29.3 

mg/day, 97.5 mg/day이었으나, 이 용량에서는 두 군 

모두 대조군과 비교하여 술 후 진통에 필요한 약물 

요구량 및 진통 효과에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약물 

요구량의 감소를 보이지 않아 기대하 던 감각 및 

운동차단율의 빈도 감소도 증명하지 못하 다.

  술 후 경막외로 ketamine과 아편양제제를 병용 투

여하여 진통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다른 보고들로

는 하복부 수술 후 자가통증 조절기에 morphine과 

ketamine 20 mg/day을 경막외로 병용 투여한 결과 

진통에 필요한 약물감소 효과 및 양질의 진통 효과

를 보 다는 보고도 있으나,
12)
 위절제술 후 지속적 

주입기로 morphine과 ketamine 0.4 mg/kg/day을 경막

외로 투여하 으나 morphine만 투여한 대조군과 비

교해 진통 및 부작용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반대되는 

보고도 있다.13) 또한 경막외로 아편양제제 및 keta-

mine을 투여한 다른 보고들로는 Chia 등은
3)
 상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morphine, bupivacaine과 epine-

phrine에 0.4 mg/ml ketamine을 첨가하여 자가통증조

절기로 투여한 결과, ketamine 30 mg/day 투여로 전

체 투여용량의 감소 및 더 나은 진통 효과를 보고하

다. 이와는 반대로 김명옥 등은14) 제왕절개를 받

은 환자를 대상으로 morphine과 bupivacaine 혼합물

에 ketamine 10 mg/day을 일정 속도로 병용 투여한 

결과 진통 효과 및 추가 진통제의 사용빈도에는 차

이가 없었다는 상반되는 보고를 하 다. 이와 같이 

진통 효과의 측정 방법 및 약제의 투여 방법에 따라 

병용 투여되는 ketamine의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상

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막외 ketamine이 술 후 통증에 미치는 작용기전

Table 5. Side Effects
ꠧꠧꠧꠧꠧꠧꠧꠧꠧꠧꠧꠧꠧꠧꠧꠧꠧꠧꠧꠧꠧꠧꠧꠧꠧꠧꠧꠧꠧꠧꠧꠧꠧꠧꠧꠧꠧꠧꠧꠧꠧꠧꠧꠧꠧꠧꠧ

Group I Group II Group III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vomiting 1 (6.7%) 2 (13.3%) 2 (14.3%)

Itching 1 (6.7%) 0 1 (7.1%)

Dizziness 2 (13.3%) 3 (20%) 0

Headache 0 0 0

Hallucination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I: control;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n = 15), Group 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25 
mg/ml ketamine (n = 15), Group III: 1 mg/ml bupivacaine 
and 1 mg/ml meperidine plus 0.75 mg/ml ketamine (n = 
1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ces among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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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확실하지 않다. 중추감작에 의한 이차 통각과민

에 대한 임상연구로 Stubhaug 등은
5)
 수술 전에 정맥

내로 ketamine 0.5 mg/kg을 투여한 후 소량(120 g/kg)

의 ketamine을 morphine과 같이 술 후 지속적으로 정

주한 결과, von Frey filament로 측정된 상처의 통각

과민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morphine 요구량의 감

소를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ketamine을 정주 시 

중추감작의 결과로 생각되는 상처주위의 통각과민은 

줄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통각과민의 감소가 술 후 

통증에 미치는 향은 크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Ilkjaer 등은
25)
 전신마취 후 경막외 bupivacaine

과 morphine과 함께 비교적 많은 양(10 mg/h)의 keta-

mine을 정주한 결과, 술 후 통증에 필요한 약물 절

감효과가 없었으며 또한 피부절개 반대쪽에서 von 

Frey filament로 측정한 통각과민에도 차이가 없었다

는 보고를 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국소마취제 투여 

시 척수 후각으로 해로운 자극이 유입되는 C 섬유

를 차단시켜 중추감작을 막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같

이 정주되는 ketamine의 효과를 차폐할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된다. 경막외로 ketamine을 투여한 본 연구

에서도 상처 통각과민을 측정했더라면 ketamine의 

효과판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수술 후 기계적 통각과민은 조직 손상 부위(일차 

