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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하지수술을 받는 소아에서 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지속적 경막외 방법과 지속적 정주법의 비교

최근 소아용 경막외강 바늘과 카테터의 개선으로 소아에서도 경막외
마취 및 통증조절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소아의 하지수술 특히 다
발절개가 요구되는 수술을 받는 소아환자에서 술 후 지속적인 통증조
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측 또는 다발절개를 요하는 하지의 계획수술이 예
정된 소아 남여 91 명을 대상으로 전신흡입마취와 병용한 경막외마취
후 지속적 경막외 진통법과, 단독 전신흡입마취 후 지속적 fentanyl 정
맥주입 진통법 간에 술 중 seveflurane의 요구량과 술 후 진통효과 그
리고 합병증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명하고자 하였다.
모든 환자는 thiopental sodium 6 mg/kg과 rocuronium 0.6 mg/kg으로
마취유도 후 기관내 삽관하여 sevoflurane으로 전신마취 하였다.
전신마취 직후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하고 1% lidocaine 0.7 mL/kg과

fentanyl 1 μg/kg을 일시에 주입하여 전신마취와 병행한 후 수술종료
후 0.5% lidocaine을 1 mL/hr의 속도로 자가통증조절기를 통해 지속주
입하거나(E 군, n = 61) 경막외마취는 하지 않고 마취시작 직후부터

fentanyl을 자가통증조절기를 통해 0.25 μg/kg/hr - 1.0 μg/kg/hr 속도
로 정주하여(I 군, n = 30) 술 후 48 시간까지 유지하였다.
수술 중 혈압과 맥박수를 술 전 안정 시 값의 ± 10%로 유지하기
위한 호기말 sevoflurane 농도를 기록하였으며, 술 후 병실 도착 시, 도
착 후 6 시간 그리고 24 시간에 환자를 방문하여 Objective Pai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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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S), Parent Visual Analog Scale (PVAS), 술 후 구역 및 구토, 요저
류, 가려움증 그리고 호흡억제 여부와 진정정도 등을 관찰하였다.
수술 중 적정 마취유지를 위한 sevoflurane 농도는 E 군에서 수술시
작 시, 시작 후 30 분, 1 시간 그리고 2 시간에서 각각 1.5 ± 0.5, 1.2

± 0.5, 1.0 ± 0.5 그리고 1.1 ± 0.5로, I 군의 2.3 ± 0.6, 2.1 ± 0.5,
2.0 ± 0.5 그리고 1.9 ± 0.7보다 4 시간대 모두에서 유의하게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P < 0.05).
술 후 OPS는 병실도착 후 6 시간에 E 군에서는 2.3 ± 2.0으로 I 군
의 3.2 ± 1.8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P < 0.05), 술 후 PVAS는 병
실도착 직후, 이후 6 시간 그리고 24 시간에 E 군에서 3.8 ± 2.6, 2.7

± 2.2 그리고 1.6 ± 2.0으로, I 군의 4.9 ± 2.2, 4.3 ± 2.1 그리고
2.2 ± 1.5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P < 0.05) E 군에서 보다 효과적인
진통이 되었다.

술 후 구역 및 구토의 빈도는 E 군과 I 군이 각각

16.7% 와 30% 로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그 밖의 합병증은 없
었다.
결론적으로 다발절개가 요구되는 수술을 받는 소아에서 sevoflurane
전신마취하에 병행하여 lidocaine 경막외마취를 시행하면 sevoflurane
단독 전신마취에 비하여 술 중 sevoflurane의 요구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된 마취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lidocaine을 이용한 지속적 경막외 진통법이 fentanyl 지속 정주 진통법
에 비하여 심각한 합병증없이 더 효과적인 술 후 통증완화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소아, 경막외 진통, lidocaine, fenta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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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수술을 받는 소아에서 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지속적 경막외 방법과 지속적 정주법의 비교
< 지도교수 신양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기 환

Ⅰ. 서론

1

1933 년 Campbell이 소아 미추마취를 보고한 이후로 소아의 하복부
수술이나 하지 수술에서는 미추마취가 전신마취를 피하고자 할 때나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해 많이 시행되어 왔다. 한때는 halothane과 근
이완제가 도입되면서 부위마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
다시 술 후 진통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부위마취에 대한 관심
2

이 높아지게 되었다.

