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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patient refusal of spinal anesthesia 

Jun Gwon Choi, Junyong In, and Hong-il Shi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oyang, Korea

  Background:  Spinal anesthesia is a anesthetic technique that can be easily used and practically applied according to patient's 

preference and physiologic status, surgical procedures and so forth.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factors related 

to patient refusal of spinal anesthesia, arising from the previous spinal anesthesia experience associated with side effects or unsat-

isfactory senses after spinal anesthesia. 

  Methods:  One hundred ninety four patients undergoing various surgical procedures under spinal anesthesia were enrolled.  

We made a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examination items and question items, and checked it during spinal anesthesia and 

about 24 hours after spinal anesthesia.  Factors related to patient refusal of spinal anesthesia were analyzed with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irty one out of 194 patients (16%) rejected to receive spinal anesthesia if they would have chance to have it again.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refusal of spinal anesthesia were low back pain (P = 0.005), needle type (Quincke) (P = 0.025) 

and tingling sensation in the lower extremities immediately after spinal anesthesia induction (P=0.003).   Low back pai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attempts of spinal block (P = 0.023).

  Conclusions:  Factors related to patient refusal of spinal anesthesia are low back pain, needle type and tingling sensation.  

Low back pain is related to the number of attempts of spinal block.  Practitioners should give patients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spinal anesthesia preoperatively and consider using Whitacre needle and avoid multiple attempts of spinal block so as to 

increase patient's compliance with spinal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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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마취는 가장 리 쓰이는 부 마취 방법의 하나로서, 

지주막하강의 뇌척수액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함으로써 깊은 

심도의 감각  운동신경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 척추마취

는 임상 인 결과에 있어 신마취와 비교하여 한 합

병증이나 사망률의 발생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많

지만, 신마취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피할 수 있고, 술후 

진통제의 요구량이 감소하며, 수술자극에 한 교감신경계 

반응을 일 수 있고, 술  출 량이나 술후 수 량을 감소

시키며, 이식 의 생존율을 높이는 등 많은 장 을 가지

고 있다 [1-4]. 하지만 마취  혹은 마취 후에 나타나는 합

병증들이나 시술, 수술 체 , 신경차단 등으로 인해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등의 여러 가지 단 들을 고려해야 한다. 마

취과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나 수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척추마취를 시행하지만, 환자들이 이 의 척추마취에서 경

험했던 좋지 않은 기억과 느낌 는 합병증으로 인해, 간혹 

척추마취를 주 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5]. 즉, 

척추마취의  기인 환자의 거부가 종종 이 의 척

추마취에 한 경험에서 유래된다는 것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이번 연구의 목 은 척추마취와 련된 여러 변수들

의 분석을 통해 척추마취에 한 거부 사유들을 악하고 

환자의 척추마취에 한 순응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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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n = 194)

Age (yr)

Sex (M：F)

Weight (kg)

Height (cm)

  48.1 ± 17.8

 86：108

  66.2 ± 12.0

162.7 ± 9.7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except sex.

Table 2. Distribution of Departments of Surgery (n = 194)

 Number %

Orthopedics

Urology

Obstetrics

Gynecology

General surgery

Thoracic surgery

Plastic surgery

125

 22

 21

  3

 13

  9

  1

64.4

11.3

10.8

 1.5

 6.7

 4.6

 0.5

상  방법

  본 연구는 병원 윤리 원회의 승인 하에서 시행되었으며, 

수술 에 환자에게 연구에 한 방법과 목 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3에 해당

하며 척추마취의 기가 아닌 30−65세 사이의 194명의 환

자를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 으며(Table 1), 환자와 

한 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 다. 8명의 척추

마취 시술자 에서 문의 6명이 114건, 2년차 이상 공

의 2명이 80건의 척추마취를 시행하 으며, 포함된 수술과

는 정형외과(64.4%), 산과(11.3%), 비뇨기과(10.8%) 등의 순

이었다(Table 2). 

