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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취 후 전율(post-anesthetic shivering)은 수술을 받은 환자

에게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합병증이다.
1) 척추마취후의 전율

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보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6.7%까지 발생한다고 한다.2)

  이러한 전율은 격렬한 근육활동으로 인해 환자에게 불유

쾌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압 상승과 빈맥을 유발하

여 산소 소모량이 400-500%까지 증가되고 이산화탄소 생

성도 증가한다. 이 경우 환자 감시기에 의한 혈압 측정과 

맥박산소계측기에 의한 동맥혈 산소포화도 측정 등의 감시

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산소요구량의 증가는 환기량과 심

박출량의 증가로 보상될 수 있으나 심폐기능이 저하된 환

자나 관상동맥질환자에서는 보상능력이 떨어져 혼합 정맥

혈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동맥혈 저산소증이 나타나서3) 

호흡성 및 대사성 산증이 초래되어4,5) 심폐기능을 더욱 악

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전율의 발생을 예비하고 치료하

기 위하여 여려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사용되어왔

다.6,7) 이 중에서 약물투여에 의한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으

로 흔히 사용되어 왔으며, 치료약물로 meperidine이 가장 효

과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왔다.7) 마약성 μ-수용체와 κ-수용

체에 친화력이 있는 meperidine은 혈관수축과 전율을 조절

하는 체온조절기능의 역치를 감소시켜8) 전율의 발생이 감

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감각신경차단의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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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height, weight and duration of surgery between the two groups.  Also, 

the mean arterial pressures, heart rates, and the highest sensory block levels exhibited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incidence and intensity of shivering in group M were significantly less than in group C (P ＜ 0.05).   

  Conclusions:  Intrathecal meperidine (0.2 mg/kg)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incidence and intensity of shivering associated 

with spinal anesthesia for herniorrhaphy.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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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전율을 느끼는 정도는 작아지지만 환자의 체온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도 되고 있으나, 감각신경차단의 

높이나 교감신경차단과 전율의 발생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또한 최근에 Chen 등의2) 보고에 

따르면 소량의 수막강내 meperidine의 투여가 척추마취 후 

전율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전율현상의 치료로 정주하

는 아편유사제인 meperidine을 척추마취를 위한 국소마취제

와 동시에 투여하여 척추마취 후 전율현상의 억제 및 예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척추마취 하에서 일측 서혜부 탈장 봉합술이 예정된 성

인 환자 중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급에 해당

하는 외과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하 다.

  과거력 및 현병력상 관상동맥질환이나 심전도 이상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나 부위마취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제외하 다. 또한 척추마취는 서혜부 탈장 

동측 측와위 상태에서 제 3-4 요추간으로 25 gauge Quinc-

ke씨 천자 바늘로 천자하여 뇌척수액의 유출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 다. 또한 신장이 155 cm 이하이거나 180 cm 이상

인 환자는 제외하 다. 대상 환자들 모두에서 마취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마취전처치로 midazolam 0.05 mg/kg을 척

추 마취 약 30분 전에 근주하 다. 환자감시기(M3046A, Phi-

lips, Germany)를 이용하여 마취시행 15분 전에 비침습적으

로 혈압과 심박수를 5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후 평균을 

내어 마취 전 평균 혈압과 맥박으로 하 다. 수술실의 온도

는 20 ± 2oC로 유지시켰다.

  대상 환자들을 무작위로 20명씩 2군으로 분류하 으며 

척추마취제로 M군에서는 0.5% 고비중 bupivacaine (Marcaine
Ⓡ, 

AstraZeneca, Sweden) 13 mg에 meperidine (페치딘Ⓡ, 하나제

약, 대한민국; no preservative) 0.2 mg/kg을 혼합하여 사용하

고 C군에서는 0.5% bupivacaine 13 mg에 0.004 ml/kg의 생

리식염수를 혼합하여 사용하 으며, 약제 주입 후 천자 바

늘을 제거하고 즉시 환자의 체위를 수평 앙와위를 취하도

록하고 하트만씨 용액 5 ml/kg를 약 30분에 걸쳐 주입하

다. 이때부터 2분 간격으로 5번, 그 후로는 5분 간격으로 

30분간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하 고, 수축기혈압이 90 mmHg 

이하를 나타내거나 기준치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승압제로서 ephedrine을 정주하여 혈압을 조절하 다. 체온

은 중심체온의 측정장소중의 하나인 고막에서 ThermoscanⓇ 

(Instant Thermometer HM3, Bruan, San Diego, USA)을 이용

하여 5분 간격으로 30분간 측정하 다.

