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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방암은 한국 여성의 암 발생 빈도에서 1995년에 비해

199%의 증가를 보여 2001년에는 16.8%로 1위를 차지한 이

후 현재까지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1)
유방암 수술을 위

한 마취는 최근까지 대부분 전신흡입마취하에 시행되어 왔

다. 그 이유로는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시행했다는 점과 유방암 수술을 하는 데 환자가 의식이 있

는 상태에서 부위마취하에 수술을 해도 되는가 하는 점 때

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신마취하에 유방 수술을 받는 환자는 48-89%

의 높은 빈도로 수술 후 오심,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를 경험한다고 한다.
2-6)
덩어리 절제나 조직

검사와 같이 수술 부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 수술 후 통증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PONV는 수술 및

마취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예후에 좋지 않은 향을 미

치며 수술 후 조기퇴원의 장해 요인이 된다.
7,8)
이런 관점에

Effects of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after Thoracic Epidural Anesthesia for Mastectomy on Postoperative
Pain, Nausea and Vomiting

Young Hee Baek, M.D., Si Young Ok, M.D., Soon Im Kim, M.D., Sun Chong Kim, M.D., and Min Hyuk Lee, M.D.*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General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oonchunh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cause of tumors in Korean women. Until recently, oncologic breast surgery

was performed by using general inhalation anesthesia. However, this anesthetic method is associated with incomplete postoperative

pain control and significantly more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Therefore, this study examinated the value of

thoracic epidural anesthesia (TEA) for a mastectomy, and evaluated the effects of a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on postoperative

pain control and the PONV, which is known to be a better method than general anesthesia with 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IV PCA).

Methods: Sixty five patients scheduled for a mastectomy were randomly assigned and divided into two groups. The GA

group underwent general anesthesia using O2-N2O-sevoflurane with IV PCA. The TEA group was injected with 20 ml of 0.375%

ropivacaine with fentanyl 50μg at T4－5. After surgery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of postoperative pain and nausea

was checked.

Results: The postoperative pain intensity was significantly (P ＜ 0.05) lower in the TEA group at the postoperative period

and during 6 hours compared with the GA group. Postoperative nausea intensity was significantly (P ＜ 0.05) lower in the TEA

group during 6 hours.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EA is a method suitable of regional anesthesia for a mastectomy and a continuous

epidural catheter infusion is more effective on postoperative pain control than general anesthesia with IV PCA. In addition, it

is a good method for decreasing the PONV to a similar level as IV PCA with antiemetics.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39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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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방 수술 시 PONV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상완

신경총블록,
9)
늑간신경블록,

10)
국소침윤

11)
등의 여러 부위마

취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시술상의 어려움, 제한적

인 마취 및 통증 조절 능력, 기흉과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술 범위가 넓은 유방암 수술에 대한 마취로

는 상기 방법들은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많다.

흉추 경막외마취는 변형 근치 유방절제술, 유방절제술 후

유방재건술과 같이 수술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도 순수한

마취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고
12-16)

더욱이 수술 후 통증 조절 면에서 정맥내 자가 통증조

절(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IV PCA)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3-17)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절제

술에서 운동신경 차단보다는 감각신경 차단 효과가 뛰어나

다고 알려진 ropivacaine을 사용하여 흉추 경막외마취와 카

테터를 이용한 지속적 주입의 수술 후 통증 조절과 PONV

에 대한 효과를 전신마취 후 IV　PCA를 한 경우와 비교하

여 규명해 보고자 함에 있다.

대상 및 방법

유방암 진단하에 수술(변형 근치 유방절제술 26명, 단순

유방절제술 5명,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2명, 유방 보존술 4

명, 유방 종괴절제술 28명)을 시행할 예정인 미국 마취과학

회 신체등급 분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여자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하 다. 본원 임상 연구 윤리 위원회의 승인하에

마취 전 환자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 중 발생 가능

한 합병증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마취유도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2 mg 및 midazolam 2

mg 근주로 마취 전투약하고, 수술실 도착 후 비침습적 동

맥압, 심전도,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 등의 기본적인 감시

를 하 다. 환자를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어,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마치고 IV PCA로 통증을 조절한 GA군(n =

24)과 흉추경막외 마취하에 수술을 진행하고 경막외 카테터

를 이용하여 통증을 조절한 TEA군(n = 35)으로 나누었으며

환자의 나이, 신장, 체중, 수술시간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1). GA군의 처음 계획하 던 30명 중 6

