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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수술의 수술 후 통증완화 방법은 경막외 통증자가조

절장치(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보다는 상대

적으로 진통효과가 떨어지는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를 사용한다.
1,2)
간단한 추간판 제

거술은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만으로 수술 후 통증완화가

가능하지만, 침습이 심한 척추수술, 예를 들어 골유합술(bone

fusion)과 이에 동반되는 추경 나사못 고정술(pedicle screw

fixation)과 같은 수술인 경우는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하고

보다 많은 양의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2)

한편, 척추수술의 수술 후 통증완화 방법으로 수술 전 미

리 경막외공간(epidural space)에 일회(bolus)로 약물을 주입하

여 수술 후 통증완화에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
3,4)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막외공간으로 약물을

주입하면 선행진통효과에 의해 수술 후 통증이 완화될 것

이고, 여기에 더하여서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같이 투여

하면 수술 후 진통 효과가 상승되어 골유합술과 추경 나사

못 고정술과 같이 침습적인 수술의 수술 후 통증완화에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막외공간과 정맥으

로 주입된 아편양 제제 용량이 과도하여 오심, 구토, 그리

고 과진정 같은 부작용의 빈도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he Effect of Preoperative Epidural Analgesia with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IV-PCA) for
Postoperative Pain Control in Bone Fusion and Pedicle Screw Fixation

Kyu Dae Shim, M.D., Sang-Ho Lee, M.D.*, Kyung Il Hwang, M.D., and Kwang Hee Kim, M.D.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nd *Neurosurgery, Wooridul Spine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Postoperative pain control following bone fusion and pedicle screw fixation is insufficient with IV-PCA alone.

Therefore, the effect of preoperative epidural analgesia in addition to IV-PCA was evaluated for postoperative pain control following

bone fusion and pedicle screw fixation surgery.

Methods: Eighty patients, scheduled to undergo bone fusion and pedicle screw fixation,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the study (n = 40) or control groups (n = 40). After induction, the patient was turned into the prone position, and morphine

2 mg and 10 ml of 0.2% ropivacaine were injected into the L1/2 epidural space, after dye confirmation, under C-arm guidance

for the study group, with 10 ml normal saline injected into the L1/2 epidural space for the control group. After induction, IV-PCA

was applied in both groups. After the operation, the NRS (numerical rating scale) and side effects were evaluated immediately

post-op, and at 24 and 48 hours after the operation.

Results: In the study group, the NRS was more reduced for all period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ut the incidences

of nausea/vomiting and pruritus were no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It was concluded that preoperative epidural analgesia, in addition to IV-PCA, was a good postoperative pain

control method following bone fusion and pedicle screw fix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29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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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자는 골유합술과 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하기로

예정된 환자에서 수술 전 미리 경막외진통(epidural analgesia)

을 시행하고, 수술 기간 동안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도 함

께 사용하여,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 수술 후 통증

완화 방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퇴행성 추간판 질환(degenerative disc disease), 불안정성

(instability), 척추전방전위증(spondylolisthesis) 등의 척추질환

을 치료하기 위해 골유합술과 추경 나사못 고정술이 예정

된 연령 50-75세, 체중 55-75 kg, 신장 150-165 cm 사이

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속하는 환자 80명

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수술 전 모

든 환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Table 1).

대상 환자는 요추 4-5번, 또는 요추 5-천추 1번 사이를

수술하는 환자로만 한정하 다. 모든 환자는 fentanyl 2μg/

kg, propofol 2 mg/kg 정주로 마취유도 후 근 이완을 위해

vecuronium 0.1 mg/kg 투여 후 기관내삽관을 실시하 다. 삽

관 후 산소 2 L/min와 아산화질소 2 L/min 및 sevoflurane으

로 마취를 유지하 다. 환자를 복와위로 한 후, 무작위로

두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대조군(control group)에서는 C-형

상증강장치하에 22 G epidural needle을 1-2 요추간 경막

외강으로 진입시키고 조 제(Telebrix
Ⓡ
30 meglumine) 3 ml를

주입시켜 경막외공간임을 확인 후 생리식염수 10 ml를 주

입하 고,실험군(study group)에서는 C-형 상증강장치하에

22 G epidural needle을 1-2 요추간 경막외강으로 진입시키

고 조 제(Telebrix
Ⓡ
30 meglumine) 3 ml를 주입시켜 경막외

공간임을 확인 후(Fig. 1) 0.2% ropivacaine을 10 ml, mor-

phine을 2 mg 주입하 다.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만들어

서 정맥 로에 연결하여 주입시키고, 경막외공간에 약물이

주입된 후 20분 후에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 다.정맥 통증

자가조절장치는 fentanyl 500μg, ketorolac 120 mg, ondansetron

8 mg을 생리식염수에 섞어서 전체적으로 100 ml가 되게 한

후 기본주입량 2 ml/h, 폐쇄간격 20 min으로 하여 마취유도

후 바로 연결하 다.

