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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 절제술 및 재건수술 후 급성통증에 관련된

인자

배경 및 목적 년 월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초기 유방암의 주된 치료법: 2015 4

인 유방 절제술과 동시에 재건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조직 확장제 를 사용하여 재건 수술한 환자들에서 수술(tissue expander)

후 급성 통증점수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연세 암 병원에서 유: 2016 8 2017 7

방 절제술과 조직 확장제 를 사용한 재건 수술을 동시에(tissue expander)

받은 후 자가 통증조절장치 를 사용한 환(Patient Controlled Anagesia, PCA)

자 명의 의무기록 을 분석한 후향적 연구이다 수술 후 일과 일에92 (EMR) . 1 2

마취과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시간 시간까지의 통증점수를24 , 48

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이를 종속변수로 하NRS(Numeric Rating Scale) ,

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인 나이 체질량 지수 병기 수술 관련 요인인 절제. , , ,

술 종류 제거된 조직의 양 조직 확장제의 크기 및 초기 확장부피 그리고 마, , ,

취요인인 마취제 종류 마취시간 마약성 진통제 사용여부의 양상을 파악하고, , ,

수술 후 급성통증과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모두 여성으로 명이었다 수술 후 시간까지의 활동: 92 . 24

시 통증점수는 젊은 환자의 경우 전 절제술을 한 경우 마취시간이 시간 이, , 4

하인 경우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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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간까지의 활동 시 높은 통증 점수를 갖게 될 위험은 환자의 체질량48

지수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절제술과 조직 확장제를 이용한 재건수술을:

받는 경우 급성통증은 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전 절제술을 할 때 마취시간, ,

이 시간 이하일 때와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경우 높게 나타났4

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을 때 낮은 통증점수를 보였다 임상에서 이러한. .

요인을 고려하여 주술기 관리가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유방암 절제수술 재건수술 수술후 급성통증, , ,



- 1 -

서론.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 종의 하나이며 암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유방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항암요법 항호르몬 제재투여 방사. , ,

선치료 그리고 수술적 절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수술은 가장 효과적이고 우, ,

선적으로 고려되는 치료법이다 초기 유방암 환자에서 과거 종양의 근치적 절.

제를 위한 유방 전절제술이 주로 행해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치료 후 환

자의 기능적 심미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존적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가,

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종양“Gold standard” (Franceschini et al., 2015).

의 수술적 제거와 기능적 심미적 만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보존적 절제술은,

유방절제와 동시에 재건을 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유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유방 절제술을 피부(Nowicki et al., 201510),

보존 혹은 유두보존의 방법으로 진행한 뒤 재건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 환

자의 만족뿐 아니라 종양의 효과적인 제거까지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유방 재건수술은 꾸준히 증가하여(Franceschini et al., 2015). 2016

년 건으로 미국에서 집계되었다109,256 .

최근 많이 행해지고 있는 유방 재건술은 자가 조직의 일부인 횡복직근피판

과(Transverse rectus abdominus musculocutaneous flap) 광배근피판

등을 사용한 방법과 인공제품인 조직 확장제(Latissimus dorsi flap) , (Tissue

나 인공조직 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조직expander) (Implant) .

확장제는 작고 처진 가슴의 경우 그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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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방법이 단순하고 자가 조직을 추가로 손상시키지 않으며 원래 조직과 비, ,

슷한 색 질감 감각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 , .

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Spear et al., 2001).

유방수술 후 통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방 절재수술을 받은 환자의,

가까이에서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을 겪는50% (postoperative pain syndrome)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건술을 함께 진행한 경우 만(Vadivelu et al., 2008),

성통증의 발생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유방절제술만 받은 환,

자와 재건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에 있어서 통증은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급성통증을 겪은 환, .

자가 만성통증까지 겪는다는 연구 와 급성통증이 만성(Tasmuth et al., 1995)

통증의 강력한 위험요소라는 연구 결과를 볼 때 급성(Rehberg et al., 2017) ,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 만성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세브란스 연세 암, 2016 8 2017 7

병원에서 유방절제술과 조직 확장제 를 사용하여 재건수술을(tissue expander)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급성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보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주술기 관리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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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세브란스 연세 암병원에서 유2016 8 2017 7

방암으로 유방절제술과 조직 확장제 를 이용한 유방 재건술(tissue expander)

을 받은 환자들의 의무기록 을 활용한 후향적 연구이다 의무기록을 통(EMR) .

해 얻은 자료를 통해 수술 후 급성통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보

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주술기 관리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술 후 급성 통증정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둘째 대상자에게 행해진 수술방법과 수술 후 급성통증정도의 관련성을 분,

석한다.

셋째 대상자에게 행해진 마취약제 및 방법과 수술 후 급성 통증정도의 관,

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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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Ⅱ

유방 절제술과 재건수술 후 통증발생1.