명에서는 PONV가 심하여 환자가 더 이상 IV PCA를 원하

지 않아 중단하 으며 상기 6명의 결과는 통계처리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GA군의 경우 마취유도로 lidocaine 1 mg/kg, propofol 2

mg/kg, rocuronium 1 mg/kg을 정주한 후 기관내 삽관을 하

고, O2 (2 L/min)-N2O (2 L/min)-sevoflurane (2.0-3.0 vol%)

으로 마취유지하 으며, 모든 수술은 한 사람의 집도의에

의해 시행되었다. 수술이 종료되기 1시간 전부터 fentanyl

1,500μg, ketorolac 150 mg, ondansetron 12 mg을 생리식염수

에 혼합하여 총량을 100 ml로 만들어 기본 투여량 1 ml/hr,

환자요구량 1 ml, 그리고 폐쇄 간격 6분으로 정한 2일용 IV

PCA (AutoMed
Ⓡ
AM3300, Ace Medical)를 연결하 고 수술

직후 ondansetron 4 mg을 정주하 다.

TEA군의 경우에는 좌위 하에 3-4 혹은 4-5 흉추 간

을 17 G Tuohy 바늘을 사용하여 정중법으로 시술하여 1.5

-2 ml의 공기를 이용한 저항 소실법으로 경막외강을 확

인한 후 카테터를 두부 쪽으로 약 5 cm 전진하 다. 혈액

이나 뇌척수액의 흡인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용량으로

0.375% ropivacaine 3 ml에 1：20만 epinephrine을 혼합한

약제를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여 혈관 내 혹은 거미막하

주입 유무를 확인한 후에 카테터를 고정하고 추가로 0.375%

ropivacaine 17 ml와 fentanyl 50μg을 주입하 다. 부위마취

범위의 목표는 당김통을 감안하여 감각차단 범위를 C5에

서 T8 사이로 하 다. 약제 주입 후 15분까지 5분 간격으

로 pin-prick 검사로 감각 차단 범위를 확인하여 마취 범위

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0.375% ropivacaine 5 ml을 추가

주입하 고, 약제 주입 15분 후 동맥혈가스검사를 위해 수

술 반대측 요골동맥천자를 시행하고 기도 유지의 적절성

을 판단하기 위해 동맥혈가스검사를 간헐적으로 시행하

다.

모든 환자에게 단순 안면마스크로 산소를 3-6 L/min로

공급하 으며 환자의 안정을 위해 Bispectral index 값이 60

내지 70이 유지되도록 목표 농도 조절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이용하여 propofol을 지속 정주하 다. 마취

전 측정한 수축기 혈압에 비해 20% 이상 하강한 경우에는

승압제로 ephedrine 6 mg을 정주하 고, 맥박산소포화도가

95% 이하로 떨어진 경우나 경막외마취 15분 후 시행한 동

맥혈 가스 검사상 이산화탄소 분압이 50 mmHg 이상인 경

우에는 두부 후굴법 또는 경구기도 유지기로 기도관리하면

서 동맥혈 가스 추적 검사를 시행하여 이산화탄소 분압이

50 mmHg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 다.

수술이 진행되어 90분이 경과될 때마다 추가로 0.375%

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GA Group TEA
(n = 24) (n = 35)

Age (yr) 49.7 ± 10.8 48.0 ± 9.0

Weight (kg) 58.8 ± 7.9 59.8 ± 6.9

Height (cm) 158.0 ± 6.2 157.6 ± 5.5

Anesthesia time (min) 241.3 ± 88.9 238.7 ± 44.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GA: under general

anesthesia with IV PCA, Group TEA: under thoracic epidural

anesthesia with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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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ivacaine 10 ml를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 고, 수술

종료 후 0.75% ropivacaine 30 ml, fentanyl 300μg, 0.9% 생

리식염수 64 ml를 혼합하여 총량 100 ml로 만든 용액을 기

본 투여량 2 ml/hr (AutoMed
Ⓡ
AM3300, Ace Medical)의 속

도로 경막외 지속 주입하 다.

