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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mall Dose Ketamine on Postoperative Pain After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ympathectomy: Influences of Dose and Timing of Injection
Hyun Kyoung Lim, M.D., Sang Kee Min, M.D.*, Jin Soo Kim, M.D.*, Jong Yeop Kim, M.D.*,
Hyo Jin Byon, M.D., and Choon Soo Lee,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Inchon, Korea,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Background: Ketamine may produce preemptive analgesia when administered before surgically
induced trauma, but the reliability of preemptive analgesia is controvers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whether dose and timing of intravenous ketamine could affect the postoperative
pain and analgesic requirement.
Methods: Sixty-patients undergoing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ympathectomy were randomly
divided into five group according to dose and timing of IV ketamine. The patients received either
ketamine 0.15 mg/kg before surgical incision and saline 5 ml after incision (K15pre group); saline
before incision and ketamine 0.15 mg/kg after incision (K15post group); ketamine 0.5 mg/kg before
incision and saline after incision (K50pre group); ketamine 0.5 mg/kg before incision and saline
after incision (K50post group); or saline before and after incision (control group). The general
anesthetic technique was standardized in all five groups.
Results: During the second and third postoperative hour, all groups experienced significantly
less pain than during the first postoperative hour, as assessed by using both numeric rating and
Prince Henry scal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with respect to pain
scores, postoperative analgesic requirements, and incidences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Conclusions: In this study, IV ketamine 0.15 or 0.5 mg/kg did not reduce postoperative pain
scores and analgesic requirements regardless of dose and timing of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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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고식적인 방법의 개흉술에 비해서는 적지만, 흉강
경을 이용한 수술(Video-assisted thoracic surgery, VATS)
도 술 후 통증과 일시적인 폐기능 저하 등의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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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1,2) 술 후 나타나는 통증의

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직까지 비교적

발생빈도는 적지만 진통제의 요구량은 차이가 없었

조직 손상이 적은 수술을 대상으로 ketamine의 선행

3)

또한 개흉술 후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

진통 효과에 관해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인 개흉술 후 통증 증후군(postthoracotomy pain syn-

ketamine의 정주 용량과 투여시기를 동시에 바꾸었

drome, PTPS)도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에서는 발생

을 때 술 후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빈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Furrer

바가 없다.

다고 한다.

등은4) VATS 폐 쐐기절제술 후에도 36%에서 PTPS

본 연구에서는 VATS 교감신경절제술을 받는 환

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고, 술 후 급성 통증의 강도

자를 대상으로, 투여시기와 용량을 달리한 소량의

(intensity)는 PTPS의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알려져 있

ketamine이 수술 직후 발생하는 통증과 술 후 진통

기 때문에

3)

VATS에서 술 후 나타나는 급성 통증을

줄여주는 것은 마취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제의 투여량 및 투여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할 수 있다. 술 후 진통제로 흔히 쓰이는 아편양제
제는 호흡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VATS 환자에서는

대상 및 방법

그 사용이 제한적인데, 소량의 ketamine (1 mg/kg 이
하)은 호흡저하를 일으키지 않고 혈압과 심박수에

전신마취 하에 VATS 교감신경 절제술이 예정된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에 VATS를 비롯한 폐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분류상 1, 2 등급에 해당하는

5)

수술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60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방법에

수술에 의한 조직손상이 일어나면 구심성 침해 수

대해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하에 연구를 진행하였

용성 입력에 의해 척수에서 뉴론이 흥분성이 증가하

다. 환자 중 체중이 100 kg 이상이거나 이미 아편양

는 감작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감작현상이 일어나

제제로 치료받고 있었던 환자, 관상동맥질환, 심부

면 척수 후각 뉴론의 수용성 영역이 넓어지며, 반응

전, 심장판막질환, 신질환, 간질환, 정신 질환이 있는

성이 증가하게 되고 반응역치가 낮아지는 일련의

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wind up”현상을 일으켜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게
6)

통증의 평가방법으로는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통

선행진통(preemptive analgesia)의 목적은 구심

증 정도를 표현하는 숫자등급(numeric rating scale,

성 유해 자극이 척수에 도달하여 중추감작이나 wind-up

NRS)와 Prince Henry 점수(PHS)를 사용하였다. NRS

현상 등의 과흥분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는 통증이 전혀 없을 때를 0으로 참을 수 없는 극심

것이다. 조직손상이나 염증 후에 중추감작과 관련된

한 통증을 10으로 하여 아픈 정도를 0에서 10사이의

통증의 생성에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

숫자로 말하도록 하였고, PHS는 통증이 전혀 없을

7)

이 중 임상적으로 이용

때를 0점, 기침할 때 통증이 있으면 1점, 심호흡할

가능한 NMDA 수용체 길항제인 ketamine을 이용한

때 통증이 있으면 2점, 가만히 있어도 중등도의 통

연구가 용량, 투여시기, 투여경로, 정주 방법 등을

증이 있을 때 3점, 가만히 있을 때에도 심한 통증이

된다.