유방암 수술을 포함하여 유방관련 수술을 받은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479

수술 후 년까지 발생한 통증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절1 ,

제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에서 통증발생 은 유방절제술을 받은(49%)

환자 나 유방 축소술을 받은 환자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방(31%) (22%) ,

확대술을 받은 환자 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물을 이(39%) .

용한 재건수술일 경우 인공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더(53%) (30%)

높은 통증발생을 보였다(Wallace et al., 1996).

유방 절제술만 받은 환자와 유방 절제술과 재건 수술을 같이 받은 환자에서

만성통증의 발생여부를 후향적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수술 후 중등도이상의

만성통증은 유방절제술만 받은 환자에서 재건수술을 같이 받은 환자에13%,

서 로 두 군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하14% (Henderson et al., 2014)

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통증 발생은 유방절제술만 받은 환자 와 재건수. (39%)

술을 같이 받은 환자 가 유의한 차이 없이 나타났으며 조직 피판(38%) , (flap)

이나 조직 확장제 의 사용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tissue expander)

나타났다 반면 에 따르면 자가 조직(De Oliveira et al., 2014). Gassman

을 이용하여 재건을 한 경우보다 체외조직(autologous abdominal free flap)

을 이용하여 재건수술을 한 경우 유의하게 강한 통증을 겪게 된다고(implant)

하였다(Gassma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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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수술 후 통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

유방 수술 후 만성통증발생과 연관이 있는 요소로 흡입성 마취제 사용 젊,

은 나이 액와 림프절 절제 수술 후 시간동안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등이, , 24

보고되었으며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만성통증의 정도도 증가 하,

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수술 전 통증이 있던 경우 항암(Cho et al., 2013). , ,

요법을 받은 경우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경우에 만성 통증발생,

이 증가하지만 흡입성 마취제 사용 시 만성통증 발생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었다 년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 Steyaert et al., 2015). 2016

속적인 통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는 젊은 나이 방사선 치료 액와 림프절, ,

절제와 급성통증의 경험이라고 하였다(Wa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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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연구대상1.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세브란스 연세 암병원 에서 유방암 절제2016 8 2017 7

술과 동시에 조직 확장제 를 이용한 재건수술을 받은 환자(tissue expander)

중 자가 통증조절장치 를 사용한(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ump, PCA)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이다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상 연령 체질량 지수 수술 전 항암요법 병기 과거력 수술방Record, EMR) , , , , ,

법 및 마취방법을 조사하였으며 수술 후 시간과 시간에 환자를 방문하, 24 48

여 기록한 통증점수가 있는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양쪽 유방118 .

수술을 받은 명 다른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명 수술 전 유방 보형물을11 , 5 ,

제거한 명 외국인 명을 제외한 총 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8 , 2 92 .

세브란스 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 승인번호(IRB

4-20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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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선정 및 정의2.

수술 후 급성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요인으로 연령 체질량 지수‘ ’, ‘ ’,

수술 전 항암치료여부 수술 전 수술여부 조직학적 특성 병기 과거력‘ ’, ‘ ’, ‘ ’, ‘ ’, ‘ ’

과 수술 요인으로 제거된 조직의 양 조직 확장제의 크기 및 초기 확장부‘ ’, ‘

피 수술방법 그리고 마취요인으로 마취제 마취시간 수술 중과 회복실’, ‘ ’, ‘ ’, ‘ ’, ‘

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여부 자가 통증조절장치에 사용된 펜타닐’, ‘ (fentanyl)

의 양 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

수술 전 수술 여부는 유방절제술 전에 조직학적 확인을 위한 절제술 혹은,

부분적 절제술 후 주변부 양성이 발견되어 다시 전 절제술을 하게 된 경우이

다.

조직학적 특성과 병기는 수술 후 최종 확인된 병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되

었다.

사용된 조직 확장제 의 크기결정과 수술 중 채워 넣은 식(Tissue expander)

염수의 부피는 수술을 담당한 성형외과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수술방법은 절제술의 방법으로 전 절제술 피부보존 절제술 유두보존 절‘ ’, ‘ ’, ‘

제술 로 구분하였다’ .

수술 후 통증 정도는 마취과 연구 간호사가 수술 후 시간과 시간에 자24 48

가 통증 조절장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방문하여 휴식 시 통증점수와 활동

시 통증 정도를 를 사용하여 으로 질문하여NRS(Numeric Rating Scale) 0-10

기록하였으며 이를 낮은 통증점수 와 높은 통증점수 로 구분하였, (0-4) (5-10)

다 또한 이때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러움 소양증의 여부도 함께 기록하. , ‘ / ’, ‘ ’, ‘ ’, ‘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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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틀

Figure 1. Research framework

대상자

유방절제 재건수술환자+ (n=92)

독립변수

General

-Age
-BMI
-Neo-adjuvant
-Pre-operation
-Pathology
-Stage
-Hx.:smoking
-motion weakness
-PONV

Operation

-Mastectomy
-Specimen
-TE volume
-TE initial filling vol.