두 군 모두 수술이 종료되고 회복실에서 환자가 완전히

깨어난 후 수술 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 던 통증 및 오

심 VAS 기록지에 전공의가 환자에게 질문하여 수술 직후

의 VAS를 기록하 고, 수술 후 6시간, 24시간, 48시간 동

안에 환자가 직접 기록하게 하 다. 진통제 추가 투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ketorolac (Tarasyn
Ⓡ
, 한국로슈, 대한민국)

30 mg 근주를 하 고 15분 이상 지속되는 오심이나 구토

가 발생되거나, 환자가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meto-

clopramide (멕소롱
Ⓡ
, 동화약품, 대한민국) 10 mg을 0.9%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약 10분에 걸쳐 서서히 정주하

다.

통계적 처리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2.0)을 이용하여,

군 간 비교는 One-way ANOVA로, 시간대별 군 내 비교는

repeated measured ANOVA로 시행하 으며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수술 후 통증의 정도는, 시간대별 통증의 군 내 비교에서

GA군의 경우 모든 시간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

게 감소하 으며 TEA군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고, 군 간

비교에 있어서는 GA군에 비해 TEA군에서 수술 직후 및 수

술 후 6시간 동안에 유의하게 통증이 적었다(Table 2). 수술

후 48시간 동안 통증 VAS 점수가 계속 0이었던 경우는 GA

군 0/24명(0%), TEA군 5/35명(14.3%)이었다. Ketorolac을 투

여한 경우는 GA군 8명, TEA군 4명이었다.

수술 후 오심의 빈도는 GA군의 경우 14/24명(58.3%),

TEA군의 경우 15/35명(42.9%)이었으며 오심의 VAS 점수는

수술 후 6시간 동안 TEA군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제외하고

는 모든 시간대에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수술 후 48시

간 동안 오심의 VAS 점수가 계속 0이었던 경우는 GA군

10/24명(41.7%), TEA군 20/35명(57.1%)이었고 metoclopramide

를 투여한 경우는 GA군 3명, TEA군 1명이었다. 구토는 GA

군 8/24명(33.3%), TEA군 4/35명(11.4%)에서 발생하 다.

TEA군의 경우 국소마취제 주입 15분 후 감각차단 범위는

평균 C4.0 ± 2.1에서 T 7.9 ± 2.7; upper level range C2에

서 T2, lower level range T4에서 L3 으며, 마취범위가 충분

치 않아 추가로 0.375% ropivacine 5 ml을 주입한 경우는 3

명이었다. 경막외마취 단독으로 수술하기에 불충분하여 전

신마취로 전환한 경우는 없었다. 혈압은 경막외마취 5분 후

부터 하강하 고 13명에서는 마취 전 수축기 혈압에 비해

20% 이상 하강하 으나 ephedrine 투여로 곧 회복되었다.

맥박도 하강하 으나 atropine이 필요했던 경우는 없었다.

경막외마취 15분 후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상 이산화탄소

분압은 평균 46.9 ± 5.0 mmHg 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두부 후굴법 또는 경구기도 유지기로 무리 없이 기도관리

가 되어 기관내 삽관이나 후두마스크(laryngeal mask, LMA)

Table 2. Visual Analog Pain Scores

GA group TEA group
(n = 24) (n = 35)

Postop 45.0 ± 24.1 13.1 ± 20.0*

6 hr 31.7 ± 18.6 18.3 ± 19.3*

24 hr 23.8 ± 19.3 19.4 ± 26.3

48 hr 18.3 ± 18.1 13.7 ± 17.7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GA: under general

anesthesia with IV PCA, Group TEA: under thoracic epidural

anesthesia with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 P ＜ 0.05 compared

with GA group.

Table 4. Data of Thoracic Epidural Anesthesia

Puncture site T3－4 or T4－5

Anesthetic level 15-min
C4－T8

after injection of local anesthetics

Upper level range C2－T2

Lower level range T4－L3

Additional injection of local
3

anesthetics

Ephedrine iv due to hypotension 13/35

PaCO2 on arterial blood gas analysis 46.9 ± 5.0 mmHg

Complicaions Failure 3, dural puncture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r number of cases.

