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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물에서 척수강내로 투여된 neostigmine은 뇌척수액내에 

acetylcholine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진통 효과를 보여 주었

다.1,2) 또한 인간에서 척수강내로 투여된 neostigmine은 척수

의 후각에 존재하는 무스카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통 효

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3) 척수강내로 투여된 neostig-

mine은 10-100μg에서 용량에 관계없이 진통 효과를 나타내

지만, 용량 의존적으로 부작용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

며,4-7) 이 부작용 중 심한 오심이나 구토의 발생은 neostig-

mine의 임상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경막외강으로 투여된 neostigmine은 부작용인 오심

의 발생을 증가하지 않고 진통 작용을 보여 주었다는 보고

도 있다.8-10) 또한 수술 자극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막외강에 투여된 neostigmine이 효과적인 진통 작용을 나

타내는 용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형외과 수술 

환자에서 경막외강으로 투여된 neostigmine 1, 2, 4μg/ kg은 

용량에 관계없이 진통 효과를 나타내었으나,8) 자궁절제술 

환자에서 경막외강으로 bupivacaine과 함께 투여한 neo-

stigmine 5μg/kg에서는 진통 작용이 없었고, neostigmine 10μ

g/kg에서 약간의 진통 작용을 보여 주었다.10)

  수술 자극이나 술 후 통증은 catecholamine과 cortisol과 같

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와 insulin 분비를 억제하여 혈당

치의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호르몬들의 변화를 

측정하여 침해성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의 정도와 진

통제의 항침해성에 대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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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ntrathecal or epidural neostigmine has a postoperative analgesic effe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s 

of epidural neostigmine on postoperative analgesia and stress responses after gastrectomy.

  Methods:  Eighty, ASA physical status 1 or 2, patients scheduled for gastrectom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n = 20) 

of four groups.  Patients received 5 ml of 0.25% bupivacaine with either saline (N0 group), neostigmine 5μg/kg (N5 group), 

neostigmine 10μg/kg (N10 group), neostigmine 15μg/kg (N15 group) epidurally 30 minutes before operation.  All patients received 

identical general anesthesia.  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 was provided by bupivacaine (0.05%) and fentanyl (4 

μg/ml) for postoperative analgesia.

  Results:  The N10 and N15 groups showed reduced 24-h PCEA consumptions compared with the N0 and N5 groups (P ＜ 

0.05).  No differences in visual analog pain scores at rest or during movement were observed between the groups.  The con-

centrations of plasma cortisol, epinephrine, norepinephrine and glucose did not differ among the four groups, and their incidences 

of postoperative adverse effects were similar. 

  Conclusions:  Epidural neostigmine 10 and 15μg/kg in bupivacaine produced a postoperative analgesic effect, but did not 

suppress stress responses after gastrectomy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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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하복부 수술 환자에서 술 전에 경막외강으로 투여한 

neostigmine 300μg은 혈장 cortisol치의 증가를 술 후 초기에 

억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전신마취하에 위절제술을 받는 환자를 대

상으로 술 전에 경막외강으로 bupivacaine과 함께 투여된 

neostigmine의 용량에 따른 술 후 진통 작용, 부작용 및 스

트레스 반응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 관하여 동아대학교병원 윤리위원회로부터의 

승인 하에 환자에게 허락을 얻었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급 1 또는 2에 해당하고, 나이 40-65세인 위절제술을 받는 

80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20명씩 4군으로 나누었다. 

모든 환자에서의 수술은 아침 첫 수술로 이루어졌다. 환자

의 분류와 자료의 수집은 마취와 치료의 과정에 관계하지 

않은 의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술 전에 환자에게 술 후 통

증에 대한 10 cm 시각등급(visual analog scale, VAS)을 이용

한 통증 평가 방법 및 경막외 자가통증조절(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과 주입기의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

을 시켰다.