가 관련됨이 보고되었고,

8-13)

Ketamine은 동

있으면 4점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에게 술 전 방문

물실험에서 대부분 선행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시에 NRS와 PHS의 술 후 통증 평가 방법에 대해

고하였으나,6,14) 아직까지 임상 연구 결과는 논란의

상세히 설명하였다.

달리하여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여지가 있다.

10-13)

마취전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마취유도는 1% lido-

이전 임상연구에서는 ketamine의 정주시기에 따른

caine 1 mg/kg와 propofol 2 mg/kg, vecuronium 0.1 mg/kg

비교가 많았고, ketamine의 정주 용량도 논문에 따라

을 정주한 후 기관 내 삽관하였고, 마취유지는 O2-

서로 틀리며, 특히 대부분 대수술(major surgery) 후

air-enflurane (1-2 vol%)으로 흡입산소 농도를 60%

10-12)

에 발생하는 통증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로 하였다.

이러한 대수술 동안에는 수술 중 계속적으로 강한

군에 따라 생리식염수 5 ml와 ketamine 0.15 mg/kg

유해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에 피부 절개 전에 소량의

또는 0.5 mg/kg를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총용량이

ketamine만으로는 지속적인 구심성 유해자극의 차단

5 ml가 되도록 제삼자가 미리 준비한 후에,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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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부절개 5분 전과 10분 후에 각각 생리식염수를

기타 부작용도 기록하였다. 회복실에서 환자가 통증

정주하였고, K15pre군에서는 피부절개 5분 전에 keatmine

이 심하여 진통제를 원할 때 ketorolac을 15 mg씩 정

0.15 mg/kg를 정주하고 피부절개 10분 후에 생리식

주하였고 첫 진통제가 투여된 시간과 총 투여량을

염수를 투여하였고, K15post군에서는 이와 순서를 바

기록하였다.

꾸어 약물을 정주하였다. K50pre군에서는 피부절개 5

모든 측정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각

분 전에 ketamine 0.5 mg/kg를 투여하고 피부절개 10

자료의 결과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각 군 간의

분 후에 생리식염수를 정주하였고, K50post군에서는

비교에는 분산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으며 군

K50pre군과 순서를 바꾸어 약물을 투여하였다. 순수

내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의 비교에는 반복측정분산

한 ketamine에 의한 진통효과를 확인을 위해 마취전

분석을 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투약과 마취유도 중에는 fentanyl을 비롯한 다른 진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통제의 투여는 하지 않았고, 수술 후 3시간까지 환
자를 회복실에서 관찰하였다.

결

과

환자의 통증은 VNS와 PHS로 수술 종료 후 1, 2,
3시간 마다 기록하였고, 환각증상의 발생 여부 및

모두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나

Table 1. Demographic Data
ꠧꠧꠧꠧꠧꠧꠧꠧꠧꠧꠧꠧꠧꠧꠧꠧꠧꠧꠧꠧꠧꠧꠧꠧꠧꠧꠧꠧꠧꠧꠧꠧꠧꠧꠧꠧꠧꠧꠧꠧꠧꠧꠧꠧꠧꠧꠧꠧꠧꠧꠧꠧꠧꠧꠧꠧꠧꠧꠧꠧꠧꠧꠧꠧꠧꠧꠧꠧꠧꠧꠧꠧꠧꠧꠧꠧꠧꠧꠧꠧꠧꠧꠧꠧꠧꠧꠧꠧꠧꠧꠧꠧꠧꠧꠧꠧꠧꠧꠧꠧ
Control
K15pre
K15post
K50pre
K50post
(n = 18)
(n = 10)
(n = 10)
(n = 11)
(n = 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21.6 ± 4.9
22.0 ± 2.1
22.1 ± 7.3
21.9 ± 5.6
24.3 ± 6.8
Sex (M/F)
14 / 4
8 / 2
6 / 4
8 / 3
7 / 4
Weight (kg)
65.2 ± 11.1
66.3 ± 11.9
66.5 ± 9
63.5 ± 11.7
63.0 ± 13.5
OP duration (min)
25.7 ± 11.3
29.8 ± 10.8
29.0 ± 16.4
28.5 ± 8.3
26.9 ± 10.2
Recovery time (min)
9.8 ± 3.2
9.9 ± 1.7
9.7 ± 4.6
13.8 ± 11.2
14.8 ± 8.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are mean ± SD. Control: administration of 5 ml normal saline 5min before and 10 min after incision. K15pre:
a bolus administration of 0.15 mg/kg ketamine 5 min before incision. K15post: a bolus administration of 0.15 mg/kg
ketamine 10 min after incision. K50pre: a bolus administration of 0.5 mg/kg ketamine 5 min before incision. K50post:
a bolus administration of 0.5 mg/kg ketamine 10 min after incision. OP: operation.