Table 3. Visual Analog Nausea Scores

GA group TEA group
(n = 24) (n = 35)

Postop 14.0 ± 24.2 6.6 ± 17.5

6 hr 28.7 ± 35.7 13.1 ± 25.3*

24 hr 14.6 ± 27.3 9.7 ± 20.2

48 hr 1.7 ± 5.6 4.3 ± 16.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GA: under general

anesthesia with IV PCA, Group TEA: under thoracic epidural

anesthesia with continuous epidural infusion. *: P ＜ 0.05 compared

with G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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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이 필요했던 경우는 없었다. 흉추 경막외마취의 합병증

으로는 경막외 천자가 실패한 경우 3명, 경막 천자 1명이었

으나 척수신경근통, 말초신경 장애, 일시적인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4).

고 찰

유방암은 200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암의 16.8%를

차지하는 여성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1)
이 중 많은 환자가 전신마취하에 변형 근치 유방절

제술, 유방 보존술, 유방 종괴제거술, 유방절제술 후 유방재

건술 등의 수술을 시행 받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술을 시

행 받는 환자에서 수술 후 통증 조절 및 PONV의 관점에서

IV PCA와 경막외 지속 주입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13-17)

별로 없다. 유방암 수술을 위한 마취는 최근까지 환자가 입

원한 상태에서 전신흡입마취하에 시행되어 왔고 흉추 경막

외마취는 전신마취에 병용하여 보조마취의 목적으로
15)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순수한 부위마취의 목적으로 시행한 보고

는 많지 않다.
12-14,16-18)

이는 흉추 경막외마취가 요추 경막외

마취에 비해 시술이 어렵고 심한 혈역학적 변화
12,19-21)

및

호흡억제
12,22,23)

, 그리고 경막천자 및 척수손상
24,25)

등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방암 수술 후 제통을 위한 보고로 Doss 등은
13)
변형 근

치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전신마

취 후 hydromorphone 1-2 mg이나 meperidine 50-75 mg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정주한 군과 흉추 경막외마취 후 수술

후 48시간 동안 0.2% ropivacaine으로 경막외 자가통증조절

(epidural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epidural PCA)을 시행한

군을 비교하여, PONV의 발생빈도는 각 43% 및 10%로

epidural PCA군에서 의의 있게 적었으며, 수술 후 통증 또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수술 후 0, 1, 2, 3일에 아편양 제제

를 정주한 군에서는 70%, 53%, 33%, 33% 던 것에 비해

epidural PCA군에서는 계속 0%로 의의 있게 낮았고, 전체적

인 환자의 만족도 역시 30% 및 70%로 epidural PCA군에서

높았다고 보고하 다. Kotake 등은
15)
변형 근치 유방절제술

을 시행 받을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와 경부 경

막외마취를 병용하여 수술 중 안정된 혈역학적 조절이 가

능하 고, 수술 후에는 카테터를 통한 지속 주입으로 18/21

명에서 충분한 수술 후 통증 조절이 이루어졌으며, 1명에서

만 PONV가 발생되었을 뿐 그 외에 부작용은 없었다고 보

고하 다. Correll 등은
16)
유방절제술과 횡복근근육피부피판

을 이용한 유방재건술(transverse rectus abdominis mus-

culocutaneous flap reconstruction)을 동시에 시행 받는 환자에

서 흉추 경막외제통은 IV PCA보다 통증 조절이 잘 되었고

재원 시간도 25시간 단축되었다고 보고하 다. Yeh 등은
17)

변형 근치 유방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흉추 경막외마취가

전신마취에 비해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한 pethidine의 처

음 투여하는 시간을 연장시켰고, pethidine의 투여 횟수 및

시간대별 총 투여량을 감소시켰으며, 통증의 VAS 점수, 전

체적인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재원 기간과 병원비를

줄여 주었다고 보고하 다. Kim 등은
26)
유방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 후 IV PCA (fentanyl 1,500μg, ketorolac

150 mg, ondansetron 12 mg)를 투여한 경우 통증 VAS 점수

는 수술 6시간 후 37 ± 15.8, 24시간 후 34 ± 16.0이었다

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직후 및 수술 후 6시간 동안 GA군에

비해 TEA군에서 의의 있게 통증이 적었으나 그 이후 48시

간 동안은 의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인 유방 수술이 상복부 또는 흉부 수술과 같이 수술 후 통

증이 장기간에 걸쳐 심하게 유발되는 수술이 아니었기 때

문이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술 후 통증의 정도

가 가장 심한 시기인 수술 직후 및 6시간까지, GA군의 경

우에는 통증의 VAS 점수가 30점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TEA군에서는 VAS 점수가 20점 미만으로 유지된 것은 임상