  척추마취를 시행받는 연구 상 환자들의 성별, 연령, 신

장, 체 을 기록하고, ① 척추마취 시술자, ② 척추마취 체

, ③ 피부천자 횟수, ④ 요추부 천자 부 , ⑤ 바늘 유형

(needle type), ⑥ 바늘 굵기(needle thickness), ⑦ 척추마취 

후 신경차단 범 , ⑧ 수술 체 , ⑨ 수술 시간, ⑩ 천자시

의 이상감각(paresthesia) 유무, ⑪ 마취시작시 하지의 린감

(tingling sensation) 유무, ⑫ 술  압 유무, ⑬ 술  오

심이나 구토 유무, ⑭ 술  불완 한 진통 유무, ⑮ 마취 

 진정 유무, ⑯ 술후 자가통증치료(patient-controlled an-

algesia, PCA) 유무 등을 조사하 다. 마취 약제는 고비  

0.5% bupivacaine이나 0.5% levobupivacaine을 사용하 고, 마

취  진정제는 2% propofol이나 midazolam을 투여하 으며, 

천자바늘은 Whitacre (25−27 G) 바늘이나 Quincke (25, 26 G) 

바늘을 무작 로 골라 사용하 다.

  척추마취 약 24시간 후에 환자를 다시 방문하여 “다음에 

유사한 수술을 받을 경우 다시 척추마취를 받겠는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 거부율을 살펴보았고, 술후 합병증과 련된 

사항들로서 ① 요통, ② 경막천자 후 두통, ③ 오심이나 구

토, ④ 요 류, ⑤ 수술 후 장시간의 침상 안정 등의 유무

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통계 처리는 SPSS (version 13.0, SPSS Inc., USA)를 이용

하 다. 마취  혹은 술후에 조사된 모든 변수들이 척추마

취 거부율  요통 발생율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유의

성 검정은 진 단계 선택법(forward stepwise)을 이용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용하 다. 연령이나, 척추마취 시술자, 

신경 차단 범  등은 필요에 따라 각각의 변수 내에서 임

의의 여러 군으로 다시 나 어서 분석을 하 다. 바늘 유형

과 피부천자 횟수간의 유의성 검정은 t-test를 용하 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결      과

  척추마취 후 신경 차단 범 는 흉추 4번부터 천골 3번의 

피부분 까지 다양하 다. 상 환자 194명  31명이 척추

마취를 다시 받는 것을 거 하여 16%의 거부율을 보 다.

  먼 , 거부 사유로 측된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유

의한 연 성을 보인 변수들은 요통(P = 0.005)과 마취시작시 

하지의 린감(P = 0.003), 그리고 바늘 유형(P = 0.025)이었

다. 술후 오심이나 구토(P = 0.082)는 경계역상의 유의성

(maginal significance)을 보여주었으며, 성별(P = 0.281), 연령

(P = 0.365), 신장(P = 0.696), 척추마취후 신경차단 범 (P = 

0.127), 수술 시간(P = 0.273), 수술 체 (P = 0.336), 피부천

자 횟수(P = 0.837) 등은 유의한 연 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3). 한, 시술자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해 실시

한 문의 군과 공의 군의 비교  개개인에 한 비교

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628, P = 0.686).

  연 이 있는 세 인자를 이용한 척추마취 거부율에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유도하 다.척추마취 거부

율을 p (Refusal rate)라고 하 을 때, odds ratio는 p/(1 - p)이

므로, odds ratio의 로그변환인 로짓 변환(logit transformation)

을 통해 로지스틱 선형 측자(Logistic linear predictor, Z)와 

연결하여 거부율을 측하는 회귀식을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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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Responses of Patients on Receiving Spinal Anesthesia Again

Response
 Total

Observed 

refusal rate (%)
P value

Refusal Accept

Factor in the equation

  Tingling sensation

  Low back pain

  Needle type

Factor not in the equation

  Paresthesia

  Intraoperative hypotension

  Intraoperative nausea/vomiting

  Needle thickness (Gauge)

