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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절제술 후 경막외강 Fentanyl-Neostigmine의 진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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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gesic Effect of Epidural Fentanyl-Neostigmine after Radical Subtotal Gast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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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Background:  This study evaluated the efficacy of an epidural single dose of neostigmine combined with fentanyl to provide 

postoperative analgesia after radical subtotal gastrectomy. 

  Methods:  Fifty two adults patients with ASA physical status 1 and 2 are randomly allocated to receive a single injection 

of either epidural fentanyl 100μg or combination of fentanyl 100μg with neostigmine 250, 500 and 750μg in a total volume 

of 10 ml.  Pain scores were recorded after 0, 5, 10, 15, 20, 30 mins to determine the onset of analgesia.  Patients' vital signs 

as well as side effects were monitored at regular intervals. 

  Results:  Patients' demographic data we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Epidural neostigmine 750μg with fentanyl 100μg 

produced effective analgesia (visual analog scale at 10 min; 35 ± 10.6 mm).  The time to first rescue analgesics administration 

was significantly longer in the neostigmine group (250μg: 84.2 ± 9.4, 500μg: 90.9 ± 7.1, 750μg: 92.5 ± 14.4 min) than 

the control group (53.0 ± 20.0 min). 

  Conclusions:  Combination of fentanyl with neostigmine was proven to be more effective for treating postoperative pain after 

subtotal gastrectomy than fentanyl alone.  Additionally, the most effective dose of epidural neostigmine was 750μg.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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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이나 외상 후 성통증 조   암성통증을 포함한 

만성통증조 의 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막외

강을 이용한 성 통증 조 은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호

흡기계, 심 계, 장   비뇨기계 등의 합병증을 일 

수 있다. 이러한 목 으로 경막외강에 마약류,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방법이 리 쓰이고 있다.1-3) 

 경막외강에 투여된 아편유사제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

타내지만 호흡억제, 구토, 오심, 가려움증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낼 수 있다.4)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하여 한 약물의 고농도의 주입보다 병합요법을 이용하여 

병용된 약제와의 상승작용으로 각 약제의 사용량을 이고, 

진통작용 시간의 연장  진통작용의 강화를 도모하는 병

합요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7) 

  Neostigmine은 항콜린에스터라제로서 척수강 내로 투여 

시 척수액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농도를 증가시켜 

진통효과를 나타냈으나8) 용량의존 으로 오심과 구토, 발

한, 가려움증, 배뇨곤란, 고 압, 빈맥 등의 부작용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켰다.9,10) 그러나 자궁 제술을 시행 받은 환

자를 상으로 경막외강에 bupivacaine과 함께 투여된 

neostigmine은 척수강 내 주입된 경우와는 달리 오심 등의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았다.11,12) 

  일반 으로 상복부 수술은 하복부 수술과 달리 수술 후 

통증의 정도나 호흡기 계통의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자들은 표  상복부 수술인 제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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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Control (n = 13) N250 (n = 13) N500 (n = 13) N750 (n = 13)

Age (year) 53.4 ± 4.8 53.2 ± 4.9 53.6 ± 5.5 54.6 ± 4.8

Sex (M：F) 8：7 8：7 7：8 8：7

Body weight (kg) 62.3 ± 8.3 62.9 ± 7.0  66.3 ± 12.4 63.2 ± 7.8

Height (cm) 162.7 ± 7.0 163.7 ± 7.9 163.8 ± 8.11  166 ± 11.7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There ara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통증 감소와 합병증을 이기 하

여 경막외강에 주입된 fentanyl과 neostigmine의 용량에 따른 

진통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방법

  계획수술이 정된 제술을 받는 40-60세 환자  

미국마취과학회의 신상태 분류 1, 2 에 해당하는 52명을 

상으로 하 다. 본원 임상연구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

으며 사 에 실험의 목 과 방법에 해 환자에게 설명하

고 동의를 얻었다. 당뇨병 환자와 출  소인을 가지거나 척

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제외하 다. 환자는 fentanyl 

100μg만을 단독 투여하는 조군과 fentanyl 100μg과 neo-

stigmine 250, 500, 750μg을 함께 투여하는 군으로 무작 로 

분류하 다.

  수술 에 수술 후 통증 평가를 하여 통증이  없

는 경우를 0 , 도 히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100

으로 사용한 100 mm 시각등 (visual analog scale, VAS)과 

경막외 자가통증조 (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과 주입기(Pain Management ProviderⓇ, Abbott, 한민

국)의 사용법을 교육하 다. 