적으로 통증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신마취와 수술 후에 나타나는 PONV는 과거에는 기다

리면 저절로 좋아지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만성화되는 경우

가 없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특징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 다. 그러나 전신마취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PONV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탈수와 전해

질의 이상까지도 초래되며, 이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 및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온다. 따라서 PONV는 수술 후 당연

히 겪어야 하는 증상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환자

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예방해야 하는 부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7,27)

PONV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젊은 나이, 여성, 심한 비만, 멀미의 기왕력, 과거 PONV의

병력, 불안, 위장관계 질환 등과 같은 환자와 연관된 요인

과, 마스크를 이용한 환기, 흡입마취제, 아편유사제 등과 같

은 마취와 연관된 요인 그리고 복강경 수술, 중이 수술, 사

시수술 등과 같은 수술의 종류와 수술 시간과 연관된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24)

유방수술의 경우 대상 환자들이 젊은 여성이며 비흡연자

의 비율이 높아 PONV 발생률이 높은 수술로 그 빈도가 48

-89%로 알려져 있어,
2-6)
이러한 PONV를 예방하기 위해 항

히스타민제, 항콜린성약제,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 등의 다

양한 접근이 있었으나 과도한 진정, 저혈압, 구강건조, 어지

러움, 환각 그리고 추체외로 증상 등과 같은 부작용들이 보

고 되어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한

PONV의 예방이 요구된다. Doss 등은
13)
PONV의 발생 빈도

가 GA군 43%, TEA군 10%로 의의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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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Kotake 등은
15)
전신마취 흉추 경막외마취 병용 시

6/21명의 환자에서 PONV를 나타냈으며 한 명은 항구토제

를 요구하 다고 하 고, Yeh 등은
17)
GA군 16/32인 것에

반해 TEA군 3/32으로 의의 있는 차이를 보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GA군의 경우 적절한 ondansetron의 투여로

오심의 VAS 점수가 수술 후 48시간 동안 계속 30점 이하

로 유지되었으며, 항구토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은 TEA군에

서 PONV가 가장 심할 시기인 수술 후 6시간 동안에 오히

려 GA군에 비해 VAS 점수가 의의 있게 낮았다. 그 이유는

TEA군에서는 GA군에서처럼 PONV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약제들의 사용이 없었고 또한 GA군보다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GA군의 경우 수술 후 48시간에 오심의 VAS 점수가 감

소한 이유는 심한 PONV를 나타냈던 6명의 환자에서는 실

험 도중에 IV PCA를 제거했고, 따라서 결과에서 누락시켰

기 때문이었다.

흉추 경막외마취가 혈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향에 대한

보고로 Ok 등은
12)
유방암 수술을 시행 받는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T4－5에 0.375% ropivacaine 20 ml를 투여하여 수

축기 혈압이 기준치에 비해 의의 있게 감소하기는 하 으

나 20% 이상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여 ephedrine 4-8 mg이

필요했던 경우는 5명이었고, 맥박도 의의 있게 감소하 으

나 대부분 혈압 감소와 동반되어 atropine이 필요했던 경우

는 없었다고 보고하 다. Ottesen은
19)
T4－5 경막외강으로

100 mg mepivacaine를 투여하여 심박수, 혈압, 심박출량이

약간 감소하 다고 보고하 고, Sjogren와 Wright는
20)
심박

수와 심박출량 모두 아무 향이 없었다고 하 고, Tanaka

등은
21)
심박출량의 감소 없이 심박수만 감소하 다고 보고

하 다. 그러나 주입하는 국소마취제의 종류와 농도, 양에

따라 차단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지므로 앞에서 보고한 경

우 보다 고농도의 국소마취제를 다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박수와 혈압의 더 심한 감소가 초래될 것이다.

