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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관절 인공치환술 후의 통증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슬관절 재활에 가장 중요한 향을 미치는 지속적 수동운

동에 의한 조기 물리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1) 따라서 

이러한 술 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맥내 자가조절 통

증치료(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IV-PCA),2) 경

막외 자가조절 통증치료,
3) 대퇴신경차단4) 및 요신경총 차단 

등과5)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최근에는 비약

물적 요법인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을6) 병행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침술(acupuncture)은 급, 만성 슬관절 질환의 통증 치료목

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7) 주로 만성 통증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수술 후 강한 급성 통증에는 시도된바 없고, 

수술부위에 가까이 시술하게 되므로 감염의 위험이 있다. 

수지침요법(Korean hand acupuncture)은 Yoo가8) 개발한 것으

로 손에서 발견한 인체의 상응부위와 내장의 기능을 조절

하는 14 기맥(氣脈)과 345개 자극 혈처(穴處)에 수지침(길이 

2 cm)을 1 mm 정도 자입하여 용수의(manual) 또는 전기적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고추파스(신신파스Ⓡ, 

신신제약, 한국)는 1매(8.4 × 12.4 cm2) 중에 고춧가루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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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pplied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for 8 h, and attached during 3 days postoperatively.  They received postoperative pain 

treatment with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during the first postoperative 48 h.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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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K-M26 group reported significant lower VAS and supplemental analgesic doses at 3 days postoperatively compared 

with placebo group.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delivered doses and requested number of PCA, and satisfaction 

score between two groups.  There was a tendency of decrease in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in K-M26 grou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Conclusions:  PCA with capsicum plaster at in K-M26 point is thought to be potent and safe for postoperative pain relief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with the lesser adverse events.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39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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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과 고추틴크 18 mg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이 매우 저

렴하고 근육통 및 관절통 치료에 효과적이며, 이 고추파스

를 이용한 파스요법은 Namsan이9) 최초로 침술을 대신한 통

증치료 및 질환치료에 사용하 다. 수지침 요법으로 고추파

스를 부착하여 수술 후 오심, 구토나10) 인후통증을11) 줄 다

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일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IV-PCA를 이용한 수술 후 통증치료를 시행하면서, 수술 후 

3일간 고추파스를 수지요법적으로 부착하여 통증과 그 부

작용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퇴행성 혹은 류마티스양 관절염으로 일측 슬관절 전치환

술이 예정된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1 또는 2급에 

해당하는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모두 술 후 통

증치료를 원하 다. 정신질환이나 약물 남용의 과거력, 간, 

신장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 및 IV-PCA 장치를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환자와 조사가 끝나기 전에 IV-PCA가 막히

거나 제거된 경우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 다. 수술의는 동

일 의사로 한정하 고, 재수술이나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경우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술 전날 병실에

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후 통증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

고 승락서를 받았으며, PCA 장치(WalkmedⓇ, Medex, USA)

의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 다. 

  모든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시행하 으며, 마취 전 처치로 

midazolam 2-3 mg, atraopine 0.5 mg을 수술실 도착 1시간 

전에 근주하 다. 마취 유도 전에 통증의 강도를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마

취유도는 fentanyl 2μg/kg과 thiopental sodium 2-5 mg/kg을 

사용하 고, 근이완제로는 vecuronium 0.15 mg/kg을 사용하

여 충분히 근이완이 이루어진 후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마취유지는 enflurane과 50% 아산화질소로 유지하

다. 대상 환자들은 환자 특성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placebo

군과 K-M26군으로 나누어 마취유도 후 30분 이내에 place-

bo군에게는 새끼손가락 두 번째 마디 관절 내측점(슬관절과 

상응하는 반응점, K-M26)에 고추성분이 없는 일반 테이프 

(5 × 5 mm2)를 양손에 부착하 고, K-M26군에게는 고추파

스를 같은 크기로 동일한 위치에 부착하 으며, 수술 후 3

일까지 매일 8시간동안 부착하 다(Fig. 1). 평가자는 실험

군의 분류를 모르는 의사로 선택하 고, 한 평가자가 지속

적으로 시행하 다.

  IV-PCA의 사용은 수술 종료 30분전에 fentanyl 50μg과 

ketorolac 30 mg을 일시 투여하 으며, 모든 환자에서 PCA 

장치의 설정은 fentanyl 650μg과 ketorolac 120 mg으로 주입 

백(bag)의 총량을 100 ml로 하고 지속주입속도(basal infusion 

rate)는 1 ml/h, 일회 주입용량(bolus dose)은 1 ml, 폐쇄간격

(lockout interval)은 15분, 시간당 제한수(one hour limit)는 2 

회로 하여 2일간 유지하 다. 상기 용량은 시험실험(pilot 

study)를 통하여 수술 후 1일 VAS가 4-5 정도를 유지하도

록 조절한 용량이며, 수술 후 IV-PCA로 통증 조절이 안 되

는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정주하 다.