소아에서 미추마취와 미추진통법은 감염의 위

험성 때문에 대부분 단회 주사로 시행되고 있고 이는 국소마취제의
작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탈장 수술이나 비뇨기과적 수술과 같은
3

소요시간이 짧은 수술 위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한편, 소아의 하지 수술 중 비교적 수술시간이 긴 경우는 천추강을
통한 경막외 마취보다 전신마취가 단독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천
자바늘과 카테터의 개선으로 요추 또는 미추 경막외강에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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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주입하여 긴 수술에 대한 마취는 물론 술 후 효과적인 진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6

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술 후 지속적인 약물

주입에 의한 효과적인 통증조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소아에서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시키기 위해서는 수기를 시행하는 동
안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며 경막외 카테터 거치 후에는 전신마취나
경막외마취 및 진정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다.
하지만 경막외마취 후에 기도 확보에 의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진정시키는 방법은 환아의 지각차단 범위를 알지 못하는 상황
에서 수술이 진행되므로 때로는 수술 중 통증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7,8

있으며 수술 중 구토, 기관흡인 또는 기도폐쇄 등으로

인해 마취 유

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수술이 길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량의 국소마취제 투여로 국소마취제의 전신독성인 중추신경계 독성
9

이나 심혈관계 독성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

신흡입마취와 지속적 경막외마취를 병용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요소를
피하면서 경막외 국소마취제 요구량과 흡입마취제 요구량을 둘 다 줄
일 수 있고

10,11

수술 후 통증관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점으로는 상가적인 깊은 마취 심도로 인한 심혈관계 억제 등
이 있을 수 있으며 성인과의 해부학적 차이로 인한 경막 천자 등의
합병증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마취수기의 선택에 따른 고유의

장단점으로 인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선별 유지하는 관리 측면
이 소아에서는 특히 강조된다.
소아의 하지수술을 위한 지속적 경막외 마취와 술 후 진통법은 요추
접근 방법과 미추 접근 방법이 있으며 미추 접근 방식은 수기상의 용
12-14

이성이 장점이 되는 반면 감염의 위험성,

카테터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요추 경막외 카테터 삽입법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지수술을 받는 소아환자에서 단독이 아닌 병용마취
를 선택한 경우, 특히 술 후 진통을 목적으로 전신마취 유도 직후 경
- 4 -

막외 카테터를 거치하여 요추 또는 미추 경막외마취를 병용할 경우
마취유지와 술 후 통증관리에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는지 전신마취
후 지속적 정주 진통법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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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소아마비, 뇌성마비 또는 선천성 고관절탈골 등으로 양측 또는 다발
절개를 요하는 하지수술이 계획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I 또는 II
에 해당하는 1 세이상 14 세이하의 소아 남여 91 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모든 대상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전 방문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보호자의 구두 동의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중

천자부위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강직성 소아마비 환자 중 강직완화를
위한 선택적 척수신경후근 절제술로 인해 이미 요추 후궁절제술을 받
은 경우는 경막외 카테터 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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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모든 환아에서 마취 전투약은 수술 1 시간 전에 glycopyrrolate 0.004

mg/kg을 근주하고 마취대기실에서 보호자 배석 하에 환아를 진정시키
기 위해 thiopental sodium 3 mg/kg을 정주한 후, 수술실로 이송하여
수술대에 앙와위로 눕히고 심전도, 비침습적 자동혈압계 및 맥박산소
계측기를 거치하였다. 곧이어 thiopental sodium 3 mg/kg을 추가로 정
주하며 50% N2O와 3 - 5%의 sevoflurane으로 마스크 환기를 실시하면
서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한 뒤 2 분 후 기관내 삽관을 하였다.
천추열공이나 요추 천자의 금기가 아닌 경우 경막외마취를 병용할
것인지(전신마취와 병용한 경막외마취 후 지속적 경막외 진통법, E
군) 혹은 단독 전신마취 후 지속적 정주법에 의한 진통법을 시행 할
것인지(전신마취 후 지속적 정맥 진통법, I 군)를 무작위로 선정하였
다.
이후 E 군은 환자를 측와위로 돌리고 고관절과 슬관절을 최대로 구
부려 요천추 부위를 10% betadine swab으로 소독하고 소공포를 덮었
다.

