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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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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정맥, 경막외 등의 경로를 이용하

여 마약제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특히 경막외 투여 시에는 국소마

취제를 혼합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마

약제제의 지질 용해도의 차이에 따라 경막외 투여 시 진통효과나 진

정효과 등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의 발현 시간과 진통을 나타내는 

척추분절의 분포 비율 또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약물

의 진통효과와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더불어 달라진다.  즉, 지질 용

해도가 낮은 마약제제를 사용하면 척수강내로 흡수가 상대적으로 많

아 더 넓은 범위의 통각 신경을 중추신경 단계에서 차단하여 높은 진

통효과를 보이는 반면, 구역, 구토, 저혈압, 호흡저하, 졸림, 소양증 

등의 발현이 많게 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에 비해 중추신경계에 마약제제가 직접 작용 할 때 생길 수 있

는 자율신경 차단에 의한 혈 역학적 변화와 그 외 효과들에 따른 전

신적 영향들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ydromorphone은 

반 합성 마약제제로, morphine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지질용해도는 

fentanyl에 비해서는 높지만 morphine 보다는 낮은 중간 정도를 보

이고 있으므로 노인에서의 임상적 양상은 젊은 사람과는 다를 수 있

다.  

본 연구는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는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후 통증조절을 목적으로 hydromorphone과 0.1% ropivacaine 또는 

fentanyl과 0.1% ropivacaine 을 병용하여 시간당 5 ml의 속도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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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외 투여함으로써 급성기에 해당하는 술 후 24 시간 동안 두 약제간

의 임상 효과를 비교하였다.  통증의 정도는 0-100 점 크기의 VAS 

score로 측정, 비교하였으며, 부작용의 발생 정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호소 여부로 기록하였다.  수술 후 12 시간 및 24 시간에 측

정된 통증의 정도는 hydromorphone과 0.1% ropivacaine 을 투여 받

은 환자들이 fentanyl과 0.1% ropivacaine 을 투여 받은 환자보다 더 

우수한 진통효과를 보였으며 부작용의 발생 정도는 hydromorphone

과 0.1% ropivacaine 을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 수술 후 8 시간까지 

구역과 구토를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 소양감은 8 시간 이후부터 24 

시간까지 경미하고 일시적이지만 더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저혈압, 

호흡저하, 졸림 등의 발생빈도는 두 환자군 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

다.  

 

--------------------------------------------------------

핵심 되는 말: 경막외 통증 조절, 슬관절 전치환술, hydromor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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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민 경 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이이이    민민민민    휘휘휘휘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수술 후 급성기 통증의 조절을 위해 마약제제를 단독 1-3  또는 

국소마취제와 혼합하여 4-6 경막외로 사용되고 있다.  경막외로 

투여되는 마약제제 중 fentanyl 과 sufentanil 은 morphine 에 비해 

지질 용해도가 높아서 구역, 구토, 그리고 지연성 호흡저하와 같은 

전신적인 부작용의 발생이 적은 반면, 통증 조절의 효과는 카테터가 

위치한 척추분절에 다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7-10.   이와 

달리 지질용해도가 낮은 morphine 은 진통 효과가 경막외 카테터의 

위치에 영향을 덜 받고 카테터가 위치한 척추 분절에 국한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지연성 호흡저하, 소양증, 구역, 구토, 뇨저류 등의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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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morphone 은 반 합성 마약제제로 morphine 과 fentanyl 의 

중간 정도의 지질용해도를 가지며 15-17, 주로 산과 영역에서 분만 중 

또는 제왕절개술 후 진통조절을 위해 경막외로 투여하여 morphine 과 

비교하여 진통효과는 비슷하면서도 부작용은 낮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7,11,17.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는 환자들은 비교적 통증의 

부위가 하지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경막외로 투여되는 마약제제의 지질 용해도에 

따른 약리학적 효과 차이로 인해 술 후 환자의 상태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경막외 hydromorphone 의 임상적 

효과는 국내에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이번 연구에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후 통증조절 목적으로 경막외로 0.1% ropivacaine 과 

함께 투여되는 hydromorphone 과 fentanyl 의 임상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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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 I. I. I.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대상대상대상대상    

척추마취 하에서 편측 슬관절 전치환술이 예정된 60 에서 80 세의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1-3 군에 속하는 환자 8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