  모든 환자는 부하용량 투여 후 24, 48 및 72시간에 이중 

맹검법에 의해 평가자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안정 시에 

통증을 10 cm의 VAS에 의한 통증 점수를 평가하 고, 환자 

기록차트에 기재된 다른 진통제의 추가 투여 횟수를 확인

하 다. 수술 후 0-6, 6-24, 24-48시간 동안에 IV-PCA 

장치를 통한 진통제의 투여량 및 기억된 요구수를 확인하

다. 수술 후 72시간에 환자에게 진통효과에 대한 전체적

인 만족도(매우 우수; 1, 우수; 2, 보통; 3, 불충분; 4)를 직

접 물어 평가하 으며, 예상되는 부작용인 진정, 오심, 구

토, 소양증, 호흡곤란 및 저혈압 등을 함께 조사하 다. 

  실험군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power study를 시행하

으며, α는 0.05, β는 0.8로 정할 때 최소한 실험대상은 한 

군에 51명이 필요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 

최저-최대치 혹은 빈도수로 표시하 고, 통계적 검증은 두 

군 간의 통증점수, IV-PCA 장치를 통한 진통제의 소모량 

등의 비교는 Mann-Whitney rank sum test를 시행하 으며, 

추가 진통제 투여, 만족도, 부작용의 빈도 등을 비교할 때

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Fig. 1. Location of the Korean hand acupuncture point K-M26.

K 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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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대상 환자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는 Table 1과 같았으며,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VAS에 의한 통증 점수는 수술 

후 24 및 48시간에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으

나, 수술 후 72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Fig. 2).

  수술 후 6, 24 및 48 시간 동안에 진통제의 투여량 및 시

간당 IV-PCA 요구 수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 1 및 2일에 사용된 추가 진통제의 양은 두 군 간에 차

이가 없었으나, 3일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 0.01)(Table 2).

  수술 후 72시간에 확인한 통증해소에 대한 환자의 전체

적인 만족도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Table 3), 부작

용으로 진정, 오심, 구토 및 소양증에서도 두 군 간에 차이

가 없었으나, 오심 및 구토는 K-M26군에서 감소하는 경향

을 보 으며, 호흡 곤란 및 저혈압은 두 군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Table 4).

  고추파스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환자가 2명 

있어서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 다.

고      찰

  본 연구는 일측 슬관절 전치환술 후의 통증조절을 위해 

IV-PCA와 K-M26에 고추파스를 부착한 결과, IV-PCA가 있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Treated with Capsicum 
Plaster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Variables Placebo (n = 51) K-M26 (n = 5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7/44    9/42

Age (yr)  67.1 ± 5.1  65.8 ± 5.9

Weight (kg)  59.8 ± 7.7  61.1 ± 9.3

Height (cm) 150.1 ± 6.3 152.3 ± 7.2

Duration of surgery (min)  226.1 ± 49.3  215.4 ± 52.2

Tourniquet time (min)  154.7 ± 31.8  151.4 ± 34.6

Osteoarthritis/Rheumatoid 
  35/16   33/18

 arthriti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K-M26: Korean hand acu-

puncture point located on the medial proximal phalanx of the little 

finger.

Fig. 2. Visual Analog Scale (VAS) pain scores during hospitalization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Values are mean ± SD. *: P ＜ 0.01 

compared placebo group. K-M26: Korean hand acupuncture point 

located on the medial proximal phalanx of the little finger.

Table 2. Postoperative Analgesic Consump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lacebo K-M26
Variables

(n = 51) (n = 5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PCA volume (ml) delivered

 0-6 h 17.2 ± 8.6 16.3 ± 8.8

 6-24 h 52.7 ± 31.6 47.3 ± 29.3

24-48 h 40.1 ± 11.7 37.9 ± 12.5

Number of PCA requested, 

 median (range)

 0-6 h  5 (1-11)  5 (1-11)

 6-24 h 16 (1-29) 14 (0-27)

24-48 h  7 (0-16)  6 (0-19)

Number of supplemental analgesic 

 requested, median (range)

1st day  3 (0-7)  3 (0-8)

2nd day  2 (0-6)  2 (0-5)

3rd day  2 (0-4)  1 (0-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median (range). *: P ＜ 0.01 com-

pared control group.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K-M26: Ko-

rean hand acupuncture point located on the medial proximal pha-

lanx of the little finger.