천추열공이나 3 번과 4 번 또는 4 번과 5 번 요추 가시돌기 사

이를 촉지하여 확인한 후 16 G 바늘로 피부를 천자한 뒤 18 G 5 cm
®
Tuohy needle(Perican , B. Braun, Melsungen, Germany)을 극간인대에 진

입하고 난 후부터 공기를 채운 주사기를 부착한 후 저항 소실법을 이
®

용하여 경막외강을 확인한 뒤 20 G 경막외 카테터(Perifix , B. Braun,

Melsungen, Germany)를 거치하되, 카테터 끝 부분이 수술에 따라 고관
절만 하는 경우는 L5-S1 부위에, 그리고 슬관절과 족관절 등 다발 절
개인 경우는 L2-L3 가시돌기 사이에 위치하도록 삽입하였다. 카테터
를 흡인하여 뇌척수액이나 혈액의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1%

lidocaine 0.7 mL/kg와 fentanyl 1 μg/kg에 epinephrine을 1:200,000 이 되
도록 혼합하여 경막외 카테터로 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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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술이 끝나기 10

- 15 분 전에 0.5% lidocaine 5 mL를 bolus로 경막외 카테터로 주입하
고 basal rate 1.0 mL/hr, bolus 0.5 mL 및 lockout time 8 minute 인 지
®

속적 주입기(Accufuser Plus , Woo Young Medical, Paju, Korea)에 0.5%

lidocaine 100 mL를 충전하여 경막외 카테터에 연결하고 작동하였다.
I 군은 전신마취 유도 후 basal rate 1.0 mL/hr, bolus 0.5 mL 및
®

lockout time 8 minute 인 지속적 주입기(Accufuser Plus , Woo Young
Medical, Paju, Korea)에 fentanyl citrate(하나제약, Korea) 24 μg/kg를
생리식염수와 섞어 100 mL로 만들어 fentanyl의 주입량이 0.25 - 1.0
μg/kg/hr 사이가 되게하고 수술 후 48 시간까지 정주하였다. Bolus

botton 사용은 환자와 부모 모두에게 허용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첫 번째 피부 절개 때, 수술 시작 후 30 분, 1 시간
그리고

2

시간의

활력징후를

기저치의

±

10%로

유지되도록

sevoflurane의 농도를 조절하여 이때의 농도를 기록하였다.

단, 0.5

MAC (1.25 vol%)에서도 혈압이 기저치의 80% 미만일 경우는
ephedrine 1.0 - 2.0 mg을 간헐적으로 정주하여 혈압을 유지하였다.
수술 후 통증평가는 병실에 도착한 직후, 도착 후 6 시간과 24 시간
후에 방문하여 Parent Visual Analog Scale (PVAS), Objective Pain Score
15,
(OPS, Table 1)를

16

17

이용한 진통 정도와 Sedation Score (Table 2)에

의한 진정 정도를 평가하였고 구역 및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요저류, 가려움증, 호흡억제 등의 합병증 유무를 확
인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기술하였으며,

두

군간의

demographic data와 PONV는 chi-square test, 호기말 sevoflurane 농도는
Student t-test 그리고 OPS와 PVAS는 Mann-Whitney U-test를 적용하여
비교 검증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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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jective Pain Score(OPS)
BP

+ 10% preop

0

10% to 20% preop

1

> 20% preop

2

not crying

0

crying but consolable

1

crying, not consolable

2

none

0

restless

1

thrashing
asleep or calm

2
0

mild

1

hysterical

2

Verbal evaluation

asleep or states no pain

0

or body language

mild pain(cannot localize)

1

moderate pain (can localize)

2

Crying

Movement

Agitation

verbally or by pointing

Table 2. Sedation Score
Eyes open spontaneously

0

Eyes open to speech

1

Eyes open when shaken

2

Unrous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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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E 군과 I 군 환아는 각각 61 명과 30 명이었으며 남녀비는 각각
35/26과 22/8이었다. E 군과 I 군의 평균연령은 각각 7.3 세와 6.2 세,
몸무게는 각각 24.1 kg과 20.8 kg 그리고 키는 각각 117.2 cm와 111.3

cm이었으며, 모든 자료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data
I Group (n=30)

E Group (n=61)

22 / 8

35 / 26

Age(yrs)
Weight(kg)

6.2 ± 2.8
20.8 ± 7.2

7.3 ± 2.8
24.1 ± 9.4

Height(cm)

111.3 ± 20.4

117.2 ± 19.5

Sex(M/F, No.)

