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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는 경막외마취에 의한
진정 효과에 예민한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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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Elderly Patient more Sensitive to the Sedative Effect of Epidural Anesthesia?
Byung-chul Shin, M.D., So-jin Park, M.D., Hye-won Lee, M.D., Chun-hak Lim, M.D.,
Hae Ja Lim, M.D., Suk Min Yoon, M.D., and Seong Ho Ch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Background: Epidural anesthesia has been reported to have a sedative effe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elderly patient is more sensitive to the sedative effect of epidural anesthesia than
young patient using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scale and bispectral index (BIS)
monitoring.
Methods: Twenty patients scheduled for elective lower extremity surgery were allocated to one of
two groups according to age (group youg age: ＜ 65 years of age, group old age: ≥ 65 years of age).
All patients were given epidural injection of 2% lidocaine (test dose 3 ml + 12 ml) at the L3-4 level.
OAA/S scale and BIS were evaluated 5 min before and 20 min after epidural injection, respectively.
Results: Epidural lidocaine significantly decreased OAA/S scale from 5 to 4 in 70% of patients in
old age group (P = 0.008), but no significant change was noticed in young age group. No significant
BIS changes were noticed in both groups.
Conclusion: Elderly patient is more sensitive to the sedative effect of epidural anesthesia than young
patien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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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

서

따라서 노인 환자에서는 중추신경계 증상의

발현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전신마취를

론

피하고 국소마취 하에 소량의 정맥마취제를 사용하
노인 환자에서는 전신마취 후 동반되는 중추신경

거나 부위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1)

부위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흔히 진정을 목적

계 증상의 회복이 지연되어 술 후 1주일까지도 섬

있다.

망, 지남력 장애,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흔히 나타낸

으로 진정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으나 노인 환자에서
는 진정제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호흡저하가 흔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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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진정상태에 따라 소량의
진정제를 적정하여 투여할 필요가 있다.3-5)
경막외마취는 그 자체가 진정효과가 있으며 논란
의 여지가 있으나 차단부위에 따라 진정 효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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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6,7) 특히 노인 환

계획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다. 대상

자에서 경막외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다량의 국소마

환자는 연령에 따라 각각 10명씩 두 군으로 나누어

8)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인 환자군으로, 65세 미만

척추마취의 경우에도 감각차단 부위가 높아지고 진

인 경우에는 젊은 환자군으로 구분하였다. 노인 환

취제를 주입하면 두부로 퍼지는 범위가 높아지며
9)

통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따

자군의 평균 연령은 73.5 ± 4.3, 젊은 환자군의 평

라서 노인 환자에서는 경막외마취 시 젊은 환자에

균 연령은 47.1 ± 2.3이었고 젊은 환자군에서 체중

비하여 차단부위가 높아지고 경막외마취 시 동반되

이 많고 신장이 큰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는 진정 효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동량

없었다(Table 1).

의 국소마취를 투여할 경우에 젊은 환자에 비하여
진정 효과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환자에서 전처치는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 후 심전도(78354C, Hewlett-Packard, USA), 비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환자

습성 혈압 감시장치(78354C, Hewlett-Packard, USA),

와 젊은 환자를 구분하여 경막 외 lidocaine을 주입

맥박 산소 계측기(SaO2 Kit 8600648, Dräger Medical

한 후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AG & Co. KGaA, Germany)를 거치하였다. 진정의 정

scale로 진정의 정도를 평가하고 동시에 bispectral

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하여 BIS

index (BIS)를 기록하여 노인 환자에서 경막외마취의

(Bisepctral Index, A-2000 , Aspect

TM

Ⓡ

Medical Systems,

진정 효과가 더 심화되는 지를 조사하고 또한 BIS로
그 진정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 하에서 하지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2682세의 성인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장,
간, 신장, 중추 신경계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나
진정제나 항우울제, 최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및 임산부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연구