  마취유도 후 1분 간격으로 감각차단의 범위를 알코올 솜

을 이용한 냉각검사(cold test)로 측정하여 최대 감각차단높

이를 조사하 고, 척추마취 후 전율현상의 발생을 보다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찰자는 투여약제의 종류를 알

지 못하도록 하 으며, 전율의 발생은 척추마취 후 30분 동

안은 5분 간격으로 평가 관찰하 으며 이후는 45, 60분 후

에 관찰하 다.

  수술환자의 전율현상의 관찰은 Singh 등이1) 분류한 자료

를 이용하 으며, 이들의 전율현상 분류는 Table 1과 같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관찰자로 하여금 전율현상의 

발생 여부와 그 단계를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 다.

  다른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두통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

으며 오심 구토 발생시에는 ondansetron 4 mg을 투여하

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기록하 으며, 통계학

적 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전율 발생 빈도 및 demographic data, 오심 빈도 및 ephe-

drine, ondansetron 정주는 student's t-test와 Fisher's exact test

를, 전율 발생의 정도는 Mann-Whitney U-test와 χ2 test를 실

시하여 비교하 다. 모든 통계학적 처리는 P 값이 0.05 미

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대상 환자의 나이, 신장, 체중, 수술시간, 감각차단의 높

이, 마취 전 체온 등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평균 동맥압은 척추마취 전 M군에서 97.4 ± 9.9, C군에

서 98.2 ± 10.7이었고, 척추마취 후 감소하여 M군에서는 

마취 4분 후와(87.9 ± 9.3) 6분 후에(89.1 ± 10.7), C군에서

도 마취 4분 후와(86.5 ± 10.9) 6분 후에(88,9 ± 10.2) 각 

군의 마취전 기준치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감소를 나타내

었다(P ＜ 0.05). Ephedrine을 투여한 환자는 M군에서 2명, 

C군에서 3명이었다(Table 3). 이 후의 측정치에서 평균 동맥

압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1).

  심박수의 변화 역시 두 군 모두 척추마취 후 약간 감소

Table 1. Classification of Shivering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ade Sign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No shivering

1 One or more of piloerection, peripheral cyanosis 

 without other cause, but without visible muscular activity

2 Visible muscular activity confined one muscle group

3 Visible muscular activity in more than one muscle group

4 Gross muscular activity involving entire bod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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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 심각한 서맥이나 빈맥은 발생하지 않아 두 군 간

과군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의의는 없었다(Fig. 2).

  척추마취 후 전율현상은 M군에서 8명, C군에서 16명으로 

두 군 간의 전율현상 발생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Fig. 3). 이를 단계별로 보면 M군에서 전율현상이 

발생한 8명 중에서 Grade 1이 4명, Grade 2가 3명, Grade 3

이 1명, Grade 4는 0명이었고, 16명의 전율현상이 발생한 C

군에서는 Grade 1이 3명, Grade 2가 5명, Grade 3이 6명, 

Grade 4는 2명으로 나타났으며(Fig. 4) 이는 전율현상의 발

생 강도에도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Fig. 1. The changes of mean arterial pressure. Filled square and 

diamond mean group M and C, and each bar means mean ± SD. 

pre-ane: pre-anesthesia, post-ane: post-anesthesia, MAP: mean arterial 

pressure. There a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group M and C. 

*P ＜ 0.05: Compared to value of pre-op within the each group.

Table 3. Incidences of Nausea, Vomiting and Requirement of Ephed-
rine for  Hypotension after Spinal Anesth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M (n = 20) Group C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2 1

Vomiting 0 0

Ephedrine requirements 2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Group C (n = 20) and M (n = 20) are the groups 

that received hyperbaric bupivacaine (0.5%: 13 mg) and normal 

saline (0.004 ml/kg), and hyperbaric bupivacaine (0.5%: 13 mg) 

and meperidine (0.2 mg/kg), respectively.