All values except sex ratios are expressed as mean ± SD.

수술 중 sevoflurane 농도는 E 군에서 첫 번째 피부절개 때, 시작 후

30 분, 1 시간 그리고 2 시간에 각각 1.5 ± 0.5, 1.2 ± 0.5, 1.0±0.5
그리고 1.1 ± 0.5로, I 군의 2.3 ± 0.6, 2.1 ± 0.5, 2.0 ± 0.5 그리고

1.9 ± 0.7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P < 0.05, Fig. 1).
술 후 OPS는 병실도착 직후, 도착 후 6 시간 그리고 24 시간에 E 군
에서는 각각 3.4 ± 2.4, 2.3 ± 2.0 그리고 1.4 ± 1.9, I 군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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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1 ± 2.2, 3.2 ± 1.9 그리고 1.6 ± 1.3이었고 도착 후 6 시간에

E 군이 I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Fig. 2).
술 후 PVAS는 병실도착 직후, 도착 후 6 시간 그리고 24 시간에 E
군이 3.8 ± 2.6, 2.7 ± 2.2 그리고 1.6 ± 2.0으로, I 군의 4.9 ± 2.2,

4.3 ± 2.1 그리고 2.2 ± 1.5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Fig. 3).
PONV의 빈도는 E 군이 16.4% (10/61) I 군이 30% (9/30)로 I 군에
서 높게 나타났으나 두 군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배뇨장애를 호
소하였던 환자는 E 군이 9 명, I 군이 4 명이었고 이 또한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

E 군에서 경막천자나 술 후 카테터 삽입부위의 감염, 하지의 신경학
적 증상 그리고 경련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I 군에서도

Sedation Score 2 점 이상이나,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고 호
흡억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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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T sevoflurane
concentration(vol%)

3
2.5
2

*

1.5

*

*

*

1
0.5
0
0

30

60

120

Time after Incision(minute)

Fig. 1. Comparison of intraoperative end-tidal concentration of
sevoflurane(mean ± SD) at time sequences between epidural lidocaine
group(○ group E, n = 61) and intravenous fentanyl group(● group I, n
= 30).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in the end-tidal
concentration of sevoflurane at each time sequences between groups.
Lower end-tidal concentration of sevoflurane was maintained in group E
at the time of skin incision, 30, 60 and 120 min after skin in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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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roup I
Group E

9
8
7
OPS

6

*

5
4
3
2
1
0
0

6

24

Time after arrival on ward(hour)

Fig. 2. Comparison of Objective Pain Score(OPS, mean ± SD) between
epidural lidocaine group(□ group E, n = 61) and intravenous fentanyl
group(■ group I, n = 30). *: P < 0.05 group I vs. group E. OPS(0 10) was measured at the time of arrival on ward, 6 and 24 hours after
arrival on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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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roup I
Group E

9
8

*

7

*

PVAS

6
5

*

4
3
2
1
0
0

6

24

Time after arrival on ward(hour)

Fig. 3. Comparison of Parent Visual Analog Scale(PVAS, mean ± SD)
between epidural lidocaine group(□ group E, n = 61) and intravenous
fentanyl group(■ group I, n = 30). *: P < 0.05 group I vs. group E.
The PVAS was asked to the children's parents at the time of arrival on
ward, 6 and 24 hours after arrival on ward. The parents of group E
scored lower PVAS at the time of arrival on ward, 6 and 24 hours after
arrival on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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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다발절개를 요하는 하지수술을 받는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와 병용한 경막외마취(combined general-epidural anesthesia)를
단독 전신마취(single general inhalational anesthesia)와 비교하였고 수술
후 경막외 자가통증조절(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과
정맥내 자가통증조절(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IVPCA)을
비교하였다. 경막외마취를 병용한 경우 마취 중 다른 시간대에 피부
절개를 하게 되는 수술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심혈관계
상태가 유지되었고 전신마취제인 sevoflurane의 호기말 농도를 낮게 유
지할 수 있었다. 또한 술 후에는 PCEA가 IVPCA에 비해 적정 의식수
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통증조절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술 중 sevoflurane의 호기말 농도가 경막외 마취를 겸
한 경우 유의하게 낮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척추마취와 경막외마취시

midazolam과 같은 최면약물의 요구량이 감소한다거나18,19 경막외마취
20,21

시 isoflurane이나 sevoflurane의 요구량이 감소된다는
22

는 결과이다. 한편 Gentili 등은

보고와 일치하

Observer-rated Scale of Sedation을 이

용하여, bupivacaine 척추마취를 받은 환자에서 차단의 높이가 높아 짐
에 따라 진정 정도가 증가함을 발견하고 그 이유는 척수로부터의 구
심성 감각 입력 감소가 이차적으로 대뇌의 각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Hodgson 등은