  모든 환자에게 수술 30분 에 midazolam 0.1 mg/kg를  

투약으로 복용시켰다. Propofol 2 mg/kg의 정주로 마취를 유

도한 후 의식소실이 확인되면 rocuronium 0.9 mg/kg을 정주

하고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마취 유지는 N2O (2 

L/min), O2 (2 L/min)와 sevoflurane으로 하 다. 수술 종료 

후 환자를 측와 로 한 후 18 G Touhy 바늘을 이용하여 흉

추 8-9나 9-10 사이에서 항소실법을 이용하여 경막외

강을 확인한 후 도 을 4 cm 정도 두부 측으로 거치하 다.

  회복실 도착 후 환자의 의식 수 이 완 히 각성된 것을 

확인한 후 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VAS 등을 측정하여 

정상범 인 환자에게 무작 로 약물을 투여하 다. 조군

은 fentanyl 100μg에 생리식염수를 혼합하 으며 neostig-

mine군은 neostigmine 250, 500, 750μg을 각각 fentanyl 100

μg와 병용하여 서서히 경막외강으로 투여하 다. 투여용량

은 10 ml로 하 다. 약물 투여 후 5, 10, 15, 20, 30분에 

VAS, 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부작용의 발생을 평가하

다.  환자가 추가 진통제 투여를 원하는 경우에 그 시

간을 기록하고 PCEA로 약물 주입을 시작하 다. PCEA의 

약물은 fentanyl 100μg과 neostigmine 500μg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200 ml가 되게 하여 시간당 3 ml씩 자동 주입되

도록 하 으며 환자가 자가 조 로 통증조 을 할 때 3 

ml씩 주입되도록 설정하 다.

  모든 측정값은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  

비교는 환자의 특성 자료, VAS 통증 수, PCEA를 처음 

사용한 시간을 분석하 다. 군내비교는 반복측정분산분석법

(repeated measure of analysis of variance)으로 군간비교는 일

원분산분석법(one way analysis of variance)로 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결      과

  각 군의 나이, 성별, 몸무게, 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분류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약물 투여 과 투여 후 5분의 통증 수는 각 군간 통계

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N250군에서 10, 15, 20, 30분째 통증 수(45 ± 7.3, 38 

± 8.2, 38 ± 10.1, 37 ± 7.8 mm)는 조군(51 ± 5.9, 45 

± 9.9, 43 ± 9.6, 44 ± 5.1 mm)과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500군의 10분째 통증 수(45 ± 15.9 mm)는 조군(51 

± 5.9 mm), N250군(45 ± 7.3 mm)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5분 째 통증 수(29 ± 13.6 mm)

는 조군(45 ± 9.9 mm), N250군(38 ± 8.2 mm)과 비교하

여 유의한 차이를 보 고 20분(23 ± 14.0 mm), 30분(25 ± 

12.8 mm)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Neostigmine의 용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통증 수는 차 

감소하 으며, N750군에서는 조군은 물론 N250, N500군

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감소하 다. 특히 N750군은 약물 투

여 10분 후 통증 수(35 ± 10.6 mm)가 조군(51 ± 5.9 

mm), N250군(45 ± 7.3 mm), N500군(45 ± 15.9 mm)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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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Postoperative Pain Scores on Visual Analog Scale.

Values are mean ± SD. *P ＜ 0.05 vs . control group, 
†

P ＜ 0.05 

vs. N250 group, 
‡

P ＜ 0.05 vs. N500 group.

Table 3. Changes in Values of Heart Rate, Mean Arterial Pressure and Oxygen Saturation by Pulse Oximeter

  Parameter 0 min 5 min 10 min 15 min 20 min 30 min

  HR Control 81.5 ±14.3 81.0 ± 13.1  69.6 ± 25.0 78.1 ± 11.6  76.7 ± 12.7 77.0 ± 13.7

   (beats/min) N250 78.5 ± 12.0 79.3 ± 13.1  80.0 ± 12.7 77.1 ± 14.5  79.5 ± 13.3 79.6 ± 11.7

N500 77.8 ± 15.1 78.0 ± 13.6  78.3 ± 12.8 75.2 ± 11.3 69.8 ± 8.4 72.8 ± 13.1

N750 83.9 ± 11.0 81.8 ± 9.9 73.1 ± 7.1 66.4 ± 22.5 73.6 ± 9.8 70.7 ± 3.5 

  BP Control 95.3 ± 23.0 97.4 ± 20.5  97.4 ± 16.6 95.3 ± 17.0   95 ± 14.0 93.2 ± 10.7

   (mmHg) N250 90.6 ± 11.0 88.4 ± 11.9  91.5 ± 13.3 91.6 ± 11.5  86.3 ± 10.0 87.3 ± 9.5 