  모든 환자에게 opioid제제나 진정제의 전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전신마취 전에 환자를 좌위에서 18 G Touhy침으로 

제 8-9 또는 9-10 흉추간을 통하여 저항소실법을 이용하

여 경막외강을 확인한 후, 경막외강내로 도관을 3-4 cm 정

도 두부쪽으로 거치하 다. 1：200,000 epinephrine이 첨가된 

1% lidocaine 3 ml를 검사 용량으로 경막외강에 주입하 다. 

Neostigmine 0μg/kg (N0군), 5μg/kg (N5군), 10μg/kg (N10군), 

15μg/kg (N15군)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총 5 ml가 되게 

한 후, 이 용액을 0.5% bupivacaine 5 ml와 함께 경막외강으

로 수술 시작 30분 전에 주입하 다.

  마취의 유도는 propofol 2 mg/kg 정맥 투여로 한 후, 

succinylcholine 1.5 mg/kg 정맥 투여로 기관내 삽관을 실시

하 다. 마취의 유지는 O2 2 L/min와 N2O 2 L/min와 함께 

enflurane 1.0-2.5%로 하 으며, vecuronium 0.05 mg/kg 정맥 

투여로 근육 이완을 유지하 다. 수술이 끝난 후 흡입마취

제 투여를 중단하 으며, 근육 이완의 반전을 위한 어떤 약

물도 사용하지 않았다. 

  Fentanyl 4μg/ml이 함유한 0.05% bupivacaine 용액을 PCEA

장치(PROVIDER 5500Ⓡ, Abott, USA)를 통하여 경막외강용 

도관에 연결하 다. 수술이 끝난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

어 환자가 진통제를 요구할 때에 PCEA 용액 4 ml를 부하

량으로 먼저 투여하 다. 그 후 PCEA 용액을 지속 주입량 

2 ml/h, 폐쇄시간 10분, 일회 요구량 4 ml로 하 다. 술 후 

1, 2, 6, 24, 48시간째에 환자를 방문하여 VAS를 이용한 통

증 평가, PCEA의 사용량, 부작용 등을 관찰하 다. 술 후 

오심이나 구토, 기면, 소양증,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

의 정도를 없음, 경도, 중등도, 심함의 4단계로 나누어 평가

하 다.

  또한 연구 약물 투여 전, 수술 시작 후 2시간, 수술 종료 

직후, 수술 종료 후 24시간째에 요골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혈장 cortisol, epinephrine, norepinephrine은 면역 형

광법을, 혈당치는 glucose stick (Accutrend GCrⓇ, Boehringer,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통계적 비

교는 환자의 특성 자료, PCEA를 처음 사용한 시간, PCEA 

사용량은 일원분산분석으로 하 고, 부작용의 빈도는 chi- 

square test로 하 으며, VAS 통증 점수, 혈장 cortisol, epine-

phrine, norepinephrine 및 혈당치는 반복측정을 위한 분산분

석으로 하 다. P ＜ 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 다.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N0 Group N5 Group N10 Group N15
(n = 20) (n = 19) (n= 19)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12/8 13/6 12/7 13/7

Age (yr)  55.3 ± 8.8  48.1 ± 10.1  53.3 ± 7.2  53.2 ± 8.5

Height (cm) 163.7 ± 8.3 166.1 ± 9.3 164.1 ± 10.1 163.5 ± 8.5

Weight (kg)  61.2 ± 8.8  60.1 ± 7.3  62.8 ± 11.9  62.7 ± 6.3

Surgical time
214.5 ± 28.7 209.5 ± 32.4 202.4 ± 32.4 207.8 ± 22.4

 (min)

Anesthetic time
255.5 ± 32.4 251.0 ± 35.7 248.5 ± 36.8 261.5 ± 37.2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N0, N5, N10 and N15: neostigmine 0, 5, 10 and 15μg/kg in 0.25% bupivacaine 10 m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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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경막외강의 도관의 거치 실패로 N10군에서 1명과 경막외

강 도관의 초기 제거로 N5군에서 1명이 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환자의 나이, 성별, 체중, 신장, 수술 시간, 마

취 시간에 있어서 네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안정시와 기침 시의 VAS에 있어서 술 후 1, 2, 6, 24, 48

시간째의 측정치는 네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처음 진통제를 요구한 시간도 네 군 간에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첫 24시간 동안 PCEA 사용량은 N10군과 N15군

에 있어서 N0군과 N5군에 비해 적었다(P ＜ 0.05)(Table 3). 

