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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analgesic effect of continuous intraarticular infusion with ropivacaine, 
ropivacaine/fentanyl and ropivacaine/fentanyl/ketorolac after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Il Seok Kim
1,2

, Keun Man Shin
1
, Sang Soo Kang

1
, Ji Su Jang

1
, Sung Jun Hong

1
, Yeong Joon Yoon

1
, and Hee Je Lee

2

1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2
Department of Pharmac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uncheon, Korea

  Background: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can result in severe postoperative pain.  A variety of methods have been used 

to control pain in postoperative period and the results are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lative analgesic 

efficacies of the postoperative intraarticular infusion of ropivacaine, ropivacaine/fentanyl, and ropivacaine/fentanyl/ketorolac after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Methods:  Thirty patients undergoing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randomly assigned to three 

groups.  At the end of surgery, 0.5% ropivacaine 20 ml was infused into the articular space and a continuous infusion catheter 

was inserted into intraarticular operated site.  After surgery, continuous infusion of 0.5% ropivacaine 100 ml (Group 1, n = 10), 

0.5% ropivacaine 100 ml including fentanyl 10 μg/kg (Group 2, n = 10), or 0.5% ropivacaine 100 ml including fentanyl 10 

μg/kg and ketorolac 150 mg (Group 3, n = 10) was started through catheter at rate of 2 ml/hr with bolus dose of 0.5 ml with 

a lock out time of 15 minutes for 2 days.  The level of pain was assessed using a visual analogue scale (VAS) postoperative 

2, 6, 12, 24 and 48 hours and the amounts of supplemental analgesics were recorded.

  Results:  The VAS was significantly lower after 2, 6, 12 hours in Group 2 than in Group 1.  In Group 3, the VAS was 

significantly lower all hours than in the other two groups.

  Conclusions:  The combination of fentanyl and ketorolac with ropivacaine did provide better postoperative analgesia than the 

other groups after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303∼8)

Key Words: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Fentanyl, Intraarticular infusion, Ketorolac, Ropivacaine.

서      론

  어깨  수술 시 경의 도입으로 수술 부 의 큰 

개 없이 환자의 빠른 회복과 재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

다. 그러나 환자가 겪는 통증은 수술 후 첫 48시간 동안 가

장 심하다 [1,2]. 이에 한 통증 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에 한 결과도 연구자에 따라 다

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으로 자가통증조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장치를 사용하여 마약류 단

독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 계통의 진통소염제를 

혼합하여 정맥 내로 지속 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는 사용이 간편하고 거치가 쉽고 추가 인 신경차단이 필

요 없는 장 이 있으나 마약류의 신투여로 구역, 구토 등

의 합병증의 발생이 많고 마약류의 과다 사용 시 호흡 억

제의 가능성도 있고 통증 조 이 제 로 되지 않는 기에

는 추가 인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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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을 지배하는 신경 부 에 카테터를 통해 국소마취제

를 지속 으로 투여하는 사각근간 신경차단(interscalene bl-

ock)이나 견갑상 신경차단(suprascapular nerve block)은 수술 

, 후의 마약류의 요구량을 이지만 카테터의 거치  유

지가 힘들고 시술자에 따라 성공률에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고 척추 신경마비나 횡경막 신경마비 등의 심각한 합병증

도 나타날 수 있다 [2,5]. 한 운동신경의 차단은 수술 후 

신경학  평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6].

  이에 비해 Mallon과 Thomas가 [7] 국소마취제를 지속  

견 하 주입(continuous subacromial infusion)에 해 보고한 

이후 강 내에 카테터를 거치하여 지속 으로 국소마취

제 단독 혹은 마약류와의 혼합으로 투여하는 방법은 추가

인 신경차단이나 신투약에 따른 부작용의 험성이 

고 카테테의 거치와 유지에도 용이하고 통증 조 에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수술의 종류, 

수술 부 , 투여되는 약물과 이들 약물의 조합, 약 용량, 주

입 속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재까지 최선의 선택으로 사용되어지지는 않고 있다.