N500 95.8 ± 11.4 91.7 ± 15.4  95.8 ± 15.8 94.5 ± 12.0  92.5 ± 12.1 90.1 ± 10.8

N750 91.5 ± 9.1 92.6 ± 13.7  88.3 ± 13.7 80.3 ± 26.7 96.3 ± 9.5 86.1 ± 8.0 

  SpO2 Control 99.6 ± 0.5 99.8 ± 0.4 99.8 ± 0.4 99.7 ± 0.5 99.8 ± 0.4 99.6 ± 0.5 

   (%) N250 99.7 ± 0.5 99.6 ± 0.5 99.8 ± 0.4 99.8 ± 0.4 99.9 ± 0.3 99.8 ± 0.4 

N500 99.7 ± 0.5 99.8 ± 0.42 99.8 ± 0.4 99.7 ± 0.5 99.7 ± 0.5 99.9 ± 0.3 

N750 99.9 ± 0.3 99.7 ± 0.48 99.8 ± 0.4 99.9 ± 0.3 99.9 ± 0.3 99.8 ± 0.4 

Values are mean ± SD. There ara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Table 2. The First Rescue Time (min)

Time (min)

Control 53.1 ± 20.1

N250 84.4 ± 9.2*

N500 90.8 ± 6.9*

N750  92.7 ± 14.5*

Values are mean ± SD. *P ＜ 0.05 vs. control group.

교하여 유의하게 낮았고 15분(27 ± 10.9 mm), 20분(20 ± 

11.0 mm)과 30분(21 ± 10.0 mm)의 통증 수도 조군, 

N250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 N500군의 같은 시간 의 통

증 수와는 차이가 없었다(Fig. 1).

  추가 진통제를 요구한 시간은 neostigmine을 투여한 3군 

모두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neostigmine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조군과 neostigmine을 투여한 군에서 각각 1, 2, 1, 1명

에서 오심이 찰되었으나 각각 통계학  유의성은 없었다. 

호흡곤란, 빈맥, 진정 등의 다른 부작용은 찰되지 않았고 

압, 심박수  산소포화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Table 3).

고      찰

  수술 후 한 통증 조 은 통증을 경감시켜 술후 통증

으로 인한 호흡기계, 심 계, 장   비뇨기계의 합병

증과 스트 스 반응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3)

  통증의 조  방법으로 근주, 정주, 피부 투여법, 경구 투

여법, 국소 주입법 등이 이용되고 있고 특히 상복부 는 

흉부의 수술 후 경막외강을 이용한 통증 조 이 효과 으

로 이용되고 있다.

  경막외강으로 주입하는 약물로는 국소 마취제와 함께 아

편유사제가 표 으로 사용되어지며 그  fentanyl은 지방 

용해도가 높아서 morphine에 비해 그 작용시간이 빠르다. 

Fentanyl 100μg을 경막외강 내로 주입할 경우 12분 내에 진

통 효과가 나타나서 20-30분에 최  효과가 나타나고 지

속 시간은 6-7시간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러나 이러한 아

편유사제는 호흡억제, 가려움증,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약물의 고농도의 투여보다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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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Values of Heart Rate, Mean Arterial Pressure and Oxygen Saturation

  Parameter 3 min 5 min 10 min 15 min 20 min 30 min

  HR Control  81.5 ± 14.3 81.0 ± 13.1 69.6 ± 25..0 78.1 ± 11.6  76.7 ± 12.7  77.0 ± 13.7

   (beats/min) N250  78.5 ± 12.0 79.3 ± 13.1 80.0 ± 12.7 77.1 ± 14.5  79.5 ± 13.3  79.6 ± 11.7

N500  77.8 ± 15.1 78.0 ± 13.6 78.3 ± 12.8 75.2 ± 11.3 69.8 ± 8.4  72.8 ± 13.1

N750  83.9 ± 11.0 81.8 ± 9.9 73.1 ± 7.1 66.4 ± 22.5 73.6 ± 9.8 70.7 ± 3.5

  BP Control  95.3 ± 23.0 97.4 ± 20.5 97.4 ± 16.6 95.3 ± 17.0   95 ± 14.0  93.2 ± 10.7

   (mmHg) N250  90.6 ± 11.0 88.4 ± 11.9 91.5 ± 13.3 91.6 ± 11.5  86.3 ± 10.0 87.3 ± 9.5