술 후 통증의 평가는 수술 전날 환자를 방문하여 통증이

전혀 없을 때를 0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10으로 하고, 아픈 정도를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말하도

록 하는 수치통증점수(numerical rating scale, NRS)를 교육한

후 실시하 다. 이에 따라 마취에서 각성 후 회복실에서,

24시간 후, 48시간 후의 NRS를 기록하 다. 환자가 원하여

추가진통제를 사용한 경우도 기록하 다. 그리고 이 때 나

타나는 오심/구토, 가려움증, 호흡억제, 그리고 국소마취제

에 의해 생길 수도 있는 근력약화 등의 부작용도 기록하

다.만약 오심/구토,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는 즉시 naloxone을

투여하 다. 그래도 조절되지 않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중단시키고 본 연구에서 제외시

Fig. 1. (A) A-P view of epidural

block at L1/2 after injection of 3 ml

of dye. Dye is spreading from L1

vertebral body to T12 vertebral body.

(B) Lateral view of epidural block at

L1/2 after injection of 3 ml of dye.

Dye is spreading dorsal and ventral

epidural space from L1 vertebral

body to T12 vertebral body.

Table 1. Demographic Data

Control group Study group
(n = 40) (n = 40)

Age (yr) 58 ± 11 59 ± 12

Weight (kg) 63 ± 10 65 ± 13

Height (cm) 161 ± 4 163 ± 6

Sex (M/F) 18/22 17/23

Duration of surgery (min) 187 ± 31 191 ± 33

Values are mean ± SD except sex (number). There are no dif-

ferences between two groups. Control group: preoperative epidural

normal saline, Study group: preoperative epidural morphine and

ropivac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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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

용하 다. 수치통증점수는 t-test로, 부작용은 Fisher's exact

test 검정을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수술 후 수치통증점수는 실험군에서 수술 직후와 수술 후

24시간에 각각 1.3 ± 1.1, 2.2 ± 1.4로, 대조군의 5.0 ±

1.8, 3.6 ± 1.9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고, 수술 후 48시

간에는 실험군이 2.1 ± 1.3, 대조군이 2.3 ± 1.3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Fig. 2). 수술 후 부작용으로 오심/구토,

가려움증의 빈도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2). 오심/

구토, 가려움증이 생긴 경우는 모두 naloxone 0.2 mg을 정주

하여 증세가 좋아졌다. 증세가 심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양 군에서 사용된 정맥 통증자가조

절장치의 fentanyl은 모두 500μg으로 수술 후 2일만에 다

투여되었다. 환자가 원하여 추가적으로 다른 소염진통제가

한번이라도 사용된 경우는 대조군에서 12명(12/40 = 30%)이

있었고 실험군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시행한 근력 평가에서 수술 전에 비해 근력이 저하된 경우

는 한 명도 없었다.

고 찰

수술 후 통증에 향을 미치는 중심 감작은 수술이 시작

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수술 받는 부위를 미리 신

경 차단시킴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5-8)
즉, 수술 받는 부

위가 미리 신경 차단된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중

에 생기는 유해자극이 척수에 도달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차단되어 중심 감작이 작아지므로 수술 후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Kundra 등은
3)
요추 추궁절제술(lumbar laminectomy)

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경막외

morphine을 투여하면 수술 후에 경막외 morphine을 투여한

경우보다 수술 후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선행진통의

효과를 보고하 다.

척추수술은 단순한 추궁절제술과 추간판절제술(laminec-

tomy and discectomy)에서부터 보다 침습적인 골유합 추경나

사못 고정술(bone fusion and pedicle screw fixation)까지 다양

하다. 침습의 정도가 낮은 추궁절제술과 추간판절제술은 정

맥 통증자가조절장치만으로도 수술 후 통증완화가 되지만

골유합 추경나사못 고정술과 같은 보다 침습적인 수술은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만으로는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하고

보다 많은 양의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2)
그리고

척추수술의 성격상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보다 효과가 좋

다고 알려진 경막외 통증자가조절장치를 시행하기는 번거

롭다.
1,2)
그래서 저자들은 Kundra 등의

3)
연구 결과를 응용하

여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의 수술 후 통

증완화 효과를 얻기 위해 수술시작 전에 경막외 진통을 시

행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요추 1-2간 경막외강을 선택한

것은 피부절개가 되는 피부분절(dermatome)을 고려하 고,

수술 받는 부위에서(요추 4-5, 요추 5-천추 1)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게 하여 수술 시 방해를 가능한 덜 받게 하기 위