  약제 상호간의 상승 혹은 부가작용(synergistic or additive 

effects)을 이용한 다양한 약제의 병용 투여(multimodal pain 

therapy, balanced analgesia)는 약제의 부작용과 용량을 이

기 해 시행되어지며 [8] 본 자들은 이에 견 경 수술 

시 강 내의 수술 부 에 거치된 카테터를 통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ropivacaine과 지질용해도가 크고 histamine을 

분비하지 않는 장 을 가진 fentanyl과 높은 단백질과 조직 

결합력을 갖는 ketorolac을 병용 투여하여 수술 후 통증 감

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회 근개 부 층 열(rotator cuff tear), 회 근

개 열이 없는 견  충돌 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회 근개의 석회화 건염(calcific tendonitis), 상부  테두

리 손상(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lesion, SLAP le-

sion) 등으로 견 경 수술을 시행 받은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환자 

35명을 상으로 병원윤리 원회 승인 하에 수술  모든 

환자에게 연구에 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시행되었

다. 

  모든 환자에게 신마취를 시행하 고 수술  치료는 견

경 하에서 회 근개 합술, 석회화 제거술, 견 하 감

압술 등이 한 명의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으로 수

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도  인 방법으로 수술을 

환한 경우와 평소 국소마취제, 마약류, 비스테로이드성 항

염증약물에 과민성을 보인 과거력이 있는 환자 5 명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모든 환자를 무작 로 배정하여 10명씩 3군으로 나 어 

1군은 0.75% ropivacaine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만든 

0.5% ropivacaine 100 ml, 2군은 fentanyl 10 μg/kg과 0.5% 

ropivacaine을 혼합한 용액 100 ml, 3군은 ketorolac 150 mg과 

fentanyl 10 μg/kg과 0.5% ropivacaine을 혼합한 용액 100 ml

으로 하 다.

  수술  환자에게 마취  투약으로 midazolam 3 mg, 

glycopyrrolate 0.2 mg을 마취  30분 에 근주하고 수술장 

도착 후 비침습  압, 심 도, 맥박 산소 포화도의 감시

를 시작한 후 마취 유도를 해 propofol 2 mg/kg, rocuro-

nium 1 mg/kg을 정주하고 마스크 환기를 실시한 후 기 내 

삽 을 실시하 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32−36 

mmHg가 되도록 호흡수와 일회 호흡량을 조 하 다. 마취 

유지는 산소 1.5 L/min. 아산화질소 1.5 L/min, sevoflurane 

1.5−2.5 vol%로 하 다. 

  수술 종료 10분 에 술자에 의해 0.75% ropivacaine을 생

리식염수로 희석하여 만든 0.5% ropivacaine 20 ml을 강 

내에 주입하고 경막외 카테터(epidural catheterization set, 

Arrow Co, USA)를 강 내의 수술 부 에 삽입하고 삽입

구를 합하 다. 1군(0.5% ropivacaine), 2군(0.5% ropivacaine 

＋ fentanyl), 3군(0.5% ropivacaine ＋ fentanyl ＋ ketorolac)으

로 나  후 이들 약물을 자가통증조 장치(AutoMed 3200Ⓡ, 

AceMedical, 한국)을 이용하여 2 ml/hr의 주입속도로 2일에 

걸쳐 지속 주입하 다. 지속  자가통증조 장치 단추를 

를 때 일시 주입량은 0.5 ml, 폐쇄 간격은 15분으로 하 다. 

  통증의 정도는 시각통증등 (visual analogue scale, VAS)을 

이용하여 통증이  없는 상태를 0, 가장 통증이 심한 상

태를 10으로 하여 환자에게 10 cm 자에 직  본인의 통증

을 표시하도록 하 으며, 수술 후 2, 6, 12, 24, 48시간째에 

평가하도록 하 다. 

  각 군에서 어지러움, 시력장애, 두통, 경련과 같은 국소마

취제의 합병증이나 가려움증, 구역, 구토, 진정, 호흡억제와 

같은 마약류의 합병증, 신 기능장애, 지 장애와 같은 비스

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의 합병증을 조사하 다. 한 추가

으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 pethidine HCl 25 mg을 근주

하고 그 횟수를 조사하 다. 모든 측정값은 평균 ± 표 편

차로 표시하 고 통계학  검정은 SPSS 13.0 version을 이용

하 으며, 세 군 간의 시간에 따른 VAS의 비교는 Kruskal- 

Wallis test를 통한 비모수 검정법을 사용하 고 세 군 간의 

연령, 체 , 신장, 추가  진통제의 투여 횟수의 비교는 One- 

way ANOVA, 성별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했다. 모

든 통계에서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

으로 간주하 다. 