Anesthesia

-ASA
-Agent
-Anes. time
-Remifentanil
-Fluid
-Opioid during OP.

at PACU
-PCA opioid

Independent T-test, Wilcoxom 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종속변수

수술 후 급성통증정도 시간 시간(~24 , ~48 )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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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4.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특성은 백SAS 9.4 ver.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고 각 특성에 따른 측정 변수들 간의 차이는, ,

와 로 분석하였다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

연속형 변수들의 연관성은 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들Spearman correlation ,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 분석하였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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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Ⅳ

일반적 특성1.

연구 대상자는 총 명으로 모두 여자였으며 수술 후 시간의 활동 시92 , 24

통증을 낮음 점 과 높음 점 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환자요소와 수술(0-4 ) (5-10 ) ,

요소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마취 요소중 마취시간 사용량 사용한 수액량이, remifentanil , p-value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01, 0.02,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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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low and high pain score

ALL low(0-4) high(5-10) p-value

(N=92) (N=38) (N=54)

환자요소

Age. mean(SD) 44.72(9.44) 46.66(9.24) 43.35(9.43) 0.1

BMI, mean(SD) 22.02(2.86) 22.50(3.38) 21.68(2.40) 0.2

neo-adjvant,

n(%)
0.35＊

yes 11(12.0)) 6(15.8) 5(9.3)

no 81(88.0) 32(84.2) 49(90.7)

pre-operation,

n(%)
0.31

＊

yes 10(10.9) 6(15.8) 4(7.4)

no 82(89.1) 32(84.2) 50(92.6)

pathology,

n(%)
0.14

DCIS 32(35.2) 8(21.6) 24(44.4)

IDC 49(53.9) 24(64.9) 25(46.3)

ILC 5(5.5) 2(5.4) 3(5.6)

other 5(5.5) 3(8.1) 2(3.7)

stage, n(%) 　 0.09

0 23(25.3) 8(21.0) 15(28.3)

I 43(47.3) 15(39.5) 28(52.8)

II-III 25(27.5) 15(39.5) 10(18.9)

smoking, n(%) 0.64
＊

yes 4(4.4) 1(2.6) 3(5.6)

no 88(95.6) 37(97.4) 51(94.4)

motion

weakness,

n(%)

0.41

yes 26(28.3) 9(23.7) 17(31.5)

no 66(71.7) 29(76.3) 37(68.5)

PONV, n(%) 1.00
＊

yes 5(5.4) 2(5.3) 3(5.6)

no 87(94.6) 36(94.7) 51(94.4)

수술요소

specimen,

median(IQR)
373.84(241-511) 381.0(248-604) 330.0(240-445) 0.26

TE vol.,

mean(SD)
478.80(59.41) 21.49(3.40) 22.34(3.27)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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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low(0-4) high(5-10) p-value

(N=92) (N=38) (N=54)

TE initial

Filling vol,

median(IQR)

138.15(100-175) 5.34(4.6-9.7) 5.07(4.5-7.2) 0.22

mastectomy,

n(%)
　 0.58

total 27(29.4) 9(23.7) 18(33.3)

skin-sparing 10(10.9) 4(10.5) 6(11.1)

nipple-sparing
55(59.8) 25(65.8) 30(55.6)

마취요소

ASA, n(%) 0.28

I 33(35.9) 10(26.3) 23(42.6)

II 55(59.8) 26(68.4) 29(53.7)

III 4(4.4) 2(5.3) 2(3.7)

agent, n(%) 1.00
＊

dsflurane 80(87.0) 33(86.8) 47(87.0)

sevoflurane 12(13.0) 5(13.2) 7(13.0)

anes. Time,

mean(SD)
242.46(55.50) 262.5(67.64) 228.3(40.05) <0.01

remifentanil,

median(IQR)
0.74(0.6-0.8) 0.8(0.6-1.0) 0.7(0.6-0.8) 0.02

fluid,

median(IQR)
985.87(800-1200) 1025.0(850-1300) 900.0(750-1000) <0.01

op. opioid,

n(%)
0.28

yes 30(32.6) 10(26.3) 20(37.0)

no 62(67.4) 28(73.7) 34(63.0)

PCA

fentanyl/kg,

median(IQR)