Table 2. Demographic Data and Baseline Variable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M (n = 20) Group C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62.9 ± 8.2  64.5 ± 7.7

Height (cm) 167.1 ± 9.7 165.4 ± 8.3

Weight (kg)  65.3 ± 7.2  62.9 ± 5.9

Surgery time (min)  37.4 ± 3.5  36.4 ± 4.1

Highest segment blocked, 
T8 (T6 to T10) T8 (T5 to T10)

 median (range)

Baseline temperature (
o
C)  36.2 ± 0.4  36.3 ± 0.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Group C (n = 20) and M (n = 20) are the 

groups that received hyperbaric bupivacaine (0.5%: 13 mg) and 

normal saline (0.004 ml/kg), and hyperbaric bupivacaine (0.5%: 13 

mg) and meperidine (0.2 mg/kg), respectively.

Fig. 2. The changes of heart rate. Filled square and diamond mean 

group M and C, respectively, and each bar means mean ± SD. pre- 

ane: pre-anesthesia, post-ane: post-anesthesia, HR: heart rate. There a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group M and C.

Fig. 3. The incidence of shivering. The incidence of shivering is less 

in the group M.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 M 

and C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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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P ＜ 0.05). 체온 또한 심한 변동이 거의 없었으

며 척추마취 후 5, 10분까지 조금 감소는 하 으나 군 내, 

또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5).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오심의 발생은 심하지 

않아서 오심 빈도는 C군 2명, M군 1명만이 발생하 다

(Table 3).

고      찰

  척추마취를 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두통, 배뇨

곤란 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치료에도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들 외의 부작용으로 전율현상(shi-

vering)이 있는데, 이는 환자 자신이 당혹스러울 뿐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통이며 불안함 같은 정신적 변화뿐만 아니

라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다. 즉, 심한 전율은 혈압 

상승과 빈맥을 발생시키며 산소 소모량도 400-500%까지 

증가시키며, 이를 위해 분시 환기량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

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

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전율의 발생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 원인

이 수술 및 마취 중 열손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

해서 발생된다고 보고있으며, 열손실에 의한 저체온만으로 

전율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왔

다. Jones와 McLaren은3) 식도를 통해 측정한 체온이 감소함

과 수술 후 전율현상의 발생 빈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으나 Pflug 등은6) Jones와 McLaren과는 상반된 견해를 제

시하고 있다. 즉, 전율현상을 일으킨 환자와 일으키지 않은 

환자와의 중심체온간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전율이 발생한 환자

나 발생하지 않은 환자 사이의 고막에서 측정한 중심체온

을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척추마취 후 발생하는 전율에 따른 몇 가지 가설이 있는

데 다음과 같다.9-11) 첫째, 전신마취시와 같이 열 또는 체온

의 재분포이다. 심부체온과 말초체온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 

심부로부터 말초로의 열의 재분포가 일어난다. 둘째, 마취

된 부위 이하에서의 체온 조절성 혈관수축의 소실인데, 이

로 인해 과도한 대사성 열 생산에 의한 체표면 으로부터의 

열손실이 증가된다. 셋째, 혈관수축의 작은 감소와 땀 분비 

역체(sweety threshold)의 경한 증가에 의한 체온 조절의 변

화이다(thermoregulation alteration).

  이렇듯 전율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전율현상은 위

에서 보듯이 원인이 명확하게 없으며 다양한 것으로 생각

되므로 그 치료방법 역시 많이 연구되어왔으나, 정확한 정

답은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전율현상의 치료에 많이 쓰인 

방법으로는 수술실 온도의 상승, 체온의 가온뿐만 아니라 

약물로는 meperidine, clonidine 등과 morphine, fentanyl, nal-

buphine, butophanol, taurine, doxapram, ketanserine 등이 사용

되어왔다.
12,13) 

  Clonidine은 alpha-2 receptor agonist로 시냅스 전 축삭종말

에 존재하는α-2 수용체에 작용하여 noradrenaline의 유리를 

방해함으로써 시상하부를 억제한다.
14) 또한 척수 부위에서 

Fig. 5. The changes of core temperature. Filled square and diamond 

mean group M and C, respectively, and each bar means mean ± SD. 

pre-ane: pre-anesthesia, post-ane: post-anesthesia. There are no sta-

tistical differences between group M and C.