  Position for puncture

  Intraoperative sedation

  Patient-controlled analgesia

  Urinary retention

  Postoperative nausea/vomiting

  Postdural puncture headache

Yes

No

Yes

No

Quincke

Whitacre

Yes

No

Yes

No

Yes

No

25 G

26 G

27 G

Sitting

Lateral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5

26

10

21

23

 8

 1

30

 1

30

 3

28

 0

22

 9

 3

28

18

13

 9

22

 3

28

 6

25

 2

29

  4

159

 18

145

 88

 75

  3

160

  8

155

  8

155

  5

 95

 63

 10

153

 90

 73

 59

104

 10

153

 10

153

  5

158

  9

185

 28

166

111

 83

  4

190

  9

185

 11

183

  5

117

 72

 13

181

108

 86

 68

126

 13

181

 16

178

  7

187

55.6

14.1

35.7

12.7

20.7

 9.6

25.0

15.8

11.1

16.2

27.3

15.3

0

18.8

12.5

23.1

15.5

16.7

15.1

13.2

17.5

23.1

15.5

37.5

14.0

28.6

15.5

0.003

0.005

0.025

0.847

0.571

0.687

0.354

0.762

0.305

0.926

0.904

0.082

0.683

  다음으로, 척추마취 거부율에 연 이 있는 변수들  요

통에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술후 요통의 

발생과 련하여 피부천자 횟수(P = 0.023)가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 시간은 경계역상의 

유의성(P = 0.055)을 보 다. 연령(P = 0.569), 수술 체 (P = 

0.447), 요추부천자 부 (P = 0.468), 척추마취후 신경차단 

범 (P=0.956) 등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문의 군과 공의 군의 비교  개개인에 한 비교에서

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P = 0.851, P = 0.896).

  다음은 요통 발생율에 한 회귀식이다. 이 회귀식에서도 

로짓 변환을 이용하 다.

      



         × 
  

  바늘 유형에 따른 요통의 발생율은 통계  유의성을 발

견할 수 없었지만(P = 0.939), 바늘 유형에 따른 피부천자 

횟수는 Whitacre 바늘(n = 83)에서 1.25 ± 0.66회, Quincke 

바늘(n = 111)에서 1.80 ± 1.71회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 = 0.002). 문의 군과 공의 군의 비교  개

개인에 한 비교에서 피부천자 횟수(P = 0.227, P = 0.225)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척추마취를 경험한 후 같은 수술로 다시 척추마취를 받

는다면 응할 것인가에 한 질문에서 16%의 환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 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척추마취 유도

시의 하지의 린감과 술후 요통, 그리고 바늘 유형이 척추

마취 거부율과 유의한 연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후 오심이나 구토는 경계역상의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요

통에 해서는 피부천자 횟수가 많을수록 통계 으로 유의

하게 요통의 빈도가 증가하 다. 한 Quincke 바늘을 사용

하면 피부천자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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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Low Back Pain after Spinal Anesthesia

Low back pain
Total Incidence (%) P value

Yes No

Factor in the equation

  Number of attempts of spinal block

Factor not in the equation

  Sex

  Needle type

  Needle thickness (Gauge)

  Intraoperative position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ostdural puncture headache

M

F

Whitacre

Quincke

25 G

26 G

27 G

Supine

Prone

LLD

RLD

Yes

No

Yes

No

10

18

11

17

 0

16

12

27

 1

 0

 0

 6

22

 1

27

 76

 90

 72

 94

  5

101

 60

143

 15

  6

  2

 62

104

  6

160

 86

108

 83

111

  5

117

 72

170

 16

  6

  2

 68

126

  7

187

11.6

16.7

13.3

15.3

0

13.7

16.7

15.9

 6.3

0

0

 8.8

17.5

14.3

14.4

0.023

0.365

0.939

0.154

0.447

0.105

0.928

LLD: left lateral decubitus, RLD: right lateral decubitus.