흉추 경막외마취가 호흡에 미치는 향에 대한 보고로

Ok 등은
12)
T4－5 경막외강으로 0.375% ropivacaine 20 ml

투여 15분 후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상 이산화탄소분압이

평균 47.9 ± 7.7 mmHg 으나 기관내 삽관을 할 정도로 심

한 호흡억제는 없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Takasaki와 Taka-

hashi는
22)
2% mepivacaine을 이용한 흉추 경막외마취 시 T5

－L4 범위의 감각신경 차단을 하고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

서 흡기용적, 폐활량, 전폐용량 및 1초강제호기량이 현저하

게 감소하 고, 동맥혈 가스 검사상 이산화탄소 분압은 증

가하 으며 산소 분압은 감소하 다고 보고하 고, Groeben

등은
23)
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유방절제술

을 시행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0.75% ropivacaine이나 0.75%

bupivacaine으로 흉추 경막외마취를 시행하여 1초 강제호기

량이 약간 감소되었을 뿐 기도폐쇄를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따라서 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환자의 유

방절제술 시 흉추 경막외마취는 전신마취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더욱이 phrenic nerve의 굵은 Aα 섬유

는 전척추마취 시에서조차 차단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7,28)

흉추 경막외마취의 합병증에 대한 보고로 Giebler 등은
29)

수술을 위해 4,185명의 흉추 경막외 카테터를 시행한 결과,

128명에서 합병증이 나타났으며 그 중 경막 천자 30명, 경

막외강으로 카테터 진입 실패 45명, 경막 천자 및 카테터

진입 시 척수신경근통 20명, 수술 후 발생한 척수신경근통

9명, 말초신경 장애 24명이었다고 보고하 다. 경막 천자는

고위 흉추(T3－T7) 천자 시보다 저위 흉추(T9－T12) 천자

시 더 많았으나 이로 인한 구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은 없

었고, 척수신경근통은 천자 바늘이나 카테터를 제거하자마

자 대부분 즉시 사라졌으며 후유증도 없었고, 말초신경 장

애 역시 평균 4일간의 일시적인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가

있었으나 신경과 의사에게 문의한바 척수손상은 없었다고

보고하 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95% 신뢰수준에서 흉추 경막외 카

테터 삽입 시 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의 최대 발생 가능성

은 0.07%라고 보고하 다. Scherer 등은
30)
1,071명의 흉추 경

막외 천자를 시행한 결과 경막 천자 13명(1.23%), 척수신경

근통은 6명(0.56%)에서 관찰되었고 흉추 경막외 카테터와

연관된 구적 신경 손상의 후유증은 없었다고 보고하 다.

Waldman은
31)
90명의 경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시 2명에

서 경막 천자가 발생되었을 뿐 신경학적 손상은 없었다고

보고하 고, Lynch 등은
14)
경막외 차단 실패가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그 빈도는 5-50%로 마취의의 경험이 주된 원

인이고 따라서 이러한 수기는 숙달된 마취의의 감독 하에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TEA 시 국소마취제 주입 15분 후 감각차단

범위는 평균 C4.0 ± 2.1에서 T 7.9 ± 2.7, upper level range

C2에서 T2, lower level range T4에서 L3 으며, 마취범위가

충분치 않아 추가로 0.375% ropivacine 5 ml을 주입한 경우

는 3명이었다. 경막외마취 단독으로 수술하기에 불충분하여

전신마취로 전환한 경우는 없었다. TEA군의 혈역학적 변화

는 국소마취제 주입 20분까지 모든 환자에서 수축기 혈압

이 기준치에 비해 20% 이상 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승압

제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환자의 진정을 위해 propofol을 정

주하면서부터 혈압이 더욱 하강하여, 13/35명에서는 기준치

의 20% 이상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여 ephedrine 6 mg씩 1－

3회 정주로 안정되게 혈압이 유지되었다. 맥박도 하강하

으나 대부분의 경우 혈압 하강과 같이 발생되어 atropi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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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던 경우는 없었다. 호흡에 대한 향은 TEA군의 경

우 약제 주입 15분 후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상 이산화탄

소분압은 평균 46.9 ± 5.0 mmHg 으며, 대부분의 환자에

서 두부 후굴법 또는 경구기도 유지기로 무리 없이 기도관

리가 되어 기관내 삽관이나 LMA 삽입이 필요했던 경우는

없었다. 흉추 경막외마취의 합병증으로는 경막외 천자가 실

패한 경우 3명, 경막 천자 1명이었으나 척수신경근통, 말초

신경 장애, 일시적인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GA군에서도 TEA군과 동일하게

항구토제를 미리 투여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해야 했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임상 실험의 한계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험을 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흉추 경막

외마취는 부위마취로서 임상적으로 유용하며, 수술 후 통증

조절에 있어서도 흉추 경막외 지속 주입은 IV PCA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고, 오심의 정도도 항구토제를 병용 투여하는

IV PCA와 비슷하게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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