통각과민)와 손상 받지 않은 주변 부위(이차 통각과

민)로 나뉘어질 수 있고, 일차 통각과민은 주로 말

초 심해수용체의 감작을 통해, 이차 통각과민은 주

로 중추감작을 통해 이루어진다.
26)
 동물실험에서 말

초 염증 및 신경손상 통증에서 중추감작을 막아 통

증 행동을 억제시킨다는 NMDA 수용체 길항제는 발

바닥 절개술 후 발생되는 통증에는 효과적이지 못했

다는 보고도 있다.27) 임상에서 수술종류에 따른 중

추감작의 정도가 수술 후 통증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며,
28)
 최근 술 중 뿐만 아니라 술 후의 조직 손상 

정도도 술 후 통증 경과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9)
 따라서 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 중

이나 수술 후에 조직 손상으로 유도되는 중추감작과 

말초수용체의 감작의 정도 및 이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중추감작을 통해 

작용을 발현시키는 약제들의 효과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Ketamine의 아편양제제 수용체에 대한 작용으로 

동물실험에서 아편양제제와 병용 투여 시 상승효과

를 보고하 고, 임상에서 무작위, 이중 맹검의 방법

으로 시행된 연구의 결과 morphine 3 mg과 병용 투

여 된 ketamine 4-8 mg은 placebo와 비교하여 진통 

효과를 증진시키지 못했으나,16) 진통 효과가 없는 

용량의 ketamine 10 mg과 morphine 0.5 mg을 경막외

로 투여 시 진통 작용을 보고하 다.
30)
 이는 NMDA 

수용체의 차단이 아편양제제의 진통 효과를 최대한 

나타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편양제제와 

ketamine의 적절한 용량 조합에 따른 진통 효과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국소마취제를 아편양제

제에 혼합시켜 충분한 진통 효과가 있을 시에 keta-

mine의 진통 상승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Pedraz 등은31) 동물실험에서 ketamine을 경막외 투

여 후 혈장 및 뇌척수액에서 ketamine이 빠르게 증

가함을 보고하여, ketamine을 경막외로 투여할 경우 

척수강내 존재하는 척수 수용체까지는 비교적 빨리 

도달하나 넓은 범위로의 확산 가능성이 적어 국한된 

분절성 진통의 가능성을 시사하 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카테테르의 위치가 피부 절개창에서 떨어

져 있어 지속적 투여된 ketamine의 용량이 척수내 

작용발현에 충분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상복부 수술

시 피부 절개창 부위인 흉추부에 카테테르를 거치 

시켜 morphine, bupivacaine에 ketamine을 병용 투여

한 Chia 등은
3)
 통증 피부분절이 적은 본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을 써서 약물 절감효과를 보고

하 다. 그러나 하복부 수술 후 요추 경막외에서 

morphine과 소량의 ketamine을 병용 투여한 군이 모

르핀 단독 투여군보다 술 후 진통에 필요한 모르핀 

요구량의 감소 및 더 나은 진통 효과를 보 다는 보

고도 있다.
12)
 따라서 약물 주입위치 및 약물 종류에 

따른 ketamine의 상호작용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조작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32) 경막외 카테테르를 L3-4에 거

치 시켰다. 전신마취로 수술을 시행하고 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T12-L1에 거치된 카테테르를 통해 국소

마취제와 아편양제제를 투여한 경우와는33) 달리 본 

연구에서는 운동차단으로 인해 산모의 조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편양제제에 국소

마취제의 첨가로 양질의 진통 및 아편양제제의 부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는 하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낮은 요추부에서 약제를 주입할 경우 운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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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문제점이 있다. Cohen 등도34) 제왕절개술 후 

L3-4에서 0.03% bupivacaine과 0.002% fentanyl을 PCEA

로 주입한 결과 55%의 산모에서 조기 보행이 어려

웠다고 하 다. Smith 등은35) 다양한 수술에서 술 후 

진통을 위해 bupivacaine과 fentanyl, meperidine 및 

diamorphine을 병용 투여한 연구에서 meperidine이 다

른 아편양제제보다 운동차단 및 소양증의 빈도가 적

었다고 보고하 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각 약제의 

혼합 비율 및 약물의 주입 위치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운동차단율이 높

았던 것은 약물의 투여 위치가 낮은 요추부이고 또

한 meperidine과 같이 투여 된 bupivacaine의 양이 많

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본 실험에서 국소마취제와 아편양제제에 첨가된 keta-

mine이 진통에 필요한 약제의 요구량에 향을 미치

지 못해 결과적으로 산모의 운동차단율도 감소시키

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술 후 진통 목적으로 meperidine과 bu-

pivacaine을 혼합 투여 시 ketamine의 병용 투여가 진

통 효과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되나, 카

테테르 거치 방법에 따른 약물 투여위치 및 아편양

제제와의 혼합 비율에 따른 ketamine의 진통 효과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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