Table 2. Postoperative Pain Scores
ꠧꠧꠧꠧꠧꠧꠧꠧꠧꠧꠧꠧꠧꠧꠧꠧꠧꠧꠧꠧꠧꠧꠧꠧꠧꠧꠧꠧꠧꠧꠧꠧꠧꠧꠧꠧꠧꠧꠧꠧꠧꠧꠧꠧꠧꠧꠧꠧꠧꠧꠧꠧꠧꠧꠧꠧꠧꠧꠧꠧꠧꠧꠧꠧꠧꠧꠧꠧꠧꠧꠧꠧꠧꠧꠧꠧꠧꠧꠧꠧꠧꠧꠧꠧꠧꠧꠧꠧꠧꠧꠧꠧꠧꠧꠧꠧꠧꠧꠧꠧ
Control
K15pre
K15post
K50pre
K50post
(n = 18)
(n = 10)
(n = 10)
(n = 11)
(n = 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SR
1 hr
3.9 ± 1.5
4.1 ± 1.8
4.9 ± 1.6
4.4 ± 1.2
4.3 ± 1.4
2 hr
2.3 ± 1.1*
2.3 ± 1.3*
2.7 ± 1.4*
2.1 ± 0.9*
2.4 ± 1.0*
3 hr
1.9 ± 1.2*
2.2 ± 1.4*
1.8 ± 1.0*
2.0 ± 1.3*
1.9 ± 1.0*
PHS
1 hr
2.1 ± 0.4
1.9 ± 0.3
2.1 ± 0.6
2.1 ± 0.6
2.2 ± 0.7
2 hr
1.6 ± 0.6*
1.5 ± 0.5*
1.9 ± 0.6*
1.5 ± 0.5*
1.6 ± 0.5*
3 hr
1.5 ± 0.6*
1.4 ± 0.5*
1.6 ± 0.5*
1.6 ± 0.5*
1.7 ± 0.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are mean ± SD. Control: administration of 5 ml normal saline 5 min before and 10 min after incision.
K15pre: a bolus administration of 0.15 mg/kg ketamine 5 min before incision. K15post: a bolus administration of 0.15
mg/kg ketamine 10 min after incision. K50pre: a bolus administration of 0.5 mg/kg ketamine 5 min before incision. K50post:
a bolus administration of 0.5 mg/kg ketamine 10 min after incision. NRS: numeric rating scale score. PHS: Prince Henry
Hospital pain score. *: P ＜ 0.05 compared with 1 hr pai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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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었다(Table 4).

이가 없었다. 마취 각성 시간(수술 종료에서 환자

수술 후 대조군과 K50post군 각각 1명의 환자가 오

의식 각성까지의 시간)은 K50군에서 길었으나 통계

심을 호소하였고, 그 외 악몽이나 환각 등의 다른

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1).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 모든 군에서 수술

모든 군에서 수술 후 2, 3시간의 NRS와 PHS는 첫

후 1, 2, 3시간에 측정한 수축기 혈압은 시간에 따라

1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했으나(P ＜ 0.001), 대

점차 감소하였으나(P = 0.015), 군 간에 차이는 없었

조군과 다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고, 심박수는 모든 군에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

수술 후 ketorolac이 처음 정주된 시간과 용량, ketorolac

나(P ＜ 0.001)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호흡수와 산

이 투여된 환자의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소포화도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군

없었다(Table 3).

간의 차이도 없었다.