Fig. 4. The intensity of shivering for each patient. 0: no shivering, 1: 

one or more of piloerection, peripheral cyanosis without other cause, 

but without visible muscular activity, 2: visible muscular activity 

confined one muscle group, 3: visible muscular activity in more than 

one muscle group, 4: gross muscular activity involving entire bod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nsity of shivering for trends 

between group M and C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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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성 전도를 억제하거나 전율에 대한 중추의 온도조절 

역치를 감소시키거나 전율에 반응하는 원심성 경로를 억제

하므로 전율현상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clonidine은 

투여시간, 용량과 투여기간과 관계가 있으며, 부작용으로 

저혈압, 서맥과 과도한 진정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15,16)

  Ketanserin은 alpha receptor antagonist로 전율 치료 후에 체

온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나 전율을 치료하는 데는 

clonidine보다 발현시간이 늦은 단점이 있다.17)

  Doxapram은 수술 후 폐합병증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폐합

병증 발생 시 병변을 완화하고자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18) 또한 말초경동맥에 위치한 화학 수용체에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연수에 위치한 호흡중추를 자극함으로써 호흡

을 촉진시켜준다. Sarma와 Fry,19) Singh 등은1) doxapram이 

마취 후 발생한 전율현상을 치료하는데 현저한 효과가 있

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doxapram은 중추 신경의 자극의 

결과로 고혈압, 빈맥,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20)

  또한 opioid도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는데 opioid는 체온조

절성 반응(thermoregulating response)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 

중 fentanyl은 저체온에 대한 정상적인 생리학적 반응이 

향을 미쳐 전율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3)

  그러나 이들 치료제 중에서 “gold standard”로 일컬어지는 

것은 meperidine 정주이다. Meperidine은 다른 opioid agonist

에 비해 항 전율효과가 매우 탁월하여 이의 치료 및 예방

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20) Meperidine은 μ-수용체에 높은 친

화력을 나타내며κ와 μ-수용체들에 대해서는 중등도의 친

화력을 가진 마약수용체 길항제이다.

  많은 연구에서 μ-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morphine과 fentanyl에 비하여 동량의 항 진통효과를 나타내

는 용량에서 meperidine의 항 전율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되

어 왔다. 따라서 meperidine의κ-수용체에 대한 효과로 인해 

다른 마약진통제에 비해 항 전율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Meperidine 역시 다른 약제와 마찬가지로 항 전율효과

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러 임상 결과

를 살펴보면, meperidine은 혈관수축역치를 매우 감소시키고 

발한역치를 약간 증가시키며 전율역치를 또한 많이 감소시

킨다고 한다.21)

  대부분의κ-수용체는 척수에 존재하므로 meperidine의 항 

전율효과는 척수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런 효과는 대개 뇌에서 일어나는 기전에 의하여 설명되는 

다른 약제와 달리, meperidine은 시상하부에서는 주로μ-수용

체에 의하며 척수에서는κ-수용체에 관여하여 항 전율효과

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Meperidine의 항 전율효과는 마약제제의 역전제인 naloxo-

ne의 일반 역전용량(0.5μg/kg/min)을 투여했을 때 계속 유지

되지만, 이의 약 10배 용량(5.0μg/kg/min)을 투여하면 없어

진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meperidine의 항 전율효과가 

μ-수용체보다는κ-수용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금 보여주고 있다.7,22)

  이렇듯 meperidine의 정주는 근주와 달리 환자에게 통증

을 주지 않으며 전율의 치료 및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나 

오심, 구토, 소양증, 저혈압, 기관지 경련, 서맥, 호흡 부전 

등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

다. 그러나 수막강내로 meperidine을 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에 수막강내로의 주입을 시

도하 다. 

  한편, 척추마취시 meperidine 단독으로 사용하여도(0.5-

1.8 mg/kg) 강력한 국소 마취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양(50 mg)의 meperidine을 사용하 을 때 

호흡억제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의 발

생은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한다.23)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그리 많은 양은 아니어서(0.2 mg/kg) 호흡 억제의 증상은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최대 감각차단 높이의 비교에서도 두 

군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국소마취제에 첨가

된 소량의 meperidine의 수막강내 투여는 감각차단의 높이

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주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며 전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취 후 전율을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척

추마취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에 0.2 mg/kg의 meperidine을 

섞어서 사용한 결과, 전율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현저히 감

소하 으며, 척추마취의 감각차단범위나 차단지속시간에 별

다른 향을 미치거나 다른 심각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척추마취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에 meperidi-

ne (0.2 mg/kg)을 첨가하여 사용할 경우, 전율의 발생을 완

전히 방지하지는 못하나, 전율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의 최적 용량

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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