 Kim et al： 강 내 약물의 지속  주입 시 진통효과

305

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1 Group 2 Group 3

(n = 10) (n = 10) (n = 10)

  Age (yr)  41.9 ± 13.9  47.7 ± 8.9   41.5 ± 12.3

  Sex (M/F)  7/3   7/3   7/3

  Weight (kg) 67.8 ± 8.2  64.2 ± 9.2  65.4 ± 7.8

  Height (cm)  168 ± 9.7 164.7 ± 7.3 166.7 ± 8.3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1: 0.5% ro-

pivacaine, Group 2: 0.5% ropivacaine with fentanyl 10 μg/kg, 

Group 3: 0.5% ropivacaine with fentanyl 10 μg/kg and ketorolac 

150 mg.

Table 2. Postoperative Visual Analogue Scale

Group 1 Group 2 Group 3

(n = 10) (n = 10) (n = 10)

 2 hr 6.9 ± 0.6 (6−8)  4.0 ± 0.9 (2−5)
c)

2.8 ± 0.9 (2−5)
a,b)

 6 hr 4.5 ± 0.9 (3−6)  2.8 ± 0.6 (2−4)
c)

1.7 ± 0.5 (1−2)
a,b)

 12 hr 3.2 ± 0.6 (2−4)  2.3 ± 0.5 (2−3)
c)

1.3 ± 0.5 (1−2)
a,b)

 24 hr 2.0 ± 0.0 (2−2) 1.9 ± 0.3 (1−2) 0.8 ± 0.6 (0−2)
a,b)

 48 hr 1.0 ± 0.0 (1−1) 1.0 ± 0.0 (1−1) 0.4 ± 0.5 (0−1)
a,b)

Values are mean ± SD (range). Group 1: 0.5% ropivacaine, Group 

2: 0.5% ropivacaine with fentanyl 10 μg/kg, Group 3: 0.5% ropi-

vacaine with fentanyl 10 μg/kg and ketorolac 150 mg. 
a)
P ＜ 0.05 

compared to group 1 in group 3, 
b)

P ＜ 0.05 compared to group 

2 in group 3, 
c)
P ＜ 0.05 compared to group 1 in group 2.

Fig. 1. Sequential changes of VAS (visual analog scale) score of 

three groups after operation. Values are mean ± SD. Group 1: 

0.5% ropivacaine, Group 2: 0.5% ropivacaine with fentanyl 10 μ

g/kg, Group 3: 0.5% ropivacaine with fentanyl 10 μg/kg and ke-

torolac 150 mg. 
a)
P ＜ 0.05 compared to group 1 in group 3, 

b)
P 

＜ 0.05 compared to group 2 in group 3, 
c)
P ＜ 0.05 compared to 

group 1 in group 2.

Table 3. Frequency of Pethidine HCl 25 mg Used Postoperatively

Group 1 Group 2 Group 3

(n = 10) (n = 10) (n = 10)

  POD 1D 4.4 ± 0.7   3.0 ± 0.5
c)

  2.0 ± 0
a,b)

Values are mean ± SD. Group 1: 0.5% ropivacaine, Group 2: 

0.5% ropivacaine with fentanyl 10 μg/kg, Group 3: 0.5% ropiva-

caine with fentanyl 10 μg/kg and ketorolac 150 mg. 
a)
P ＜ 0.05 

compared to group 1 in group 3, 
b)
P ＜ 0.05 compared to group 

2 in group 3, 
c)
P ＜ 0.05 compared to group 1 in group 2.