14.87(13.5-16.2) 14.79(12.9-16.7) 14.64(14.0-16.1) 0.75

PACU time,

median(IQR)
42.07(30-50) 35.0(30-40) 40.0(35-50) 0.06

PACU pain 1,

median(IQR)
3.82(3-5) 3.0(3-5) 4.5(3-5) 0.1

PACU pain 2,

median(IQR)
2.71(2-3) 3.0(3-3) 3.0(2-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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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S, ductal carcinoma in situ; IDC, intraductal carcinona; ILC, invasive lobular

carcinoma; PONV, post operative nausea vomiting; TE, tissue expander;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ACU, post anesthesia care unit; N/V, nausea and vomiting

＊Fisher's exact test

ALL low(0-4) high(5-10) p-value

(N=92) (N=38) (N=54)

PACU opioid,

n(%)
0.04

yes 38(41.3) 11(29.0) 27(50.0)

no 54(58.7) 27(71.0) 27(50.0)

PACU N/V,

n(%)
0.41

yes 13(14.1) 4(10.5) 9(16.7)

no 79(85.9) 34(89.5) 45(83.3)

PACU

antiemetics,

n(%)

0.35＊

yes 12(13.0) 3(7.9) 9(16.7)

no 80(87.0) 35(92.1) 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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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의 분포2.

종속변수인 수술 후 시간까지의 운동 시 통증점수와 시간까지의 운동24 48

시 통증점수의 분포는 다음의 히스토그램과 같다 정규성 검정 결과 두 종속.

변수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시간과 시간에 점의 통증점, 24 48 5

수를 보인 환자가 명과 명으로 가장 많았고 뚜렷한 치우침이 나타나지28 23 ,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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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ctivity pain in 24hr. and 48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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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형 변수의 상관분석3.

가 수술 후 시간 휴식 시 통증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24

수술 후 시간 휴식시 통증 점수는 마취시간 마취 중 수액24 (NRS) (p=0.04),

투여량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나이(p=0.03) .

와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와 떼어낸 조직의 량 체질량(p=0.01), (p<0.0001),

지수와 조직 확장제의 크기 및 초기 조직 확장제 부피 체(p=0.004) (p=0.01),

질량 지수와 마취중 투여량 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remifentanil (p=0.01)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의 량과 조직 확장제의 크기,

와 초기 조직 확장제 부피 마취중 투여량(p<0.0001) (p<0.0001), remifentanil

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였다 조직 확장제와 초기 조직(p=0.01) .

확장제 부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마취시간과 마취중(p<0.0001),

투여량 및 마취 중 수액 투여량 은 모두remifentanil (p<0.0001) (p<0.0001)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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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of resting pain in 24hr.

TE, tissue expander;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ain age BMI specimen TE TE initial vol. anes_time remifentanil fluid
PCA

fentanyl/kg

Pain
1 -0.14 -0.14 -0.12 0.01 -0.11 -0.21 -0.21 -0.23 0.04

0.18 0.19 0.25 0.89 0.29 0.04 0.05 0.03 0.69

age
1 0.26 0.15 0.02 0.03 -0.05 0.11 -0.13 0.08

0.01 0.18 0.84 0.79 0.67 0.32 0.22 0.44

BMI
1 0.60 0.30 0.29 -0.02 0.26 0.01 -0.14

<.0001 0.004 0.01 0.84 0.01 0.89 0.18

specimen
1 0.64 0.44 0.06 0.26 0.12 -0.002

<.0001 <.0001 0.56 0.01 0.27 0.99

TE
1 0.53 0.14 0.16 0.04 -0.01

<.0001 0.18 0.12 0.78 0.93

TE initial vol.
1 -0.06 0.15 -0.10 -0.05

0.58 0.14 0.32 0.60

anes_time
1 0.57 0.62 0.01

<.0001 <.0001 0.95

remifentanil
1 0.41 -0.08

<.0001 0.46

fluid
1 0.02

0.83

PCA

fentanyl/k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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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증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24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증은 나이 마취시간 마취 중24 (p=0.03), (p=0.03),

투여량 마취 중 수액 투여량 과 유의한 상관remifentanil (p=0.02), (p=0.002)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나이와 체질량 지수 체질. (p=0.01),

량 지수와 떼어낸 조직의 량 체질량 지수와 조직 확장제의 크기(p<0.0001),

및 초기 조직 확장제 부피 체질량 지수와 마취중(p=0.004) (p=0.01),

투여량 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remifentanil (p=0.01) ,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의 량과 조직 확장제의 크기 와 초기 조직 확(p<0.0001)

장제 부피 마취중 투여량 이 유의한 상관관(p<0.0001), remifentanil (p=0.01)

계를 갖는 것으로 보였다 조직 확장제와 초기 조직 확장제 부피는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고 마취시간과 마취중 투여량(p<0.0001), remifentanil

및 마취 중 수액 투여량 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p<0.0001) (p<0.000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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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of activity pain in 24hr.