데, 이는 요통의 발생율을 높이며, 결국에는 척추마취의 거

부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고 사료된다. 척추마취 

유도 시의 린감은 필수불가결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이므

로 마취 동의를 구할 때 환자에게 히 설명함으로써 그 

느낌에 한 불쾌감을 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요통

의 발생빈도를 이기 해서는 피부천자 횟수를 최소화해

야 하므로, 척추마취에 한 숙련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Whitcare 바늘을 이용하고, 어려운 척추마취의 경우에 무리

하기 보다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마취로의 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오심이나 구토는 척추마취보다 신마

취 후에 빈발하며 이는 환자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 [4-6]. 본 연구에서는 경계역상의 유의성(P = 

0.082)이지만 술후 오심이나 구토가 척추마취 거부 사유로

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극 인 

방  치료가 필요하며, 아울러 마취방법이나 수술의 종류 

등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는 도 환자에게 인

식시킬 필요가 있다.

  마취에 한 만족도나 마취방법에 한 환자들의 선호도 

혹은 신마취와 척추마취간의 합병증의 발생 빈도의 차이 

등에 해서는 연구 방법론 인 차이가 주된 요인으로 작

용하여 [7], 자들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포함하는 다양

하고 넓은 범 의 연구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Klafta와 

Roizen은 [7] 마취와 련된 환자의 지식과 태도 등에 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논문에서, 숙련된 정신과의사에 

의해 좀 더 객 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지만, 여자와 은 

연령층에서 마취에 한 불안감이 더 크며, 이 의 마취경

험이 불안과는 상  계가 없다고 하 다. 한 술  교육

이 환자의 불안감, 술후 통증, 입원기간 등에 해 장 으

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제공된 지식과 정보에 한 환자들

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

는 지식과 정보의 수 이나 양은 각각의 경우에 맞추어져

야 한다고 하 다. Myles 등은 [6] 10,811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한 마취  수술 이후의 만족도 조사에서 96.8%의 

환자 만족도와 함께, 여성, 은 연령, 짧은 수술 시간, 술

후 합병증의 종류가 많은 경우, 등도  심한 술후 통증, 

심한 술후 오심이나 구토 등의 경우에서 만족도가 감소함

을 보고하 다. Sosis 등은 [5] 환자 본인 혹은 주변 사람들

의 경험에 기 하여 신마취에 한 두려움의 원인으로서 

인후통, 오심, 구토 등을, 척추마취에 한 두려움의 원인으

로서 요통이나 마비 등을 제시하 으며 신마취를 더 선

호한다고 하 다. Matthey 등은 [8] 1,216명을 상으로 주요 

무릎 수술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실시한 화 설문조사에서 

부 마취와 련된 염려나 두려움의 원인들로서 배부 손상

(back injury)과 술 의 통증, 지속되는 마비, 수술시의 의식 

있음, 배부 피부천자 등이 있었으며, 신마취와 척추마취

간의 선호도 차이는 없다고 하 다. Charuluxananan 등은 [9] 

척추마취와 련하여 환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

들을 보고하 는데, 척추 마취를 시행받은 522명의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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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척추마취에 만족한 환자는 502명으로 96.2%를 차지

하 다. 척추마취에 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인자로는 피

부천자 횟수, 척추마취 시행 의 통증, 술  부 한 진통, 

그리고 술후 요 류가 있었고, 척추마취 재시행에 한 거

부 사유들에는 여성, 체 , 술  구토, 척추마취에 한 

낮은 만족도 수가 포함되었다. 자들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수술 종류 가운데 산부인과 수술(60%)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자들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만족도(10  만   5

을 기 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나눔)가 얼마나 객 성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요통은 마취, 수술 체  등에 따라 발생 혹은 악화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술 의 환자들은 요통과 연 지어 척추마