결      과

  제 1군의 평균 연령은 41.9 ± 13.9세, 제 2군의 평균 연령

은 47.7 ± 8.9세, 제 3군의 평균 연령은 41.5 ± 12.3이고 각

각의 남녀 비율은 모두 7/3이고 제 1군의 평균 체 은 67.8 

± 8.2 kg, 제 2군의 평균 체 은 64.2 ± 9.2 kg, 제 3군의 평

균 체 은 65.4 ± 7.8 kg이고 제 1군의 평균 신장은 168 ± 

9.7 cm, 제 2군의 평균 신장은 164.7 ± 7.3 cm, 제 3군의 평

균 신장은 166.7 ± 8.3 cm으로 각 군 간의 연령, 성별, 체

, 신장은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수술 후 통증의 평가에서 VAS는 제 1군에서는 6.9 ± 0.6 

(수술 후 2시간), 4.5 ± 0.9 (수술 후 6시간), 3.2 ± 0.6 (수술 

후 12시간), 2.0 ± 0.0 (수술 후 24시간), 1.0 ± 0.0 (수술 후 

48시간)이고 제 2군에서는 4.0 ± 0.9 (수술 후 2시간), 2.8 ± 

0.6 (수술 후 6시간), 2.3 ± 0.5 (수술 후 12시간), 1.9 ± 0.3 

(수술 후 24시간), 1.0 ± 0.0 (수술 후 48시간)이고 제 3군에

서는 2.8 ± 0.9 (수술 후 2시간), 1.7 ± 0.5 (수술 후 6시간), 

1.3 ± 0.5 (수술 후 12시간), 0.8 ± 0.6 (수술 후 24시간), 0.4 

± 0.5 (수술 후 48시간)이었다. 각 군 간의 비교에서 2 군에

서는 1군에 비해 수술 후 2, 6, 12시간에 통계학 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 고(P ＜ 0.05) 수술 후 24시간 이후에는 1

군과 차이가 없었다. 3군에서는 모든 시간에서 1군에 비해 

통계학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고(P ＜ 0.05) 2군과의 비

교에서도 모든 시간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Table 2, Fig. 1).

  추가 인 진통제의 투여 횟수는 모두 수술 후 1일째에 

필요하 고 제 1군에서는 4.4 ± 0.7회, 제 2군에서는 3.0 ± 

0.5회, 제 3군에서는 2.0 ± 0.0회이었고 수술 2일째부터는 

추가 인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았다. 각 군 간의 비교에서 

2군에서는 1군에 비해 수술 후 1일째 통계학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고(P ＜ 0.05) 3군에서는 수술 후 1일째 1군에 

비해 통계학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고(P ＜ 0.05) 2군과

의 비교에서도 수술 후 1일째 통계학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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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군에서 어지러움, 시력장애, 두통, 경련과 같은 국소마

취제의 합병증이나 구역, 구토, 진정, 호흡억제와 같은 마약

류의 합병증, 신 기능장애, 지 장애와 같은 비스테로이드

성 항염증약물의 합병증은 찰되지 않았다. 한 카테터의 

삽입으로 인한 수술부 의 염증은 없었다.

고      찰

  강 내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여 통증조 을 하는 기

은 통각수용 일차 구심 도(nociceptive primary afferent)에

서 Na＋채 을 차단하여 통증 달을 막는 것이다. 한 Li

등은 [9] bupivacaine이 통각수용성 신경 달물질인 substance 

P의 수용체 결합을 방해한다고 하 다. 이런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Mallon과 Thomas는 [7] 견 성형술(acromioplasty)

을 경으로 시행받는 환자에서 수술 종료 에 견 하

에 0.25% bupivacaine 15−20 ml를 주입한 후 2% lidocaine을 

2 ml/hr의 속도로 지속 주입하여 통증 감소를 보고하 고 

Savie등은 [10] 견 경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강 내의 

수술 부 에 0.25% bupivacaine을 2 ml/hr 속도로 지속 주입

하여 통증 감소를 보고하 다. Yamaguchi 등은 [11] 약제가 

강 내에 더 오래 머물면서 액으로 bupivacaine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기 해 epinephrine을 첨가한 0.25% bupi-

vacaine 투여로 통증 감소를 보고하 다.