TE, tissue expander;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ain age BMI specimen TE TE initial vol. anes_time remifentanil fluid
PCA

fentanyl/kg

Pain 24
1 -0.23 -0.08 -0.10 -0.03 -0.07 -0.23 -0.23 -0.31 -0.03

0.03 0.42 0.33 0.80 0.51 0.03 0.02 0.002 0.79

age
1 0.26 0.15 0.02 0.03 -0.05 0.11 -0.13 0.08

0.01 0.18 0.85 0.79 0.67 0.32 0.22 0.45

BMI
1 0.60 0.30 0.29 -0.02 0.26 0.01 -0.14

<.0001 0.004 0.01 0.84 0.01 0.89 0.18

specimen
1 0.64 0.44 0.06 0.26 0.12 -0.002

<0.0001 <0.0001 0.56 0.01 0.27 0.99

TE
1 0.53 0.14 0.16 0.04 -0.01

<.0001 0.18 0.12 0.70 0.93

TE initial vol.
1 -0.06 0.15 -0.10 -0.05

0.58 0.14 0.33 0.60

anes_time
1 0.57 0.62 0.01

<.0001 <.0001 0.95

remifentanil
1 0.41 -0.08

<.0001 0.46

fluid
1 0.02

0.83

PCA fentanyl/k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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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 후 시간 휴식 시 통증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48

수술 후 시간 휴식 시 통증점수 는 마취 중 수액 투여량 과48 (NRS) (p=0.02)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질량 지수와 나이 체질량 지수와 떼어. (p=0.01),

낸 조직의 량 체질량 지수와 조직 확장제의 크기 및 초(p<0.0001), (p=0.004)

기 조직 확장제 부피 체질량 지수와 마취중 투여량(p=0.01), remifentanil

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의(p=0.01) .

량과 조직 확장제의 크기 와 초기 조직 확장제 부피 마(p<0.0001) (p<0.0001),

취중 투여량 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였다remifentanil (p=0.01) .

조직 확장제와 초기 조직 확장제 부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마취시간과 마취중 투여량 및 마취 중(p<0.0001), remifentanil (p<0.0001)

수액 투여량 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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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resting pain in 48hr.

TE, tissue expander;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ain age BMI specimen TE TE initial vol. anes_time remifentanil fluid
PCA

fentanyl/kg

Pain
1 -0.08 -0.18 -0.07 0.11 0.02 -0.21 -0.20 -0.26 0.09

0.47 0.11 0.52 0.30 0.83 0.06 0.06 0.02 0.43

age
1 0.26 0.15 0.02 0.03 -0.05 0.11 -0.13 0.08

0.01 0.18 0.85 0.79 0.67 0.32 0.22 0.45

BMI
1 0.60 0.30 0.29 -0.02 0.26 0.01 -0.14

<.0001 0.004 0.01 0.84 0.01 0.89 0.18

specimen
1 0.64 0.44 0.06 0.26 0.12 -0.002

<0.0001 <0.0001 0.56 0.01 0.27 0.99

TE
1 0.53 0.14 0.16 0.04 -0.01

<.0001 0.18 0.12 0.70 0.93

TE initial vol.
1 -0.06 0.15 -0.10 -0.05

0.58 0.14 0.33 0.60

anes_time
1 0.57 0.62 0.01

<.0001 <.0001 0.95

remifentanil
1 0.41 -0.08

<.0001 0.46

fluid
1 0.02

0.83

PCA

fentanyl/kg

1



- 22 -

라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증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48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증은 환자의 나이 체질량 지수48 (p=0.03), (p=0.02)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외에도 나이와 체질량 지수 체질. (p=0.01),

량 지수와 떼어낸 조직의 량 체질량 지수와 조직 확장제의 크기(p<0.0001),

및 초기 조직 확장제 부피 체질량 지수와 마취중(p=0.004) (p=0.01),

투여량 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remifentanil (p=0.01) ,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의 량과 조직 확장제의 크기 와 초기 조직 확(p<0.0001)

장제 부피 마취중 투여량 이 유의한 상관관(p<0.0001), remifentanil (p=0.01)

계를 갖는 것으로 보였다 조직 확장제와 초기 조직 확장제 부피는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고 마취시간과 마취중 투여량(p<0.0001), remifentanil

및 마취 중 수액 투여량 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p<0.0001) (p<0.000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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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of activity pain in 48hr.