취에 한 불안감을 표시하지만 [5,8], 신마취와 척추마취

간의 요통빈도에 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으며 

[10-12], 한 척추마취후의 요통과 련된 인자들이나 척추

마취 재시행에 한 거부 사유와 요통과의 연 성에 해

서도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11-16]. Brown과 Elman

의 자료들은 [10] 모든 수술 환자의 약 25%에서 마취종류

에 계없이 요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ahl 

등은 [11] 18−49세 사이의 하지수술을 받는 100명의 환자

를 상으로 한 29 G 바늘을 사용한 척추마취군과 신마

취군 간의 비교 연구에서 척추마취 후에 요통이 더 흔하게 

발생하며 척추마취를 받은 환자 의 96%는 그럼에도 향후 

같은 마취를 받겠다고 응답하 음을 보고하 다. Seeberger 

등은 [12] 척추와 경막외마취의 비교연구에서 요통의 발생 

빈도는 경막외마취에서 높게 나타나며 이는 추후 경막외마

취 거부 사유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 다.

  척추마취후 1−7일 사이에 발생하는 요통의 빈도는 평균 

15.4% (범  5.4−29%)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 [13]. 흔히 척

추마취후의 요통의 발생이나 악화는 연령, 임신, 피부천자 

횟수, 바늘 유형, 바늘 굵기, 수술 시간, 수술 체  등의 

향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피부천자 횟수만

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수술 시간은 

경계역상의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통과 피부

천자 횟수와의 유의한 연 성에도 불구하고, 1회의 피부천

자 횟수군과 2회 이상 피부천자 횟수군 혹은 2회 이하의 

피부천자 횟수군과 3회 이상 피부천자 횟수군 등으로 나

어서 분석을 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Quincke 

군에서 유의하게 피부천자 횟수는 증가하지만, 바늘 유형에 

따른 요통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다. Eriksson 등은 [14] 바늘 

유형과 련해서 Whitacre 군보다 Quincke 군에서 피부천자 

횟수와 요통이 의미있게 증가하고, 경막천자후 두통은 50세 

이하에서 Quincke 군이 많다고 보고하 다. 이에 반해 

Schwabe와 Hopf는 [13] 척추마취와 요통과의 계에 한 

연구에서 바늘 유형, 바늘 굵기, 피부천자 횟수 모두 술후 

요통과 상 계가 없으며, 오직 술 에 있던 요통만이 술

후 3개월까지 지속되는 요통과 계가 있다고 하 으나 요

통의 유무가 척추마취의 재시행에 한 거부 사유는 되지 

않았다고 하 다. Despond 등도 [15] 당일 수술을 받는 214

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Quincke 군이 

Whitacre 군보다 경막천자 후 두통의 발생율이 높지만 요통

이나 실패한 척추마취, 마취에 한 만족도 등에 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 다. 이에 해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상으로 요통 혹은 그와 련되는 질환의 유무를 사 에 

악하고, 추  찰 기간의 설정을 다시 한 연구가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경계역상의 유의성을 보인 수술 시간과 련하여, Brown

과 Elman은 [10] 수술 시간이 가장 요한 요통의 원인이라

고 하 으며, 4−5시간 지속되면 수술 환자의 50%에서까지 

발생한다고 하 다. 하지만 구체 으로 어느 정도의 수술 

시간이 요통을 증가시키는가에 해서는 이견이 많다 

[6,8,10]. 따라서, 이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자

들은 수술실 침 와 병실 침 의 차이처럼 침 의 질 한 

술후 요통과 련해서 고려해 볼 만한 요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증례보고를 통해 Sardin 등은 [16] 확실한 척추질

환 없이 변성된 추간 을 가지고 있던 환자에게서 척추마

취 후 지연되어 나타난 요통의 발생 기 으로서 요추 만

의 감소  이로 인한 척추낭과 인 의 팽창을 제시하 는

데, 이는 척추마취 이 에 증상이 없는 가벼운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취 이후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들이 느끼는 척추마취와 

련된 여러 합병증이나 불편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마취 시행에 한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환자의 척추마취에 한 순응도

를 향상시키기 하여, 시술 에는 마취의 방법, 마취유도

시의 하지의 린감의 발생, 척추마취와 요통 발생의 련

성 등에 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며, 가능하면 

Whitacre 바늘을 사용하여 숙련된 마취과의사가 시술하며, 

반복된 피부천자를 이는 것이 요하다고 하겠다.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Dongguk  

University, Gyeongju, ROK.