Table 1. Demographic Data and Epidural Block Level
ꠧꠧꠧꠧꠧꠧꠧꠧꠧꠧꠧꠧꠧꠧꠧꠧꠧꠧꠧꠧꠧꠧꠧꠧꠧꠧꠧꠧꠧꠧꠧꠧꠧꠧꠧꠧꠧꠧꠧꠧꠧꠧꠧꠧꠧꠧꠧ
Group young age Group old a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47.1 ± 12.3
73.5 ± 4.3
Sex (M/F, n)
7：3
2：8
BW (kg)
63.7 ± 12.6
56.4 ± 9.4
Height (cm)
165.7 ± 6.4
155.6 ± 8.4
Block level
T9.6 ± 1.8
T7.9 ±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P ＜ 0.05 compared to
young age group.

Table 2.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ness/Sedation (OAA/S) Scale
ꠧꠧꠧꠧꠧꠧꠧꠧꠧꠧꠧꠧꠧꠧꠧꠧꠧꠧꠧꠧꠧꠧꠧꠧꠧꠧꠧꠧꠧꠧꠧꠧꠧꠧꠧꠧꠧꠧꠧꠧꠧꠧꠧꠧꠧꠧꠧꠧꠧꠧꠧꠧꠧꠧꠧꠧꠧꠧꠧꠧꠧꠧꠧꠧꠧꠧꠧꠧꠧꠧꠧꠧꠧꠧꠧꠧꠧꠧꠧꠧꠧꠧꠧꠧꠧꠧꠧꠧꠧꠧꠧꠧꠧꠧꠧꠧꠧꠧꠧꠧ
Subscore
Responsiveness
Speech
Facial expression
Ey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Responds readily to name
Normal
Normal
Clear
spoken in normal tone
4

Lethargic response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Mild slowering or
thickening

Mild relaxation

Glazed mild ptosis

3

Response only after name
spoken loudly or repeatedly

Slurring or slowing

Marked relaxation

Glazed marked ptosis

2

Response after mild poddingor
shaking

Few recognized word

1

Does not respond to mild
prodding or shak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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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Observer's Assessment of Sedation
/alertness (OAA/S) Scale
ꠧꠧꠧꠧꠧꠧꠧꠧꠧꠧꠧꠧꠧꠧꠧꠧꠧꠧꠧꠧꠧꠧꠧꠧꠧꠧꠧꠧꠧꠧꠧꠧꠧꠧꠧꠧꠧꠧꠧꠧꠧꠧꠧꠧꠧꠧꠧ
Group young
Group old
age (n = 10) age (n = 10)
OAA/S scal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4
5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min before
10
0
10
0
epidural block (n)
†
20 min after
10
0
3
7*
epidural block (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 0.05 compared to young age group, †P ＜ 0.05
compared to 5 min before epidural block.

Table 4. Change of Bispectral Index
ꠧꠧꠧꠧꠧꠧꠧꠧꠧꠧꠧꠧꠧꠧꠧꠧꠧꠧꠧꠧꠧꠧꠧꠧꠧꠧꠧꠧꠧꠧꠧꠧꠧꠧꠧꠧꠧꠧꠧꠧꠧꠧꠧꠧꠧꠧꠧ
Group young age Group old a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min before
97.7 ± 0.7
95.6 ± 3.8
epidural block
20 min after
96.8 ± 2.1
94.5 ± 4.6
epidural block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인 환자군에서는 T 7.9 ± 1.5, 젊은 환자군에서는 T
9.6 ± 1.8로 두 군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Table 1).
경막외마취 전에 평가한 OAA/S scale은 두 군의 모

Inc., USA)를 전두부에 부착하였다.