TE, tissue expander;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ain age BMI specimen TE TE initial vol. anes_time remifentanil fluid
PCA

fentanyl/kg

Pain
1 -0.24 -0.26 -0.15 -0.01 -0.04 -0.16 -0.19 -0.18 0.003

0.03 0.02 0.19 0.95 0.74 0.16 0.08 0.10 0.98

age
1 0.26 0.15 0.02 0.03 -0.05 0.11 -0.13 0.08

0.01 0.18 0.85 0.79 0.67 0.32 0.22 0.45

BMI
1 0.60 0.30 0.29 -0.02 0.26 0.01 -0.14

<.0001 0.004 0.01 0.84 0.01 0.89 0.18

specimen
1 0.64 0.44 0.06 0.26 0.12 -0.002

<0.0001 <.0001 0.56 0.01 0.27 0.99

TE
1 0.53 0.14 0.16 0.04 -0.01

<.0001 0.18 0.12 0.70 0.93

TE initial vol.
1 -0.06 0.15 -0.10 -0.05

0.58 0.14 0.33 0.60

anes_time
1 0.57 0.62 0.01

<.0001 <.0001 0.95

remifentanil
1 0.41 -0.08

<.0001 0.46

fluid
1 0.02

0.83

PCA

fentanyl/k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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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통증정도와 관련요인4.

대상자의 수술 후 통증정도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을 환자의 특성 수술적 요인 마취적 요(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

인으로 나누어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들로 분

석하였다.

다중 공선성 분산팽창인자 값은(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을 넘지 않으므로 독립 변수간 다중1.000~4.557 . 10

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마취시간과 마취 중 투여된, remifentanil

양 수액양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임상적으로 투여된 약물과 수액, ,

의 양은 마취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마취시간을 대푯값으로 독립변수

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통증점수를 낮음 점 와 높음 점 로 나누어 높은 통증점(0-4 ) (5-10 )

수를 가질 위험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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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증 관련요인. 24

연구대상자의 환자요인 수술요인 마취요인이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 , 24

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독립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함으로써 변수 추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와 같다Table 6 .

은 독립변수인 환자요인중 환자의 나이 체질량 지수 수술 전 항암Model I , ,

요법 및 수술적 치료여부 병기를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증점수와 로지스, 24

틱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없었다, .

는 환자요인에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의 양 조직 확장제의 크기 및Model II ,

수술 중 조직 확장제를 채운 식염수의 양과 수술 방법의 차이를 로지스틱 회

귀모형에 투입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조직 확장제의 크기가 늘어날수, 100cc

록 높은 통증점수를 갖게 될 위험은 증가하고 초기 조직 확장제의 부피90% ,

가 늘어날수록 높은 통증점수를 가질 확률은 감소하지만 두 변수10cc 10%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는 환자요인과 수술요인에 마취요인인 마취시간 흡입마취제의 종Model III ,

류 수술실과 회복실에서 사용한 마약성 진통제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

하였으며 분석결과 세 이하의 환자에 비해 세 이상의 환자는 높은 통증, 40 51

점수를 나타낼 확률이 감소하였으며 유두90% (OR 0.1, 95% CI 0.69-1.15),

보존술에 비해 전 절제술을 한 경우 배 증가하며9.1 (OR 9.1, 95% CI

마취를 시간 이상한 경우 감소하였고1.79-46.2), 4 90% (OR 0.1, 95% CI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 배 증가하였다0.04-0.52), 3.3 (OR

3.3, 95% CI 1.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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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tivity pain in 24hr.

TE, tissue expander; PACU, post anesthesia care unit

Model I Model II Model III

OR 95% CI OR 95% CI OR 95% CI

AGE<41 1 1 1

40<AGE<51 0.4 0.15 1.26 0.5 0.16 1.74 0.4 0.09 1.51

50<AGE 0.5 0.13 1.57 0.4 0.11 1.55 0.1 0.03 0.76

BMI 0.9 0.79 1.09 0.9 0.74 1.15 0.9 0.69 1.15

neo_adjuvant 0.4 0.11 1.72 0.4 0.08 1.97 0.2 0.04 1.56

pre_operation 0.4 0.1 1.63 0.5 0.12 2.34 0.4 0.07 2.14

nipple- sparing 1 1

total

mastectomy
2.5 0.77 8.30 9.1 1.79 46.2

skin- sparing 1.9 0.39 8.93 4.2 0.7 24.8

specimen 1 0.99 1 1 0.99 1

TE vol. 1.0 1 1 1 1 1.03

TE initial vol. 1 0.98 1 1 0.98 1

anes. time >4hr. 0.1 0.04 0.52

Desflurane 1

Sevoflurane 2 0.39 9.89

OP_opioid 2.5 0.63 10.2

PACU
†
_opioid 3.3 1.0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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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증 관련요인. 48

연구대상자의 환자요인 수술요인 마취요인이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 , 48

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독립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함으로써 변수 추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와 같다Table 7 .

은 독립변수인 환자요인중 환자의 나이 체질량 지수 수술 전 항암Model 1 , ,

요법 및 수술적 치료여부 병기를 수술 후 시간 활동 시 통증점수와 회귀모, 48

형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환자의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통증, 1

점수를 가질 위험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20% (OR 0.8, 95% CI 0.67-0.97)

났다.