N500  95.8 ± 11.4 91.7 ± 15.4 95.8 ± 15.8 94.5 ± 12.0  92.5 ± 12.1  90.1 ± 10.8

N750 91.5 ± 9.1 92.6 ± 13.7 88.3 ± 13.7 80.3 ± 26.7 96.3 ± 9.5 86.1 ± 8.0

  SpO2 Control 99.6 ± 0.5 99.8 ± 0.4 99.8 ± 0.4 99.7 ± 0.5 99.8 ± 0.4 99.6 ± 0.5

   (%) N250 99.7 ± 0.5 99.6 ± 0.5 99.8 ± 0.4 99.8 ± 0.4 99.9 ± 0.3 99.8 ± 0.4

N500 99.7 ± 0.5 99.8 ± 0.42 99.8 ± 0.4 99.7 ± 0.5 99.7 ± 0.5 99.9 ± 0.3

N750 99.9 ± 0.3 99.7 ± 0.48 99.8 ± 0.4 99.9 ± 0.3 99.9 ± 0.3 99.8 ± 0.4

Values are mean ± SD. There ara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약제의 병합요법이 추천되는데, 빠르고 한 진통작용을 

하여 bupivacaine, lidocaine, ropivacaine 등의 국소 마취제

의 병합요법이 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국소 마취제가 

갖는 근력 하와 배뇨의 곤란 등의 부작용을 이기 하

여 clonidine, ketamine, neostigmine 등의 약물도 이용되고 있

다.15-18)

  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경막외강에 fentanyl과 함께 투여

된 neostigmine이 fentanyl의 진통효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

며 아울러 이러한 향이 neostigmine의 용량과 연 성이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Neostigmine은 척수강으로 투여 시 edrophonium, physostig-

mine 등과 같이 acetylcholine의 농도를 증가시켜 척수강 내 

muscarine성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낸다.9,19) 그

리고 척수강 내 neostigmine이 두부 쪽으로 이동하여 상부 

척수의 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심성콜린의 부작용으로 

오심, 진정, 고 압, 빈맥, 하지의 근력 약화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으로 흡수된 경우도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20,21)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자궁 제술,11) 제왕 개술,16) 분

만,7,22) 정형외과 하지 수술을17) 받은 환자에서 경막외강으로 

주입된 neostigmine은 강력한 진통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Chung 등의23) 연구에 의하면 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에서 수술 에 경막외강으로 bupivacaine과 동시에 주입된 

neostigmine은 진통기간을 연장시키고 술 후 24시간째 PCEA

의 일회 요구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다. 

  최근의 Omais 등은17) 정형외과 수술 후 경막외강으로 lido-

caine과 함께 주입된 neostigmine은 1-4μg/kg에서 용량 비

의존 으로 수술 후 진통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 고, Na-

kayama 등의11) 보고에 의하면 자궁 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에서 bupivacaine과 함께 투여된 neostigmine 5μg/kg의 경막

외강내 주입은 진통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10μg/kg에서는 

진통효과를 보 다. Lauretti 등은25) 암성 통증 환자에서 경

막외강에 morphine 2 mg으로 통증 조 을 받는 환자에서 

neostigmine 100μg을 첨가하여 진통 효과가 강화되었음을 

보고하 으며, Chia 등에26) 의하면 흉부 개술 부터 지속 

주입된 neostigmine은 부작용의 증가 없이 진통효과를 나타

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경막외강으로 투여한 

neostigmine은 fentanyl의 진통효과를 증가시켰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수술 직후 통증 수를 비교하여 neostigmine의 

기 진통제로서의 효용성을 입증 하 다.

  한편, 수술 후 구역, 구토는 척수강 내로 주입된 neo-

stigmine의 흔한 합병증  문제 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Lauretti 등의 연구에 의하면 경막외강으로 neostigmine을 주

입 했을 때 조군과 neostigmine을 주입 받은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2) 이러한 결과는 부인과  수술을 받은 환

자를 상으로 한 Nakayama 등의 연구와11) Kirdemir 등의18)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이번 연구에서 역시 조

군에 비해 neostigmine을 투여한 군에서 구역이나 구토가 유

의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Kaya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심성콜린의 부작용으로 제왕

개술을 받은 환자에서 경막외강으로 neostigmine 300μg을 

주입한 경우 미약한 정도의 진정을 일으킨다고 하 으나24) 

이번 실험에서는 이러한 진정이 찰되어지지 않았다. 한 

척수강 내로 주입된 neostigmine에 의해 발생 가능한 고

압, 빈맥, 하지의 근력 약화, 불안, 배뇨곤란 등의 부작용도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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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으로 제술 후 통증 리를 해 경막외강으로 

투여한 neostigmine은 빠르고 한 통증 조  효과를 보

으며 용량의존 으로 fentanyl의 진통효과를 증가시켰으며 

가장 효과 인 경막외강 neostigmine의 용량은 750μg이었

다. 한 neostigmine이 주입된 모든 군에서 처음 진통제를 

요구한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

막외강을 이용한 통증조 을 한 약물 혼용용법은 부분 

경험 이어서 앞으로 체계화된 연구가 계속 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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