23

Ⓡ

lidocaine경막외마취가, BIS

수치를 50이하로 떨어뜨리는 데에 필요한 호기말 sevoflurane농도를
대조군에 비해 34% 감소시키며 이것은 lidocaine의 전신적 영향이 아
닌 경막외마취에 의한 대뇌로 향하는 긴장성 구심성 입력의 차단이
원인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이런 구심성 이론은 1994년 Lanier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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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기술되었으며 구심성 감각 혹은 근방추의 활성이 각성상태를 유
지한다는 것이다.

24

그 외에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지주막하나 경막외

lidocaine이 CSF 내에서 대뇌쪽으로 이동하여 전신마취적인 효과를 나
타낸다는 것이다.

25

최근 여러 연구에서 소아의 수술 후 경막외 진통의 유익성과 안정성
을 보고하고 있으며 여러 새로운 국소마취제의 대두와 소아용 경막외
카테터가 소개되면서 현재 소아에서도 적극적인 경막외 진통을 성공
26,27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속적 경막외 주입법(continuous epidural

analgesia, CEA)이나 PCEA는 최근에 와서 그 안정성과 효과가 증명되
26-28

고 있고

술 후 예후에도 유익한 점이 있다.

즉, 소아환자에서

PCEA가 IVPCA보다 정규식으로의 복귀가 뚜렷하게 빠르며 퇴원도
0.5 일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29 본 연구에서도 lidocaine을 이
용한 PCEA 방법이 소아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수술 후 병실에서의 진통효과에서는 E 군이 I 군에 비해 PVAS가 병
실도착 직후, 이후 6 시간 그리고 24 시간에 유의하게 낮았고 OPS는
병실도착 후 6 시간에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본인의

주관적 평가인 성인의 VAS와는 달리 객관적 평가이지만, 환아를 가
장 잘 파악하는 부모의 평가인 PVAS가 E 군에서 탁월하게 높은 만족
도를 보였고, OPS의 경우도 평가자의 맹검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
부 편견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으나 E 군에서 우수한
평가가 있었다.
비교적 더 객관성을 유지하는 평가인 OPS에서 병실 도착 후 6 시간
에만 유의하게 E 군에서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표본수의 한계
는 물론, 환아의 주관적 통증정도와 관찰자의 점수와의 상관성은 인
정되나, 통증평가의 양적인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
30

다.

또한 본 연구에서 E 군이 술 후 통증평가에 I 군에 비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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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인 것은 I 군에서의 fentanyl 용량 선정이 적었거나 완벽한
정맥로 확보의 어려움 등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
31

다. 그러나 fentanyl 용량은 추천용량인 0.5 - 2 μg/kg/hr와

유사하므

로 아주 적은 용량으로 보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두가지 수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발생
빈도는 낮지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I 군
에서 호흡억제를 포함한 의식소실 등은 심각한 부작용이며 본 연구에
서는 이에 대한 염려로 추천 용량내에서 실험용량을 결정하고자 하였
다. 또한 I 군 및 E 군 모두에서 fentanyl로 인한 PONV는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며, E 군이 16.7%이고 I 군이 30%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I 군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어떤 경로로 투여된다
하더라도 fentanyl에 의한 PONV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32

그 외에 경막외 카테터의 삽입 및 거치와 연관된 합병증으로는 경막
천자, 카테터의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 삽입, 신경손상, 경막외혈종, 정
맥내 주입, 뇌막염, 경막외 농양, 카테터 삽입부와 심부조직의 감염
등을 들 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한 예도 발생하지 않았다.
카테터 거치와 연관하여 지연 합병증으로 심각한 것은 카테터를 통한
감염,