는 환자요인에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의 양 조직 확장제의 크기 및Model II ,

수술 중 조직 확장제를 채운 식염수의 양과 수술 방법의 차이를 로지스틱 회

귀모형에 투입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환자의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높, 1

은 통증점수를 가질 위험은 감소 하는 것30% (OR 0.7, 95% CI 0.57-0.95)

으로 나타났다.

는 환자요인과 수술요인에 마취요인인 마취시간 흡입마취제의 종Model III ,

류 수술실과 회복실에서 사용한 마약성 진통제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

하였으며 분석결과 환자의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통증점수를 가, 1

질 위험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30% (OR 0.7, 95% CI 0.56-0.95)　

며 다른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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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tivity pain in 48hr.

TE, tissue expander; PACU, post anesthesia care unit

Model I Model II Model III

OR 95% CI OR 95% CI OR 95% CI

AGE<41 1 1 1

40<AGE<51 0.5 0.18 1.65 0.6 0.17 2.08 0.6 0.15 2.11

50<AGE 0.5 0.13 1.84 0.5 0.12 1.98 0.5 0.1 2.16

BMI 0.8 0.67 0.97 0.7 0.57 0.95 0.7 0.56 0.95

neo-adjuvant 4.5 0.83 24.5 11.9 1 141.33 11.3 0.79 160

pre-operation 0.2 0.03 2.14 0.2 0.02 2.49 0.2 0.02 2.66

nipple sparing 1 1

total

mastectomy
0.8 0.22 3.12 0.8 0.2 3.27

skin sparing 1.6 0.27 9.60 1.7 0.26 10.8

specimen 1 1 1.01 1 1 1.01

TE vol. 1 0.99 1.01 1 0.99 1.01

TE initial vol. 1 0.99 1.01 1 0.99 1.01

anes. time >4hr. 1 0.3 3.11

Desflurane 1

Sevoflurane 1.3 0.17 9.34

OP opioid 0.8 0.23 2.75

PACU opioid 2.2 0.71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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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V.

본 연구는 유방 절제술과 조직 확장제 를 이용한 유방 재(tissue expander)

건술을 동시에 진행한 환자에서 수술 후 시간까지의 통증정도를 알아보고48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요인 수술요인 및 마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수술 후 시간까지의 활동 시 통증 점수를 낮음 높음 으로 나24 (0-4), (5-10)

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환자요소와 수술요소만을 가지고 한

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마취요소까지 포함한Model I, II ,

에서는 연령 수술방법 마취시간 및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여부가 높Model III , ,

은 통증점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세 이하의 환자에 비해 대 이상의 환자에서 높은 통증점40 50

수를 가질 확률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행해진 많은 연구결과와90% ,

일치한다(Lanford et al., 2015; Rehberg et al., 2017; Andersen and

젊은 환자의 통증이 더 심한 이유로는Kehlet, 2011; Vilholm et al., 2008).

젊은 환자에서 발견된 종양이 좀 더 진행되고 공격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치료

에 있어서도 항암 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된다(Kroman et al.,

는 보고와 수술 전 불안감이 높은 환자에서 수술 후 통증이 심하다는2000)

연구결과 와 더불어 젊은 환자에서 수술 전 우울감 및(Rehberg et al., 2017)

정신과적 문제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Avis et al., 2012; Parker et al.,

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술 후2003; Howard-Anderson et al., 2012) .

환각 유방감각 이 젊은 환자에서 더 많이 발견된(phantom breast sensation)

다는 보고 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젊은 환자에서 수술 후(Hanse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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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미와 유. ,

럽에서 행해진 유방암 환자들의 통증연구에서 환자의 평균연령이 대부분 55

세 이상 인 것과 달리 본 연구의 평균연령이 세이고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45

의 암 발생연령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러한 젊은 환자들의 통증 조

절 및 특성을 좀 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술 요소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방 절제 방법에 있어서 유두 보존 방

법에 비해 전 절제를 하는 경우 수술 후 높은 통증점수를 갖게 될 위험이 배9

가량 높으며 피부 보존법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두 보, .

존 절제법을 받은 환자의 가 정상 감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7%

피부 보존법에 비해 가볍게 만지는 것에 대한 감각은 좀 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 확장제 의 크기와 초(Khan et al., 2016). (tissue expander)

기 조직 확장제의 부피는 기존의 연구에서 조직 확장제가 이상일 경우300cc

좀 더 심한 통증을 일으켰으며 초기 조직 확장제의 부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Gassman et al., 2016) ,

변수 모두 높은 통증점수와의 연관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시간을 전체 평균인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간4 , 4

이상인 경우 높은 통증점수를 가질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0% .