  최근에는 bupivacaine과 비교하여 비슷한 약동학  특성을 

갖으나 bupivacaine에 비해 수축성이 좋고 [12] 추신경

계와 심장의 친화성이 떨어지고 보다 낮은 음성 변력을 가

져 심독성이 떨어지는 ropivacaine이 사용된다 [13]. 재까

지 견 경 수술 후 강 내에 ropivacaine의 지속  투

여 시 정 농도와 주입 속도에 한 연구가 어 이를 임

상 으로 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 Harvey 등은 [14] 

경 하에 견 하 감압술을 시행받는 환자에게 0.2% ropiva-

caine을 2 ml/hr의 속도로 주입 시는 효과가 고 5 ml/hr의 

속도로 지속 주입하여 통증이 감소한다고 하 고 Park과 

Chung의 연구에서는 [15] 수술 종료 시 강 내에 높은 

농도인 0.75% ropivacaine을 주입한 후 카테터를 통해 ropi-

vacaine의 농도를 달리한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

서는 0.2%의 농도로 2 ml/hr의 속도로는 효과가 음을 보

인  연구를 참고로 높은 농도의 ropivacaine이 빠른 속도

로 과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해  두 연구의 

간인 0.5%의 농도로 2 ml/hr의 속도로 주입하여 조군으

로 삼았다. 군 간 비교에서 1군에서 수술 후 2시간의 VAS

가 6.9로 다른 군에 비해 높은 것은 다른 약물들의 신  

흡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ropivacaine 단독으로는 수술 기

에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 내에 약물 주입 시 마약류 단독보다는 국소마취

제 단독의 주입이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 그

러나 마약류를 혼합투여하면 국소마취제의 사용량을 일 

수 있고 효과도 더 좋다는 보고들도 있다 [17,18]. 마약류가 

통각수용 일차 구심 도의 활동성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마약류의 말  수용체의 발견 이후에 강 내 

투여의 진통효과에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19-23]. 

 내로 마약류를 투여하여 진통효과가 일어나는 기 은 

조직에 염증이 있을 때 마약류의 말  수용체의 활성이 일

어나 마약류를 투여하면 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고 이 

부 에 마약류가 결합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24]. 

Barber와 Herbert의 [25] 연구와 Park 등의 [17] 연구에서 

0.5% bupivacaine에 morphine을 첨가하여 통증 감소를 보고

하 다. Tetzlaff 등은 [18]  회 근개 수술 시 사각근

간 차단 후 수술 종료 에 bupivacaine에 morphine, fentanyl, 

sufentanil을 각각 섞어 투여하여 morphine이 가장 우수한 통

증 감소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는데 이때 morphine보다 

강력한 fentanyl, sufentanil이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한 것은 지방용해도가 높은 이들 약물이 주  조직으로 빠

르게 흡수되어 사각근간 차단으로 그 효과가 상쇄되는데 

반해 morphine은 지방용해도가 낮아 강 내에 더 오래 

남아있어 그 효과가 지속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소

에 고농도의 morphine을 투여하는 경우 고농도의 histamine

을 분비를 유도하여 오히려 통증을 증가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26]. 반면 fentanyl은 morphine보다 진통효과가 강하고 

지질용해도가 크고 histamine을 분비하지 않는 장 이 있고 

말 조직의 투여에서도 진통효과를 보인다 [20,27]. 이런 

fentanyl의 특성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ropivacaine 단독

인 1군에 비해 fentanyl을 혼합한 2군이 수술 후 2, 6, 12시

간에서 통증 감소를 보 다. 한 추가  진통제의 요구량

도 었다. 이는 fentanyl의 신  흡수에 따른 효과를 배

제할 수는 없지만 통증이 가장 심한 수술 기에 지방용해

도가 높은 fentanyl을 강 내에 병용 투여함으로써 통증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 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은 추와 말 에 많은 향

을 미치는데 이들 부분은 prostaglandin 합성의 억제에 의

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28]. 주로 신 으로 투여하

나 신 으로 투여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이기 해 

은 용량으로 국소 으로 투여하려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29] 강 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0-33].

  Ketorolac은 강력한 진통효과와 우수한 수용성을 갖고 있

으며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과 달리 주사 시 조

직에 자극 이지 않다 [34]. 한 높은 단백질과 조직 결합

력을 갖고 있어 강 내의 윤활액에 오래 머무를 수 있

고 [35] 염증반응 시 연골 분해를 야기하는 cytokine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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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eukin-1의 유리를 방해한다 [36]. Reuben과 Connelly는 

[30] 슬 경 수술 시 강 내로 0.25% bupivacaine을 투

여했을 때 강 내로 ketorolac 60 mg을 동시에 투여한 

군이 정맥 내로 ketorolac 60 mg을 투여한 군보다 통증 감

소가 뛰어나 ketorolac의 신  투여보다 강 내 투여의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Convey 등은 [31] 슬 경 수술에서 