Table 3. Overall Satisfaction Score in Postoperative Interviews at 
72 h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Very good Good Fair Poor Tota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lacebo (n = 51) 31 15 4 1 51

K-M26 (n = 51) 38 11 2 0 5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s.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not sta-

tistically significant. K-M26: Korean hand acupuncture point lo-

cated on the medial proximal phalanx of the little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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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제통효과는 placebo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IV-PCA

가 끝난 후에는 K-M26에 고추파스의 부착이 더 제통효과가 

좋았으며, 오심과 구토의 발생률이 K-M26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통증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환자의 만족

도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수지침 요법은 배우기 쉽고 간편하며 안전하고 고통이 

적은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위험·부작용 없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지침 요

법의 원리는 손에는 전신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어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부위에서 다양한 반응점이 나타나는데, 이 반

응점을 자극하여, 내장반사를 일으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다. 현재는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도 널리 퍼져서 사

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3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K-M26은 슬관절과 상응하는 반응점이다.8) 

  우리 인체는 어떤 변화(질병)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체표

에 그 이상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 파스요법의 특성은 진찰

점이 바로 치료점이라는 것이다. 파스의 크기는 가로, 세로 5 

mm가 적당하며 더 작을수록 효과가 좋다. 파스는 질병에 따

라 다르지만 대개 하루에 8-12시간동안 부착하는 것이 적당

하다. 그 이상 붙이게 되면 부작용인 피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 피부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을 붙여서는 안 된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파스의 크기를 

5 × 5 mm2로 하 으며, 부착 시간은 8시간을 지켰고, 2명에

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중간에 실험을 취소하 다.

  파스요법은 동양의학의 경혈과 아주 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 이는 대개가 경혈자리에 파스를 붙이는 경우가 아

주 많기 때문이며, 반복적인 약한 자극요법이다. 침, 뜸 및 

부황의 경우는 한정된 시간에만 자극을 주게 되는 데 반하

여 파스요법은 8-12시간이나 일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적이다. 또 침, 뜸 및 부황 같은 치료법은 인체

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에 대한 불안, 공포를 가

지는 데 반하여 파스요법은 몇 분이 경과해야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자체가 자연적으로 자극에 대한 준비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다른 치료법은 전문가

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파스요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적 부담(5매 2,000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9) 

  진통효과가 생기는 기전이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침술은 

“gate control theory”에 의해 침 자극이 큰 신경에 작용하여 

척수의 통증감지 능력을 변화시켜서, 작은 신경에 의한 통

증전달기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고,12) 또한 생체내 아

편양(endorphins, enkephalins 및 dynorphins)을 증가시켜서 진

통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3) 파스요법도 유

사한 작용기전을 가지리라 추정된다. 만성통증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급성통증에도 침술은 진통효과를 가져와서 진통제

의 요구량을 줄여준다는 보고와14,15)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16) 이는 침술을 시행하는 시간과 부위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신마취 유도 후 3일간 8시간씩 

고추파스를 K-M26에 부착하 으며, IV-PCA가 사용되는 동

안에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IV-PCA가 중단 된 후

에는 VAS 점수가 50%나 감소하 고 추가 진통제 요구량도 

50% 감소하 다. 이는 IV-PCA의 진통효과가 고추파스의 진

통효과보다 월등하여 그 차이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Table 2).

  수술 후 아편양제제의 IV-PCA사용 시 오심 및 구토의 빈

도는 수술 부위, 수술시간, 아편양제제의 용량 등에 의해 

향을 받으며, 이는 화학수용체 유발대(chemoreceptor trig-

ger zone)를 직접 자극하거나 움직임으로써 전정기관을 자

극시키기 때문이다.17) 오심 및 구토의 빈도는 부인과 수술 

후 56.7-70%에서 발생하 고,10) 슬관절 전치환술 후에는 

26-44%에서 발생하 으며,18)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빈도 

(25.5-31.4%)로 발생하 고, 고추파스를 K-M26에 부착한 

후에는 19.6-23.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지만 통계적 차

이는 없었다. 만일 고추파스를 K-D2나 P6에 부착하 다면 

오심 및 구토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겠지만,10) 본 연구에서는 

다른 부위에 부착하 으므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

다(Table 4).

  수술 후 제통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두 군에서 유사하 고, 

다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 으며,6) 본 연구에서는 안정 시에 

통증을 검사하 으나 수술 후 슬관절 굴곡 운동 시에도 통

증검사를 병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제통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고, 입원기간 및 사용약제의 비용에 대

한 비교연구가 추후 시행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단측 슬관절 인공치환술 후의 통증조절을 위

해 정맥내 자가조절 통증치료를 병행하면서 K-M26에 고추

파스를 부착하는 것이 더 제통효과가 좋았고 부작용도 줄

여주었다.

Table 4. Incidence of Adverse Ev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Variables Placebo (n = 51) K-M26 (n = 5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dation 11 (21.6%) 10 (19.6%)

Nausea 16 (31.4%) 12 (23.5%)

Vomiting 13 (25.5%) 10 (19.6%)

Pruritus  2 (3.9%)  1 (2.0%)

Respiratory depression  0  0

Hypotension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s (%).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K-M26: Korean hand acupuncture point lo-

cated on the medial proximal phalanx of the little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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