이는 마취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 중 투여된 의 양이 증가하게remifentanil

되고 이 급성 마약 진통제 유도성 과통증을 유발하여 급성 통증, remifentanil

강도를 높게 느낀다는 연구들 과는(Joly et al., 2005; van Gulik et al., 2012)

반대되는 결과로 마취시간과 급성통증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란변수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경우 높은 통증점수를 갖게 될 위험이 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3.3 .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와 수술 후(Steyaert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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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내에 을 투여한 경우 에 만성 통증 발생이24 morphine (Cho et al., 2013)

유의하게 크다는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 같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만성통,

증 발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높여준다.

마취제와 통증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결과에는 정맥 마취제보다 흡입 마취제

를 사용한 경우 만성통증 발생이 적었다 는 결과와(Steyaert et al., 2016)

에 비해 이 만성통증 발생 위험을 높였다Propofol Sevoflurane (Cho et al.,

는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2013) .

않지만 을 사용한 환자에 비해 을 사용한 경우 수술, Desflurane Sevoflurane

후 시간 통증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였다24 .

수술 후 시간까지 활동 시 통증 점수 역시 낮음 높음 로 나48 (0-4), (5-10)

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으며 에서 수술 후 시간까지의, Model I, II, III 24

분석에 유의했던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았고 체질량 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통증 점수를 가질 위험성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통증 점수를 나타낼 확률이1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이전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30% 1

수록 강한 통증을 느낄 확률이 증가 한다는4% (van Helmond et al., 2017)

보고와 높은 체질량지수가 높은 통증 점수의 위험인자라고 하는 보고

가 있어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와의 차이는(Miaskowski et al., 2012) .

첫째 기존 연구들의 환자군이 다양한 재건 수술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한 결,

과인데 반해 본 연구는 조직 확장제를 이용한 재건 수술을 한 환자군 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위 연구들의 체질량 지수의 평균이. , 26

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정도로 같은 조직확장제라도 작은 체질량지수에22

서 상대적으로 크고 이는 의 연구에서처럼 절대적인 조직 확장제의, Ga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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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른 통증 이 아닌 상대적인 크기의 통증의 차(Gassman et al., 2016)

이로 생각 할 수 있다 환자들의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 가슴이 처진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횡복직근 피판을 이용한 재건수술이 용이하고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반면 조직 확장제를 이용한 재건수술의 선택한 환자들의.

체질량지수는 피판을 이용한 환자군에 비해 비교적 작다 이처럼 재건 수술의.

종류에 따라 환자들의 특징이 달라지게 되므로 각 재건수술 방법에 따른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이 서울의 종합병원 한 곳에서 년간 수술 받은1

명의 환자로 이루어져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를 일반화시키92 ,

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방절제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건 수술 중.

조직 확장제를 이용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 수술 이후의 급성통증과

환자의 특성 수술 마취적 요소를 분석 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 , ,

라 조직 확장제를 이용한 재건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주술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기 유방암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술 후 통증조절과 이에 따른 만성통증의 양상 및 다른 방법을 통한 재건수

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3 -

결론.Ⅵ

본 연구는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 절제술과 조직 확장제(tissue

를 이용한 재건수술을 받는 경우 급성통증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expander)

다 유방 절제술과 재건수술을 받은 후. 급성통증은 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전 절제술을 할 때 마취시간이 시간 이하일 때와 회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4

를 사용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을 때 낮은 통증점수를.

보였다. 임상에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주술기 관리가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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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acute pain after mastectomy and

breast reconstruction surgery

Min Jeong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Background and Purpose: Breast reconstruction immediately after

mastectomy is getting a popular choice for early breast cancer

patients. This study evaluates factors associate with acute pain after

mastectomy and breast reconstruction surgery.

Methods: This study retrospectively analyzed patients’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Patients undergone mastectomy and reconstruction surgery

with tissue expander and used patient controlled analgesia(PCA) from Aug.

2016 to July 2017 in Yonsei cancer hospital, Seoul Korea. Anesthesiology

nurse visited patients and recorded acute pain score using numeric rating

scale(NRS) in postoperative day 1 and 2. This study analyzed patients’ age,

BMI, stage, method of mastectomy, specimen weight, tissue expander

volume, tissue expander initial filling volume, anesthesia agents, anesthesia

time, and using opioid depending on the acute pai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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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This study dealt with 92 women patients' cases. Higher activity

pain in 24hours were observed for the patients who were young, had

total mastectomy, had shorter than four hours surgery, and had opioid

at post anesthesia care unit(PACU). In addition, higher activity pain in

48hours were observed for the patients who had less BMI.

Conclusion: Acute post operative pain was stronger in patients who

were young, had total mastectomy, shorter than four hours surgery,

opioid at PACU, and small BMI when patients undergone mastectomy

and reconstruction surgery with tissue expander. Thus this study

suggest to take perioperative care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and

need continuous research.

Breast cancer, Mastectomy, Reconstruction Surgery, Tissue Expander,

Post Operative Acute P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