였으며 병원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대상 환자들 중 감염, 패

혈증, 응고장애,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의존 등 경막외 진통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2. 2. 2. 2.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준비준비준비준비    

모든 환자는 마취전 투약을 받지 않았으며 수술실 도착 후 비 

침습적 혈압계, 심전도, 맥박산소포화도의 감시 (PM 8060 Dräger, 

Lübeck, Germany)를 시작하였고 정질액을 8-10 ml/kg 투여하였다.  이 

후 측와위 상태에서 피부소독제로 도포 후 제 3/4 혹은 4/5 요추간 

위치에서 척추/경막외 겸용 17 gauge Tuohy needle을 사용하여 

저항소실법으로 경막외강을 확인하였다.  수술을 위한 마취 목적으로 

spinal needle 을 Tuohy needle 내강을 통하여 삽입하여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지주막 천자를 확인 하고 고비중 0.5% 

bupivacaine 10-12 mg 을 주입하여 척추마취를 시행하였다.  이 후 

spinal needle을 제거하고 Tuohy neelde의 사단이 환자의 두부를 

향하게 하고 20 gauge 경막외 카테터를 4-5 cm 진입시켰다.  카테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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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1% lidocaine 3 ml 와 1:200,000 epinephrine을 주입하여 

카테터가 척수내강이나 혈관 내로 들어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나나나나. . . . 시행시행시행시행    

수술이 시작된 후 대상환자 80 명을 무작위로 수술 후 경막외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마약제제에 따라 두 군(각각 40 명)으로 나누어, 한

군에는 5 μg/cc hydromorphone 과 0.1% ropivacaine 을 혼합하였고

(HR군), 나머지 군에는 1 μg/cc fentanyl 과 0.1% ropivacaine 을 혼

합하여(FR군) 두 군 모두 수술 종료 시 지속적 주입장치를 시작 하여 

5 ml/hr 로 48 시간에 걸쳐 경막외로 약물을 투여하였다.  

    

다다다다. . . . 경과경과경과경과    

수술 후 4 시간, 8 시간, 12 시간, 그리고 24 시간에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마취과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0 – 100 점 크기(0 = 

통증이 없는 경우, 100 =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의 VAS 

score 를 조사하였고, 구역, 구토, 소양감, 졸림, 저혈압,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기록하였다.   

수축기 혈압이 100 mmHg 이하의 저혈압, 분당 10 회 이하의 호흡 

저하, 또 환자가 치료를 요하는 구역, 구토, 소양감 등의 부작용 발생 

시에는, 일차적 치료를 하고 그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경막 

외로 약물의 투여를 중지하고 연구를 종료하였다.  

수축기 혈압이 100 mmHg 이하의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질액 

300 ml를 정맥주입하고 다시 혈압을 측정하여 저혈압이 지속될 때 

300 ml을 추가로 주입하여 3 분 뒤 저혈압이 지속될 때에는 승압제를 

투여하고 경막 외 약물 투여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구역, 구토는 

metoclopramide 50 mg을 정맥 주사 하여 치료하였으며, 3 회 투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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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연구를 중단 하기로 하였다.  통증조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VAS > 60) tramadol 50 mg 또는 oxycodon 20 mg을 

근육 주사하여 추가진통을 하였다. 

 

라라라라. . . . 통계통계통계통계    

결과는 평균값 ± 표준편차 또는 환자수로 표시하였으며 두 군 간 

의 통계 분석은 unpaired t-test 또는 chi 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P < 0.05를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통계분석

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tatistical Software 

(SPSS 12.5, Chicago, Illinois,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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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II. II. II. 결결결결    과과과과    

    

대상환자 80 명 중 HR 군의 한 명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

적인 구역과 구토로 경막외 카테터를 제거하고 연구를 중단하였다.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을 고려 하였을 때 두 군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Table 1) 

 

 

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HR (n=39) Group FR (n=40) 

Age (years)  64.5 ±  3.5  63.7 ±  2.7 

Male/female  10 / 29           8 / 32 

Weight(kg)   60.7 ± 17.1  63.4 ± 15.2 

Height(cm) 154.0 ± 10.4 150.3 ±  9.8 

Values present mean ± SDM or patient number. 

HR= hydromorphone-ropivacaine, FR= fentanyl-ropivacain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by unpaired t-test or 

chi-square test. 