특히

척추내

감염으로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문제인데,

14
Kost-Byerly 등은 요추 혹은 미추 경막외 카테터를 통한 지속적 경막

외 주입후 카테터의 35%에서 균집락을 형성하여 그 중 그람-양성의
균주의 집락화는 요추 카테터에서는 23%(9/40)이며 미추 카테터에서
는 25%(73/210)이었고 그람-음성 균주의 집락화는 요추 카테터의 경우
는 3%(1/40)이며 미추 카테터의 경우는 16%(27/170)였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이같은 균집락 형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전신 혹은 국

소 감염은 카테터 거치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균 배양등의 적극적인 검사법은 도입하지 않

았지만 카테터 거치 기간이 48 시간으로 짧았고 일반 임상 징후로써
는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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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연구에서 2

명의 E 군 환자는 경막외 카테터를 조기에 제거하였는데 1 명은 진통
효과가 없어서였고 또 1 명은 술 전부터 소화기 질환에 의한 구역 및
구토가 있었으며 술 후에 증상이 더 악화되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제거하였다.
소아에서 전신마취에 동반한 경막외마취 및 PCEA는 소아 환자에서
의 카테터 관리문제, 국소마취제의 전신독성, 삽입부위의 감염 위험,
소아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자가통증조절장치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
고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에 있어 부모와 환자 중 누가 bolus botton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카테터 거치기간을 단기간으로 한다면 소아와 부모 모
두에게 bolus botton을 허용할 수 있고 IVPCA보다 안전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통증조절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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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다발절개가 요구되는 하지 수술을 받는 소아에서 sevoflurane 전신마
취하에 병행하여 1% lidocaine 경막외마취를 시행하여 sevoflurane 단독
전신마취에 비하여 술 중 호기말 sevoflurane의 요구량을 수술 시작시
부터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부절개의 강한 자극에도 안정된 심
혈관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0.5% lidocaine을 경막외 카테터를 이용하여 PCEA로 지속주입
하여 fentanyl을 이용한 IVPCA에 비하여 술 후 통증관리를 더 효과적
으로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아의 하지 수술 특히 다발적 피부절개가 요구되는 경우 전
신마취와 경막외마취를 병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한 마취관리를 할
수 있으며 술 후 거치된 카테터를 이용한 진통법은 환아의 심각한 합
병증없이 적절한 진통을 할 수 있어 추천할만한 수기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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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continuous epidural analgesia and continuous
intravenous analgesia for postoperative pain control in pediatric
lower extremity surgery
Ki Hwan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ang-Sik Shin)

In recent years epidural anesthesia and analgesia techniques have been
used in pediatric surgery ow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pediatric
epidural catheter. Furthermore, the need for postoperative pain control, in
pediatric patients undergoing lower extremities surgery with multiple
incision sites, is increasing.
We compared combined general-epidural anesthesia and analgesia
technique with intravenous fentanyl analgesia after general anesthesia in
terms of intraoperative sevoflurane concentration, postoperative analgesic
effect and complications in a group of pediatric patients.
We randomly allocated 91 pediatric patients undergoing lower
extremities surgery into an epidural lidocaine group (n = 61) and an IV
fentanyl group (n = 30).
All patients were induced with thiopental sodium 6 mg/kg and
rocuronium 0.6 mg/kg, while anesthesia was maintained with sevoflu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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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operation, end-tidal sevoflurane concentration was controlled to
maintain the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ithin 10% of preoperative
values.
At the postoperative period, Parent Visual Analog Scale (PVAS),
Objective Pain Score (OPS) and the incidence of nausea/vomiting were
checked immediately after the patient's arrival at the general ward, and at
6 and 24 hours later.
Intraoperative end-tidal sevoflurane concentration was mor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pidural lidocaine group than in the IV fentanyl group (P
< 0.05). Postoperatively OPS was significantly lower at 6 hours after
arrival at the general ward and PVAS was significantly lower
immediately after arrival at the general ward, and at 6 and 24 hours
later, in the epidural lidocaine group compared to in the IV fentany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Combined general-epidural anesthesia technique significantly reduced
intraoperative end-tidal sevoflurane concentration compared to general
anesthesia alone. Furthermore, continuous patient 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reduced postoperative pain scores significantly more than
continuous patient controlled IV fentanyl analgesia, without any associated
serious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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