  N15군에서 2명이 혈액 검체상의 문제로 혈장 epinephrine, 

norepinephrine, cortisol 및 혈당치를 측정하지 못하 다. 혈

장 epinephrine와 norepinephrine 농도는 네 군 모두에서 마취 

시작 전의 기준치에 비해 수술 중과 수술 직후에 증가하

으며(P ＜ 0.05), 술 후 24시간째에 최고를 나타내었다(P ＜ 

0.05). Cortisol과 혈당치는 네 군 모두에서 기준치에 비해 

수술 중과 수술 직후에 증가하 으나(P ＜ 0.05), 술 후 24

시간째에는 정상 범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혈장 epineph-

rine, norepinephrine, cortisol 및 혈당치는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직후, 수술 후 24시간째의 각 시간대에 있어서 네 군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술 후 오심 및 구토, 소양증, 기면 등의 부작용은 발생의 

빈도와 정도에 있어서 네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고      찰

  척수강에 투여된 neostigmine은 뇌척수액내에 acetylcholine

의 농도를 증가시켜, 척수 후각에 존재하는 무스카린 M1과 

M3 수용체13) 및 니코틴 수용체에14) 작용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척수강내의 neostigmine은 두부쪽

Table 2. Postoperative Pain Scores on Visual Analog Scal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h 2 h 6 h 24 h 48 h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S (cm) 

Resting

 N0 5.0 ± 1.5 3.6 ± 1.1 3.3 ± 1.3 1.9 ± 1.0 1.6 ± 1.0

N5 4.7 ± 1.8 3.3 ± 1.8 2.7 ± 1.3 1.7 ± 1.1 1.0 ± 1.0

N10 4.0 ± 1.1 3.5 ± 1.8 3.0 ± 1.5 1.9 ± 1.6 1.1 ± 1.1

N15 3.8 ± 1.2 3.7 ± 0.8 2.9 ± 1.0 1.9 ± 1.1 1.3 ± 1.0

Coughing

N0 6.5 ± 1.4 5.4 ± 1.3 4.6 ± 1.5 3.5 ± 1.1 2.9 ± 1.3

N5 6.3 ± 2.1 5.1 ± 2.2 4.5 ± 1.6 3.7 ± 1.9 2.7 ± 1.3

N10 6.0 ± 1.0 5.1 ± 1.0 4.3 ± 1.2 3.2 ± 1.2 2.8 ± 1.0

N15 6.1 ± 0.7 5.7 ± 1.0 4.4 ± 0.6 3.4 ± 1.2 2.4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VAS: visual analog scale. Group N0, N5, N10 and N15: neostigmine 0, 5, 10 and 15μg/kg in 0.25% 

bupivacaine 10 ml, respectively.

Table 3. Postoperative 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N0 Group N5 Group N10 Group N15
(n = 20) (n = 19) (n = 19) (n =1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ime to start of PCEA (min)  25.8 ± 9.6  24.8 ± 10.2  33.6 ± 12.2  30.4 ± 15.2

PCEA drug consumption (ml)