REFERENCES

1. Mauermann WJ, Shilling AM, Zuo Z. A comparison of neuraxial 

block versus general anesthesia for elective total hip replacement: 



 Choi et al：척추마취 거부 사유

161

a meta-analysis. Anesth Analg 2006; 103: 1018-25.

2. Bode RH Jr, Lewis KP, Zarich SW, Pierce ET, Roberts M, 

Kowalchuk GJ, et al. Cardiac outcome after peripheral vascular 

surgery. Comparison of general and regional anesthesia. 

Anesthesiology 1996; 84: 3-13.

3. Bonnet F, Marret E. Influence of anaesthetic and analgesic techni-

ques on outcome after surgery. Br J Anaesth 2005; 95: 52-8.

4. Standl T, Eckert S, Schulteam Esch J. Postoperative complaints af-

ter spinal and thiopentone-isoflurane anaesthesia in patients under-

going orthopaedic surgery. Spinal versus general anaesthesia. Acta 

Anaesthesiol Scand 1996; 40: 222-6.

5. Sosis MB, Parnass SM, McCarthy RJ, Braverman B, Watson G, 

Halter T. Spinal phobia: survey results of patient attitudes and 

preferences regarding anesthesia. J Clin Anesth 1995; 7: 389-94.

6. Myles PS, Williams DL, Hendrata M, Anderson H, Weeks AM. 

Patient satisfaction after anaesthesia and surgery: results of a pro-

spective survey of 10,811 patients. Br J Anaesth 2000; 84: 6-10.

7. Klafta JM, Roizen MF. Current understanding of patients' attitudes 

toward and preparation for anesthesia: a review. Anesth Analg 

1996; 83: 1314-21.

8. Matthey PW, Finegan BA, Finucane BT. The public's fears about 

and perceptions of regional anesthesia. Reg Anesth Pain Med 

2004; 29: 96-101. 

9. Charuluxananan S, Sriprajittichai P, Sirichotvithyakorn P, Rodanant O, 

Kyokong O. Factors related to patient satisfaction regarding spinal 

anesthesia. J Med Assoc Thai 2003; 86: 338-43.

10. Brown EM, Elman DS. Postoperative backache. Anesth Analg 

1961; 40: 683-5.

11. Dahl JB, Schultz P, Anker-Møller E, Christensen EF, Staunstrup 

HG, Carlsson P. Spinal anaesthesia in young patients using a 

29-gauge needle: technical considerations and an evaluation of 

postoperative complaints compared with general anaesthesia. Br J 

Anaesth 1990; 64: 178-82.

12. Seeberger MD, Lang ML, Drewe J, Schneider M, Hauser E, Hruby 

J. Comparison of spinal and epidural anesthesia for patients 

younger than 50 years of age. Anesth Analg 1994; 78: 667-73. 

13. Schwabe K, Hopf HB. Persistent back pain after spinal anaesthesia 

in the non-obstetric setting: incidence and predisposing factors. Br 

J Anaesth 2001; 86: 535-9.

14. Eriksson AL, Hallén B, Lagerkranser M, Persson E, Sköldefors E. 

Whitacre or Quincke needles--does it really matter. Acta 

Anaesthesiol Scand Suppl 1998; 113: 17-20.

15. Despond O, Meuret P, Hemmings G. Postdural puncture headache 

after spinal anaesthesia in young orthopaedic outpatients using 

27-g needles. Can J Anaesth 1998; 45: 1106-9.

16. Sardin B, Boncoeur MP, Desport JC, Abderrazak M, Guillaume 

A. Delayed low back pain after spinal anaesthesia. Ann Fr Anesth 

Reanim 1995; 14: 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