6)

경막외마취 후

든 환자에서 5점으로 진정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았

혈압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식기간을

으며 경막외마취 20분에 평가한 OAA/S scale은 노인

기준으로 하여 술전 수액결핍량을 체중 × 2 ml/hr

환자군에서는 10명 중 7명(70%)에서 4점으로 통계적

로 계산하여 이미 주입한 양을 제외한 양(500-1000

으로 유의한 진정 효과를 보였으며(P = 0.008), 젊은

ml)을 Hartman solution으로 정주한 후 좌측 측와위

환자군에서는 10명 모두 5점으로 진정 효과를 나타

하에서 18 G Weiss 바늘로 L3-4에서 천자를 시행하

내지 않았고 두 군간에 OAA/S scale로 평가한 진정

여 저항소실법으로 경막외강을 확인한 후 2% lidocaine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3 ml를 test dose로 주입하였다. 20 G 경막외 카테터

0.006, Table 3).

를 두부로 3 cm 삽입하고 고정한 후 2% lidocaine

경막외마취 5분 전과 20분 후에 기록한 BIS는 젊

12 ml를 투여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혈압이 경막외

은 환자군과 노인 환자군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마취 전 수치의 20% 이하로 저하된 예는 없었다.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환자를 앙와위로 눕힌 후 경막외 투여 후 20분 경에
환자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였을 때 알코올 스폰지로

고

찰

감각차단부위를 확인하였다. 환자의 진정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경막외마취 5분 전과 20분 후에 조

본 연구는 경막외마취에 의한 진정작용이 노인 환

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Observer's assessment of alert-

자에서 젊은 환자에 비하여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지

ness/sedation (OAA/S) scale (Table 2)을 평가하고, 이

를 조사한 것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환자군과

때의 BIS를 동시에 기록하였다.

젊은 환자군으로 나누어 경막외강에 2% lidocaine 15

모든 측정치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ml를 주입한 결과 경막외마취 20분 후 OAA/S scale

SPSS (Release 10.0.5 Standard Version) 통계 프로그

로 진정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젊은 환자군에서는

램을 이용하여 각 군간의 연령, 체중, 키는 unpaired

변화가 없었던 반면 노인 환자군에서는 감소하여 진

t-test를 사용하였고, OAA/S scale은 Mantel-Haenszel

정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때 젊은 환자군과 노인 환

Chi-square, 각 군 내의 BIS는 Wilcoxon Signed Ranks

자군에서의 감각차단높이의 차이는 없었고 BIS의 변

Sum Test를 시행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P값이 0.05

화를 동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는 노인 환자는 젊은 환자에 비하여 경막외마취에
의한 진정 효과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지만 BIS 감

결

과

시장치는 경막외마취에 의한 진정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막외마취 후 20분에 평가한 감각차단높이는 노

경막외마취에 의한 진정 효과는 경막외마취 후 m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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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am 및 propofol의 최면용량이 감소하고,10,11) 흡입
12)

전신마취로 부터의 각

마취제의 MAC이 감소하며
13)

는 경막외마취로 인한 감각차단 부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관찰함으로써 보고되고 있다. 또

경막 외로 투여된 국소마취제가 전신 흡수되어 진

한 경막외마취에 의한 진정 효과는 그 정도가 심하

정 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경막외마

면 호흡억제를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부위마취 후

취 후 20분에 진정 효과를 관찰한 것으로 이미 여러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마비의 간접적인 원인으로도

연구에서

성의 지연 등을

14)

6,11,12)

주장한 바와 같이 국소마취제의 전신

흡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노인

설명하고 있다.

경막외마취가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에 대해

환자에서 약동학적 변화가 예상되어 경막외마취 후

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주요기전으로는 경

국소마취제의 혈중농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젊은 환

막외마취로 인하여 중추신경계로 가는 구심성 입력

자와 비교하여 국소마취제의 혈중 농도가 차이가 없

정보가 감소함으로써 망상활성계로 가는 입력정보가

다고 보고하고 있어

감소하여 진정 효과가 유도된다고 보고하였다.