First day 104.1 ± 5.2 103.5 ± 6.3  79.7 ± 21.4*  77.6 ± 19.9*

Second day  95.2 ± 6.4  89.7 ± 13.5  85.1 ± 20.1  91.1 ± 10.7

Total dose 199.2 ± 6.1 193.2 ± 13.7 164.8 ± 34.2* 168.0 ± 25.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N0, N5, N10 and N15: neostigmine 0, 5, 10 and 15μg/kg in 0.25% bupivacaine 10 ml, 

respectively. PCEA: 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 P ＜ 0.05 compared with the group N0 and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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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하여 상부 척수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심

성 콜린의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경막외강으로 

투여한 고량의 neostigmine은 혈관을 통한 전신 흡수로 인하

여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복부 수술에서 술 전에 경막외강내로 

투여된 neostigmine의 용량에 따른 술 후 진통 작용, 부작용 

및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척수

강에 투여된 neostigmine은 정형외과 수술,4) 자궁절제술,5) 제

왕절개술6,7) 후 진통 작용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척수강내

로 투여된 neostigmine이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에서 오

심과 구토를 높은 빈도로 일으키므로, 척수강내 neostigmine

은 술 후 진통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막외강에 투여된 neostigmine은 오심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서 술 후 진통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보고가 있다. Naka-

yama 등은10) 자궁절제술을 받는 환자에서 술 후에 경막외

강으로 bupivacaine과 함께 투여된 neostigmine 10μg/kg은 진

통 작용을 나타내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위절제술을 

받는 환자에서 술 전에 경막외강으로 bupivacaine과 함께 투

여된 neostigmine 10μg/kg과 15μg/kg은 술 후 진통제 사용량

을 감소시켰다. 

  경막외강에 투여된 neostigmine에 대한 용량과 진통 작용

에 대하여는 다른 보고들이 있다. 정형외과의 고관절 수술

에서 경막외강 1-4μg/kg (65-265μg)은 용량에 관계없이 8시

간이상 진통 작용을 나타내었다고 하 고,8) 자궁절제술 후

에 경막외강으로 neostigmine 5μg/kg의 사용은 진통 효과가 

없었으나 10μg/kg을 사용한 경우에는 진통 작용이 2시간 정

도 연장되었다고 하 다.10) 또한 경막외강으로 투여된 

Table 4.　Changes of Plasma Catecholamine, Cortisol, and Glucos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1 T2 T3 T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pinephrine (pg/ml)

 N0  41 ± 16  49 ± 18*  50 ± 17*  62 ± 37*

 N5  47 ± 22  58 ± 19*  53 ± 18*  87 ± 34* 

N10  39 ± 16  49 ± 21  67 ± 26*  77 ± 32*

N15  42 ± 19  53 ± 22  58 ± 19*  62 ± 30*

Norepinephrine (pg/ml)

 N0 189 ± 89 178 ± 83 199 ± 77 222 ± 98*

 N5 176 ± 126 186 ± 117 194 ± 112 260 ± 133*

N10 134 ± 97 169 ± 99* 216 ± 113* 237 ± 129*

N15 166 ± 92 183 ± 95 215 ± 93* 227 ± 112*

Cortisol (μg/dl)

 N0  22 ± 8  29 ± 8*  37 ± 7*  25 ± 11

 N5  18 ± 6  30 ± 9*  35 ± 9*  20 ± 9

N10  23 ± 9  33 ± 9*  36 ± 11*  27 ± 13

N15  20 ± 9  27 ± 13*  31 ± 12*  22 ± 13

Glucose (mg/dl)

 N0 122 ± 13 137 ± 14* 144 ± 10* 132 ± 21

 N5 130 ± 17 135 ± 13 147 ± 19* 135 ± 17

N10 125 ± 21 133 ± 19* 144 ± 20* 133 ± 22

N15 116 ± 12 127 ± 13* 138 ± 12* 122 ±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T1: before anesthesia, TI: 2 hours after beginning of surgery, T3: at the end of surgery, and T4: 24 

hours after the end of surgery. Group N0, N5, N10 and N15: neostigmine 0, 5, 10 and 15μg/kg in 0.25% bupivacaine 10 ml, respectively. 