    

        

    

1. 1. 1. 1. 진통효과의진통효과의진통효과의진통효과의    비교비교비교비교    

VAS score는 수술 후 4 시간, 8 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12, 24 

시간에는 HR군이 FR군에 비하여 통증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p < 

0.05, Table 2)  추가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는 HR군과 FR군에서 4 시

간에 7 명, 8 명, 8 시간에 3 명, 9 명, 12 시간에 각각 9 명, 24시간

에 4 명, 8, 명 이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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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stoperative Visual Analog Scale Scores 

mean ± SDM 

Postoperative 

hours 
Group HR (n=39) Group FR (n=40) P value 

4 h 34 ± 19 30 ± 5 0.864 

8 h 18 ±  4 25 ± 4 0.226 

12 h 14 ±  3 25 ± 4 0.027 

24 h 13 ±  4 34 ± 6 0.006 

Postoperative visual analog scale(VAS) pain scores were measured at 4, 8, 

12, and 24 h after surgery on a scale, from 0 = none to 100 = maximum. 

HR= hydromorphone-ropivacaine, FR= fentanyl-ropivacaine. 

Unpaired t-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able 3. Requirement of the Additional Analgesics 

 Patient number(%) 

Postoperative 

hours 
Group HR (n=39) Group FR (n=40) P value  

4 h  7 (17.9%) 8 (20.0%) 0.580 

8 h 3 (7.7%) 9 (22.5%) 0.175 

12 h   9 (23.9 %) 9 (22.5%) 0.621 

24 h 4 (7.7%) 8 (20.0%) 0.195 

HR= hydromorphone-ropivacaine, FR= fentanyl-ropivacaine. 

Chi-square 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2. 2. 2. 2. 구역구역구역구역    또는또는또는또는    구토구토구토구토의의의의    발생발생발생발생    빈도빈도빈도빈도        

HR 군에서 1 명이 구역, 구토를 metoclopromide로 치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 후 10 시간에 경막외 카테터를 제

거하고 연구 조기 종료 하였다.  비록 이 환자가 통계분석에서 제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토의 발생은 수술 후 4 시간 이후 

8 시간 까지의 비교에서 HR 군이 FR 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P < 0.05,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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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atient number(%) 

Postoperative 

hours 
Group HR (n=39) Group FR (n=40) P value 

4 h 18 (46.1%) 15 (37.5%) 0.484 

8 h 23 (58.9%)  8 (20.0%) 0.000 

12 h 18 (46.1%) 13 (32.5%) 0.214 

24 h  4 (10.2%)  8 (20.0%) 0.228 

HR= hydromorphone-ropivacaine, FR= fentanyl-ropivacaine.  

Chi-square 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3. 3. 3. 3. 저혈압의저혈압의저혈압의저혈압의    발생발생발생발생    빈도빈도빈도빈도    

HR 군에서 4 시간 까지 1 명, 8 시간에 4 명, 12 시간에 5 명, 24 

시간에 3 명이, FR 군에서는 8 시간, 12 시간에 각각 4 명, 24 시간에

는 1 명이 수축기 혈압이 100 mmHg 이하로 낮아졌다.  저혈압 발생의 

빈도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Table 5) 저혈압이 발생한 

환자들은 정질액을 300 ml 일회 주입함으로써 수축기 혈압 100 mmHg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Table 5. Postoperative Hypotension 

Patient number(%) 

Postoperative 

hours 
Group HR (n=39)  Group FR (n=40) P value 

4 h 1  (2.5%) 0  (0.0%) 0.494 

8 h     4 (10.2%) 4 (10.0%) 0.630 

12 h     5 (12.8%) 4 (10.0%) 0.484 

24 h 3  (7.7%) 1  (2.5%) 0.298 

HR= hydromorphone-ropivacaine, FR= fentanyl-ropivacaine.  