함이었다. 그리고 일회의 경막외 진통은 지속효과가 오래가

지 않으므로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같이 시행하 다. 연

구결과 수술 후 통증의 정도는 경막외진통을 시행한 실험

군이 대조군에 비해 수술 직후와 수술 1일 후에 통증이 완

화되었고, 2일 후에는 두 군이 비슷했다. 그러나 부작용으

로 나타나는 오심/구토, 가려움증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

다. 환자가 원하여 추가적으로 다른 소염진통제가 한번이라

도 사용된 경우도 대조군에서 더 많았다. 상기 결과를 보면

수술 전 일회의 경막외진통은 골유합 추경나사못 고정술

Fig. 2. NRS for postoperative pain measure. Numerical rating scale

(NRS) pain scores in the two groups. Control group: preoperative

epidural normal saline, Study group: preoperative epidural morphine

and ropivacaine. *: P ＜ 0.05 between two groups.

Table 2. Incidences of Side Effect during 48 Hours after Operation

Control group Study group
(n = 40) (n = 40)

Nausea/vomiting 5 (12.5%) 6 (15.0%)

Pruritis 1 (2.5%) 3 (7.5%)

Values are number (%).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Control group: preoperative epidural normal saline, Study

group: preoperative epidural morphine and ropivac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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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와 같이 사용하면 수술 후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시행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와 경막외진통을 같이 사용하면 부

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정맥 통증자가조절장

치는 fentanyl과 ketorolac으로 주입되고 경막외진통은 mor-

phine과 ropivacaine을 주입하 다. Fentanyl과 morphine은 부

작용으로 오심/구토, 가려움증이 있다. 정맥 통증자가조절장

치에 들어가는 fentanyl에 의해서도 종종 오심/구토, 가려움

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morphine이 첨가되면 부작

용의 빈도는 더 증가될 수 있으므로 정맥 통증자가조절장

치에 경막외 morphine을 첨가하는 수술 후 통증완화 방법이

너무 과도한 양의 opioid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

다. 하지만 경막외진통을 시행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간에

부작용의 발생빈도는 큰 차이가 없어서 경막외 morphine은

큰 부작용을 유발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에 사용되는 약물은 부작용이 적

고 진통 효과가 좋은 약물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인 오심/구토, 가려움증을 막기 위해 ondansetron을 첨

가하는 경우가 많다.
9)
본 병원에서도 정맥 통증자가조절장

치를 사용할 때 ondansetron을 첨가하여 opioid에 의한 오심/

구토, 가려움증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 왔었다. 경막외 mor-

phine을 첨가하 어도 오심/구토, 가려움증의 빈도가 증가하

지 않은 것은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에 첨가된 ondansetron

의 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여러 논문에서 정맥으

로 투여된 ondansetron이 경막외 morphine에 의한 오심/구토,

가려움증을 억제하 다는 보고가 있다.
10-12)

그러므로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에 포함된 ondansetron이 경막외 morphine

을 첨가하 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데 어느 정

도의 역할을 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양 군

에서 똑같은 양의 ondansetron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작용

의 발생빈도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경막외 morphine 2 mg은

부작용의 빈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수술 후 통증완화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부작용으로는 0.2% ropivacaine에

의한 혈압하강이다. 경막외 진통 시 C-형 상증강장치와 조

제를 사용하여 경막외공간을 확인하므로 epidural needle이

경막을 뚫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지주막하 공간(subarachnoid

space)으로 ropivacaine이 주입되는 경우는 없었다. 10 ml의

많은 용량이 주입되므로 경막외 진통 후 30분 동안은 혈압

하강 여부를 관찰하고 혈압이 떨어진 경우는 ephedrine으로

혈압을 유지하 다.
13,14)

척추 수술 시 경막외 진통에 의한 수술 후 통증완화 방

법은 몇몇 연구가 되어있지만 경막외 진통과 정맥 통증자

가조절장치를 같이 사용하여 수술 후 통증완화와 부작용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연구는 특히 더

침습적 척추수술인 골유합 추경나사못 고정술의 경우에 적

절한 수술 후 통증완화방법을 찾아보려고 시도하 고, 수술

전 경막외 진통을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에 첨가하는 방법

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골유합 추경나사못 고정술인 경우 수술 전

미리 morphine과 ropivacaine을 사용하여 경막외진통을 시행

하고, 수술기간 동안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를 지속 주입하

는 방법이 경막외진통을 하지 않고 정맥 통증자가조절장치

만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수술 후 통증완화와 부작용 면에

서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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