*: P ＜ 0.05 compared with T1 within each group.

Table 5. Incidence of Postoperative Side Effec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N0 Group N5 Group N10 Group N15
(n = 20) (n = 19) (n = 19)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ONV 5 6 7 6

Somnolence 4 6 7 7

Pruritus 2 1 3 2

Respiratory
0 0 0 0

 depress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Group N0, N5, N10 and N15: 

neostigmine 0, 5, 10 and 15μg/kg in 0.25% bupivacaine 10 ml, 

respectively.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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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tigmine에 대하여 Chung 등은9) 1-3μg/kg에서도 자궁절제

술 후 우수한 진통 효과를 보여 주었다고 하 으나, Kaya 

등은15) 75-300μg에서 제왕절개술 후 경미한 진통 효과를 나

타내었다고 하 다. 또한 Kirdemir 등은16) 상복부 수술에서 

술 전에 bupivacaine과 함께 투여된 neostigmine 500μg은 

VAS 통증 점수와 진통제 사용량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에

서는 위절제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술 전에 경막외강

으로 neostigmine을 투여하 는데 용량에 관계없이 처음으로 

진통제를 요구한 시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neostigmine 10μg/kg (400-630μg)과 15μg/kg (600-900μg)에서 

술 후 첫 24시간 동안의 진통제 사용량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경막외강으로 투여된 neostigmine에 의

한 상복부 수술에 있어서 통증 억제는 하지 수술, 자궁절제

술, 제왕절개술에 있어서 통증 억제보다는 덜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이런 여러 보고들에 의한 결과의 차이는 

neostigmine의 술 전 투여와 술 후 투여, 수술 부위에 따른 

자극의 정도, 약물이 투여된 경막외강의 위치, 술 후에 보

조 진통제의 투여 방법 등 여러 인자들이 향을 준 것으

로 사료된다.
  Norman과 Fink는17) 복부 대동맥류 수술 환자에서 전신마

취와 경막외마취를 병용하 을 때에도 catecholamine, corti-

sol, interleukin-6 등은 수술 후 24-48시간에도 증가하 으

며, 경막외 차단으로는 침해성 자극이 큰 수술에 의한 신경

호르몬 반응을 억제시키지 못하 다고 하 다. 하복부 수술 

환자에서 술 전에 경막외강으로 투여한 neostigmine 300μg은 

대조군에 비하여 혈장 cortisol치의 증가는 술 후 초기에만 

억제되었다고 하 는데,12) 상복부 수술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neostigmine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catechola-

mine, cortisol 및 혈당치의 측정치는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전신마취와 함께 경막외강에 투여된 

bupivacaine의 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경막외강에 투여된 

neostigmine 10μg/kg 또는 15μg/kg은 수술 자극이나 통증 등

의 스트레스에 대한 호르몬-대사 반응을 억제시키기는 충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척수강내 투여된 neostigmine은 술 후 진통 효과를 보이지

만 심한 오심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흔히 발생하여 임상

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막외강

으로 투여된 neostigmine은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키지 않았

다.8-10,15,16) 본 연구에서 경막외강에 투여된 neostigmine 5-15μ

g/kg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대조군과 비교할 때 술 후 오

심과 구토의 발생 빈도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 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발생에 향을 줄 

수 있는 fentanyl이 neostigmine군에서 대조군보다 적게 사용

되었다. 따라서 경막외강에 투여된 neostigmine이 오심과 구

토의 정도나 발생 빈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숫자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수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가능

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위절제술 전에 bupivacaine과 함께 경막외강으

로 투여된 neostigmine 10μg/kg과 15μg/kg은 bupivacaine 단독

이나 neostigmine 5μg/kg과 함께 투여된 경우에 비하여 술 

후 진통제의 사용량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스트레스 반응으

로서의 혈장 epinephrine, norepinephrine, cortisol 및 혈당치의 

증가는 억제시키지는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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