Chi-square 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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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 . 호흡저하의호흡저하의호흡저하의호흡저하의    발생발생발생발생    빈도빈도빈도빈도    

HR 군에서 4 시간에, FR 군에서 12 시간에 한 명씩 일시적으로 분

당 10회 이하의 호흡저하를 보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관

찰 중 회복되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5555. . . . 졸림의졸림의졸림의졸림의    발생발생발생발생    빈도빈도빈도빈도        

HR 군과 FR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졸림의 발생은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Table 6)    

 

Table 6. Postoperative Somnolence 

Patient number(%) 

Postoperative 

hours 
Group HR (n=39)  Group FR (n=40) P value 

4 h 5 (12.8%) 4 (10.0%) 0.484 

8 h 7 (17.9%) 7 (17.5%) 0.595 

12 h 6 (15.3%) 2  (5.0%) 0.123 

24 h 4 (10.2%) 3  (7.5%) 0.486 

HR= hydromorphone-ropivacaine, FR= fentanyl-ropivacaine.  

Chi-square 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6. 6. 6. 6. 소양증의소양증의소양증의소양증의    발생발생발생발생    빈도빈도빈도빈도    

두 군 모두에서 발생한 소양증은 모두 경증으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 소실 되었다.  소양증 발생 빈도는 8 시간, 12 시간 HR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P < 0.05,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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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ostoperative Pruritus 

Patient number(%) 

Postoperative 

hours 
Group HR (n=39)  Group FR (n=40) P value 

4 h 7 (17.9%) 2 (5.0%) 0.071 

8 h 9 (23.9%) 1 (2.5%) 0.006 

12 h 7 (17.9%) 1 (2.5%) 0.026 

24 h 6 (15.3%) 1 (2.5%) 0.050 

HR= hydromorphone-ropivacaine, FR= fentanyl-ropivacaine. 

Chi-square 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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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고고고    찰찰찰찰        

 

말초침해 수용체의 자극은 척수의 시냅스이전 (presynaptic) 으로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여 배측각 C 섬유를 통해 중추신경계로 전달된

다6.  척수로 전달된 마약제제는 전시냅스의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감

소시키고 후시냅스(postsynaptic) 단계에서 배측각 신경막을 과항진

시켜 통증 자극전달을 방해하게 된다1,12.  이와 같은 기전으로 경막외

로 투여된 마약제제는 운동신경이나 자율신경의 차단이 없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4.  Fentanyl, sufentanil 과 같은 지질

용해도가 높은 마약제제는 체내 지방으로의 재 분포와 혈관 흡수가 

빨라 전신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반면, 척수의 백질 통과 후 회백질 

까지의 확산이 어려워 회백질내 통각 수용체에 작용하는데 까지 걸리

는 시간이 길고 예측이 힘들다8,10,19.  이로 인하여 척수에서 측정되는 

약물의 농도는 혈관과 회백질내의 흡수 차이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 같이 회백질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성질은 중추신경계 효과의 

느린 발현과 구획 내 국한된 진통효과로 나타나게 된다20. 

반면 morphine과 같은 지질 용해도가 낮은 마약제제의 경우 수성

층인 회백질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중추신경계의 회백질 내의 

침해 수용체에 미치는 작용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진다1-3.  따라서 진

통의 범위는 넓어지는 반면 작용 부위에서의 밀도는 작아져서 지속시

간과 강도가 짧아지고 작아지게 된다.  Bernard와 Hill의21 연구에 따

르면 같은 용량의 sufentanil 과 fentanyl을 경막외로 투여 했을 때 

카테터가 위치한 부위의 진통효과가 fentanyl 보다 sufentanil이 7 배

의 강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는 두 약물의 지질 용해도의 차이에 비

례하며 지질용해도가 높을 때 통증 차단의 범위는 작으나 그 밀도는 

높아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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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진통을 위하여 운동신경을 차단하지 않는 낮은 농도의 국소

마취제를 마약제제와 함께 경막외로 투여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소 마취제의 병용 투여는 마약제제의 발현 시간이나 지질 

용해도에 따라 통증이 차단되는 척추분절의 범위 차이를 줄여주는 효

과가 있으며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마약제제의 용량을 줄

여 주어 경막외 마약제제의 부작용 발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다 1,2,5.  현재까지 시행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국소마취제와 마약

제제의 경막외 병용 투여 시 발생하는 효과와 단점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수술의 종류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술 후 

통증 조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Hydromorphone은 morphine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며 morphine과 

fentanyl의 중간 정도의 지질 용해도를 보이는 반 합성 마약제제다

6,9,15,22.  따라서 hydromorphone의 통증 조절 효과와 부작용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morphine과 fentanyl의 중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8,11,15, 산과 마취 시 경막외로 지속 주입된 hydromorphone은 

morphine보다 진통효과가 3 배 정도 강하며 단 회 주입한 경우는 5 

- 7 배 정도 강력하다고 한다10, 11. 