15)

부

위마취 시 신경차단 부위에 따라 진정의 정도가 달
16)

19)

노인 환자에서 경막외마취 후

관찰된 진정 효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척추마취 시 감각차

국소마취제가 뇌척수액을 따라 두부로 이동하여

단 부위가 높은 경우 진정의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직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척추

보고하였으며 서영선 등은6) L3-4 부위에서 경막외강

마취 시에는 국소마취제가 두부로 이동하여 뇌에 직

에 2% lidocaine 15 ml을 주입한 후 OAA/S scale로

접 작용하여 나타내기까지는 적어도 1시간 정도 걸

진정 효과를 평가하였을 때 감각차단 부위가 T10에

리며,

이른 군에서는 진정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정정도를 관찰하여 60분에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

라질 수 있는데 Gentili 등은

20)

21)

Pollock 등은

각성상태에서 척추마취 후 전

T10-11 부위에서 경막 외 주입 후 감각차단 부위가

을 관찰하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척수와 말초

T3에 이른 감각차단 부위가 높은 군에서는 진정의

신경의 신경원의 감소에 의해 노인 환자에서는 경막

정도가 심화된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이러한 진정 효

외마취의 효과가 젊은 환자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나22)

과의 차이는 감각차단 부위가 높은 군에서 propofol

본 연구에서 진정 효과를 관찰한 20분에서는 국소

의 최면용량이 훨씬 감소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도

마취제가 두부로 이동하여 뇌에 직접 작용하기에는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영선 등의6) 연구에서

이른 시간으로 차이가 없으리라 사료된다.

진정 효과를 관찰하지 못한 L3-4 부위에 경막 외 주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노인 환자에서 경

입을 시행한 군의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 것으로

막외마취 시 관찰된 진정 효과의 기전은 중추신경계

연구 대상군에 노인 환자를 추가한 점이 다르며 젊

로 가는 침해성 입력정보와 구심성 입력정보의 감

은 환자에서는 서영선 등의 연구결과와 같이 진정

소, 국소마취제의 전신흡수, 뇌척수액를 통한 국소마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인 환자에서는 진정 효과

취제의 직접 효과 이외에 다른 기전에 의한 것으로

를 나타내어 노인 환자에서 경막외마취의 진정효과

생각되며 노인 환자에서 흡입마취제의 MAC이 감소

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막외마취

하는 기전인 피질 내 신경 세포 수의 감소, 뇌대사

시 감각차단 부위는 소량의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경

율의 감소, 신경원 소실, 뇌혈류 감소 및 연령에 따

우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나 다량의 국

른 뇌신경전달물질의 활성도 감소로 인한 신경생리

소마취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날

과정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수 있으며

17)

심하면 1-3 분절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8,9) 본 연구에서는 2% lidocaine 15 ml를 L3-4 부위에 주입한 결과 젊은 환자

23)

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시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16,24)

노인 환자에서 OAA/S scale로 관찰한 진정

에서는 평균 T 9.6 ± 1.8, 노인 환자에서는 T 7.9

같이

± 1.5로 노인 환자에서 차단 부위가 높은 경향을

효과가 BIS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

정의 정도를 BIS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

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노인 환자에서의 진정 효과

침하고 있다. 따라서 경막외마취에 의한 진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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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IS로 평가할 수 없으며 마취제의 종류에 따라
BIS의 역치가 달라질 수 있는 BIS의 제한점으로 사
료되어 진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L3-4에서 2% lidocaine
15 ml를 주입한 후 노인 환자에서 젊은 환자에 비교
하였을 때 감각차단 부위의 차이가 없었으나 젊은
환자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경미한 진정 효과를 관
찰할 수 있었고 이 때 BIS의 변화는 동반하지 않았
다. 결론적으로 노인 환자에서는 경막외마취의 진정
효과에 민감하며 따라서 경막외마취 시 진정제를 투
여할 경우 진정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여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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