강 내로 ketorolac 5 mg 투여와 정맥 내로 ketorolac 10 

mg가 동등한 통증 감소를 나타내어 강 내로 투여되는 

ketorolac의 용량을 이고자 하 다. Gupta 등은 [32] 슬

경 수술 시 강 내로 morphine 3 mg을 투여한 군, ke-

torolac 30 mg을 투여한 군, ketorolac 60 mg을 투여한 군, 

ketorolac 30 mg과 morphine 3 mg을 투여한 군의 비교에서 

ketorolac과 morphine을 혼합한 군이 가장 뛰어난 통증 감소

를 보여 이들 약제간의 상승작용을 제시했다. Vintar 등 [33]

은 슬 경 수술 시 ropivacaine, morphine을 강 내로 

혼합 투여한 군과 ropivacaine, morphine, ketorolac을 혼합 투

여한 군과의 비교에서 통증 감소는 비슷했으나 추가  진

통제의 요구량은 ketorolac을 혼합한 군이 더 어 강 

내로 ketorolac 혼합이 더 우수함을 보고하 다.

  슬 에 ketorolac을 투여하는 보고들은 많으나 아직까지 

견 에 투여한 보고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opi-

vacaine, fentanyl에 ketorolac을 혼합하여 강 내로 투여한 

3군에서 1군과 2군에 비해 수술 기부터 뛰어난 통증 감

소를 보 고 추가  진통제 요구량도 감소함을 보 다. 

Convey등의 [31] 연구에서 슬 강 내에 ketorolac 5 mg 투

여가 정맥 내로 10 mg을 투여와 동일한 효과를 보인 것처

럼 본 연구에서 견 강 내에 2 ml/hr의 주입속도로 수술 

기부터 소량의 ketorolac이 통증 감소에 뛰어난 효과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환자가 스스로 자가통

증조 장치의 단추를 를 때 들어가는 일시 주입량의 횟

수를 기록하 다면 좀 더 정확한 ketorolac의 용량을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 추가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 

pethidine HCl 25 mg을 근주하 는데 통계학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의 약효가 강 내로 투여된 약

물보다 뛰어나지 않고 강 내로 투여된 약물의 효과에 

상쇄되어 추가  진통제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

다. 다만 그 횟수의 많고 음으로 군 간 통증 감소의 비교

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etorolac은 정주 는 근주의 하루 최  사용량은 

정상 성인의 경우 90 mg을 과하지 말고 비경구  투여의 

최  기간은 2일을 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Ketorolac도 다른 부분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처럼 

비특이 으로 cyclo-oxygenase의 효소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

에 장 계와 신장의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고 액 응고 

과정에서 소  응집에 여하는 cyclo-oxygenaseⅠ의 효소 

작용으로 생성된 thromboxane A2의 생성을 방해하여 소  

응집을 방해할 수 있어 수술 부 의 출 을 조장할 가능성

이 있다. 한 다른 약제와 혼합할 경우 물리  는 화학

 반응에 의해 침 이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nalbuphine 

HCl과 혼합 시 심한 침 이나 혼탁이 유발된다고 한다 

[37]. 본 연구에서 ropivacaine과 fentanyl의 혼합 시 침 이나 

혼탁은 찰되지 않았다. 강 내로 투여된 ketorolac 150 

mg의 설정은 본 병원에서 시행하는 정맥 내 지속  자가통

증조 의 기본 용량을 기 으로 삼았다. 앞서 말한 연구들

에 비해 다소 많은 양이라 생각되지만 앞의 연구들은 일회 

투여이었고 본 연구는 2일간에 걸친 지속  투여라  

내 농도가 격히 증가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수술 부

의 출 , 신기능 장애, 침  형성 등의 약물의 합병증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약물의 용량을 이려는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수술 부 를 

견 하와 강 내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으로 강 

내의 수술 부 로 명명하여 연구를 시행하 다. 비록 같은 

견 경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수술 부 와 수술명에 따

라 통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으로 견 경 수술 후 야기되는 심한 통증을 ropi-

vacaine, fentanyl, ketorolac의 강 내의 수술 부 에 지속

으로 주입함으로써 수술 후 기부터 감소시킬 수 있음

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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