슬관절 전 치환술은 수술 중에 거치하는 압박대로 출혈을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수술 후 골 출혈이 많은 수술이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의 혈 역학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요하므로 경막외로 투

여되는 마약제제와 국소마취제가 수술 후 혈 역학 변화에 미치는 영

향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슬관절 수술은 하지에 국한된 

수술인 동시에 환자들의 기저 질환과 고령인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혈 역학적 변동이 환자의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에 대하여 

더 많은 주의를 요한다4.   또한 슬관절 전 치환술은 통증 유발 부위

가 비교적 제한된 척추 분절과 연관되므로 광범위한 척추 분절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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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경 차단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온 노인환자들로서 고혈압, 당

뇨, 동맥경화 등의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으므로 혈관의 반응

은 젊은 환자에 비해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Fong 등에24 의

하면 노인 환자들은 수술 후 섬망이나 기억력 감퇴와 같은 현상이 간

혹 나타나는데 술 후 진통 목적으로 사용한 마약제제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마약제제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 두 군의 통증조절 효과를 비교한 결과 투여 후 12 시

간, 24 시간에 0.1% ropivacaine 과 hydromorphone 을 투여한 군에

서(14 ± 3, 13 ± 4) 0.1% ropivacaine 과 fentanyl을 투여한 군(25 

± 4, 34 ± 6)에 비하여 VAS score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

나 4 시간, 8 시간 후에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수술 시 사용했던 척추마취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술 

후 3 시간까지 pin prick test로 평가한 결과 4 시간 째에는 모든 환

자에서 지각 능력이 회복되었으므로 척추 마취의 잔류효과 보다는 병

용된 ropivacaine에 의한 진통 효과로 생각 된다.  또한 VAS score

가 12 시간 이후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fentanyl이 경막외 지방으

로 흡수 되어 혈관 투여와 비슷하게 전신적 효과의 빠른 발현을 나타

내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hydromorphone은 흡수와 중추신경계 효과

의 발현 속도는 fentanyl의 전신적인 효과에 비하여 늦지만 중추신경

계의 작용에 의한 진통의 강도와 범위가 더 크고 넓게 작용했던 것 

같다8, 20-22.  만약 이런 차이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hydromorphone은 수술 부위에 국한된 구획적 진통 범위보다 넓은 

범위의 통각 차단은 하지, 슬관절에 국한된 수술의 경우에서도 효과

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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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소아 정형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경막외로 

투여된 morphine, fentanyl, hydromorphone 의 통증 조절 효과와 부

작용의 발생을 비교한 연구에서 세 약제의 통증 조절 효과는 비슷하

였으며 hydromorphone 은 morphine 보다 지연성 호흡억제, 소양증, 

구역, 구토 등의 빈도가 낮지만 fentanyl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나

지 않았으므로 노인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8.  

본 연구에서의 두 가지 약제 모두 혈압저하, 호흡 저하 등의 부작

용은 환자의 생체징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정질액

의 주입으로 쉽게 안정화 되었다.  따라서 노인 환자들의 하지 수술

에 hydromorphone과 fentanyl을 0.1% ropivacaine의 병용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구역, 구토의 시간 별 비교에서 HR 군에서 FR 군에 비하여 투여 

후 4 - 8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발생을 보였다.  이는 

hydromorphone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인 투여 시작 수 시간에 뇌 

척수강내로 흡수된 hydromorphone이 대뇌에 작용하여 구역, 구토를 

일으키는 반면15, fentanyl은 지질을 통한 빠른 흡수로 효과가 나타났

지만 대뇌에 직접 작용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이 그 효과와 큰 연관이 

없었음을 의미하지만, 수술 시 경막외 척추 병용 마취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경막천자 후 두통에 의한 구역, 구토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

을 것이다.  또한 소양증의 발생은 모든 시간대에서 hydromorphone

이 fentanyl 보다 많았으며 특히 4 시간 후부터 12 시간까지 

hydromorphone을 투여한 군에서의 발생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마약제제와 운동 신경 차단이 되지 않는 낮은 농도의 국소마취제의 

경막외 지속적 투여가 술 후 통증 조절에 효과적이며 마약제제의 투

여량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 밝혀진 바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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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슬관절 치환술은 지혈대를 푼 술 후의 급성기

의 출혈의 위험이 높다는 수술의 특징을 고려하고 또한 같은 이유에 

근거한 정형외과의 요구에 따라 수술 후 하루 동안 침상에서 운동 없

이 안정을 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에 의한 통증을 차단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ropivacaine의 사

용이 bupivacaine 보다 운동 기능 장애가 적다고 발표된 바 있고25,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sufentanil과 ropivacaine 으로 술 후 

통증 조절을 한 연구에서 2% ropivacaine은 운동 차단 없이 효과적

으로 통증조절이 되었다26.  운동 기능을 차단하는 경막외 

ropivacaine의 EC50가 0.383% 인 점27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

용된 0.1% ropivacaine은 운동기능을 차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 진통 효과를 측정하는 VAS와 여러 가지 부

작용의 발생의 빈도는 개개인의 기준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

였으며, 부작용의 경우는 심도를 평가하지 못하였다.  또한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는 환자의 대부분이 노령 환자로 그 부작용 중 환자에게 

발생시 위험이 되는 저혈압과 호흡저하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

지만 심혈관계, 신경계, 및 대사성 질환의 동반이 많은 노인 환자에게

서도 안전성을 평가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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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노인 환자의 수술 후 진통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지질 용해도가 높은 fentanyl과 중간 정도의 

지질 용해도를 갖는 hydromorphone을 0.1%의 ropivacaine과 함

께 경막외로 투여하여 비교하였다. Fentanyl에 비해 

hydromorphone은 뇌척수강으로 흡수가 용이해 척수와 대뇌에 작

용하여 그 진통효과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구역 구토의 부작용이 많

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저혈압, 호흡저하와 같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은 두 군간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경미하거나 일과성으로 발생하였다.  그 외의 부작용인 졸림 등의 

부작용의 발생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 노인 환자에 있어서 0.1% 

ropivacaine과 경막외로 병용 투여한 hydromorphone은 fentanyl 

등의 지질 용해도가 높은 마약제제에 비해 더 나은 진통효과를 기

대할 수 있으며 구역, 구토, 소양증 등의 부작용의 발생 빈도는 높

았으나 대증적 치료에 대부분 소실 되었다.  앞으로 구역, 구토나 

소양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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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hydromorphone and fentanyl for epidural postoperative 
pain control with 0.1 % ropivacaine in the patients who underwent total 

knee replacement surgery 
 

Min Hui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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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eong Tae Min) 

 
 
The administration of epidural opioid for the management of 

postoperative pain control is well established.  However, the optimal 
opioid for epidural administration in geriatric patients has not been 
established clearly. 
Partition of lipid soluble opioid into the epidural fat and spinal cord 

white matter prevents the drug from reaching the spinal cord gray matter 
where the majority of pain receptors are located. In contrast to lipophovic 
opioids lipophilic opioids have decreased the side effect and reduced the 
risk of delayed respiratory depression, but their analgesic effect has a 
tendency to limit the segmental distributions.   
The profiles of analgesic effect and side effect of epidural 

administration of a lipophilic opioid, fentanyl, and intermediate lipophilic 
opioid, hydromorphone, were compared in 80 patients undergoing total 
knee placement. 
And the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receive either of fentanyl or 
hydromorphone, with 0.1% ropivacaine via an epidural catheter for 
postoperative analgesia. The degree of pain was assessd by a VAS 
(visual analogue scale) score using 0-100 scale.  All VAS scores were 
recorded at 4, 8, 12, and 24 hours after surgery.  The patient in 
hydromorphone group had lower VAS scores significantly at 12, 24 
hours after surgery than those in fentanyl group.  However, the 
incidence of nausea and vomiting in hydromorphone group were more 
common than in fentanyl group, and all the patients except one were 
rescued by the metoclorpramide.  The itching was common in the group 
of hydromorphone but which was m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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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analgesic effect of hydromorphone with 0.1 % 
ropivacaine via epidural administration was superior to that of fentanyl 
with 0.1 % ropivacaine in the meanwhile incidences of nausea and 
vomiting, and itching were common in hydromorphone group.  
---------------------------------------------------------------------------------------------------------- 
Key Words: epidural, geriatrics, hydromorphone, total knee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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