환자를 투여된 ketamine의 용량에 따라 대조군,
K15군, K50군으로 나누었을 때 또는 ketamine의 투

고

찰

여시기에 따라 대조군, Pre군, Post군으로 나누어 NRS
와 PHS를 비교했을 때에도 술 후 2, 3시간에 유의

본 연구에서는 VATS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는 환

한 NRS와 PHS 감소는 있었으나, 군 간에 차이는 없

자를 대상으로 ketamine의 정주 용량과 시기를 달리

Table 3. Analgesic Requirements and Injection Time
ꠧꠧꠧꠧꠧꠧꠧꠧꠧꠧꠧꠧꠧꠧꠧꠧꠧꠧꠧꠧꠧꠧꠧꠧꠧꠧꠧꠧꠧꠧꠧꠧꠧꠧꠧꠧꠧꠧꠧꠧꠧꠧꠧꠧꠧꠧꠧꠧꠧꠧꠧꠧꠧꠧꠧꠧꠧꠧꠧꠧꠧꠧꠧꠧꠧꠧꠧꠧꠧꠧꠧꠧꠧꠧꠧꠧꠧꠧꠧꠧꠧꠧꠧꠧꠧꠧꠧꠧꠧꠧꠧꠧꠧꠧꠧꠧꠧꠧꠧꠧ
Control
K15pre
K15post
K50pre
K50post
(n = 18)
(n = 10)
(n = 10)
(n = 11)
(n = 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rst time (min)
54±63
34±15
78±79
122±105
47±32
Total dose (mg)
22.5±8.2
21.0±8.2
18.0±6.7
22.5±8.7
15.0±0
Number of patients (%)
6 (33)
5 (50)
5 (50)
3 (27)
3 (2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are mean±SD. Control: administration of 5 ml normal saline 5min before and 10 min after incision. K15pre:
a bolus administration of 0.15 mg/kg ketamine 5 min before incision. K15post: a bolus administration of 0.15 mg/kg
ketamine 10 min after incision. K50pre: a bolus administration of 0.5 mg/kg ketamine 5 min before incision. K50post:
a bolus administration of 0.5 mg/kg ketamine 10 min after incision. First time: the first injection time of additional
analgesics after the end of surgery.

Table 4. Pain Scores according to Administration Dose and Timing of IV Ketamine
ꠧꠧꠧꠧꠧꠧꠧꠧꠧꠧꠧꠧꠧꠧꠧꠧꠧꠧꠧꠧꠧꠧꠧꠧꠧꠧꠧꠧꠧꠧꠧꠧꠧꠧꠧꠧꠧꠧꠧꠧꠧꠧꠧꠧꠧꠧꠧꠧꠧꠧꠧꠧꠧꠧꠧꠧꠧꠧꠧꠧꠧꠧꠧꠧꠧꠧꠧꠧꠧꠧꠧꠧꠧꠧꠧꠧꠧꠧꠧꠧꠧꠧꠧꠧꠧꠧꠧꠧꠧꠧꠧꠧꠧꠧꠧꠧꠧꠧꠧꠧ
Control (n = 18) Pre (n = 21)
Post (n = 21)
K15 (n = 20)
K50 (n = 2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SR
1 hr
3.9±1.5
4.3±1.5
4.6±1.5
4.6±1.7
4.4±1.3
2 hr
2.3±1.1*
2.2±1.1*
2.5±1.1*
2.5±1.3*
2.3±0.9*
3 hr
1.9±1.2*
2.1±1.3*
1.8±1.0*
2.0±1.2*
1.9±1.1*
PHS
1 hr
2.1±0.4
2.0±0.5
2.1±0.6
2.0±0.5
2.1±0.6
2 hr
1.6±0.6*
1.5±0.5*
1.7±0.6*
1.7±0.6*
1.5±0.5*
3 hr
1.5±0.6*
1.5±0.5*
1.7±0.5*
1.5±0.5*
1.7±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are mean±SD. Control: administration of 5 ml normal saline 5min before and 10 min after the incision.
Pre: a bolus administration of ketamine 5 min before the incision. Post: a bolus administration of ketamine 10 min
after the incision. K15: a bolus administration of 0.15 mg/kg ketamine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K50: a bolus
administration of 0.5 mg/kg ketamine after induction of anesthesia. NRS: numeric rating scale score. PHS: Prince Henry
Hospital pain score. *: P＜0.05 compared with 1 hr pai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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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술 후 급성 통증을 줄일 수 있는가를 살

신경계에 가해지는 많은 유해 자극 충격(nociceptive

펴보았으며, 그 결과 0.15 또는 0.5 mg/kg의 ketamine

bombardment)이 척수를 과흥분상태로 만들어서, 이

정주는 용량과 시기에 상관없이 술 후 통증을 줄이

후 발생하는 자극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는 효과가 없으며 진통제의 사용 빈도나 요구량을

하였다. 이런 개념에서 수술 전 투여되는 진통제는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중 투여

중심성 과흥분을 억제하게 되고, 피부절개 전과 후

된 1 mg/kg 이하의 ketamine은 호흡저하를 일으키지

에 투여된 진통제의 효과가 차이가 있을 때 선행진

않고 혈압과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통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선행

5)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0.5 mg/kg 이하의

진통의 역할에서 진통제 투여시기(timing)의 중요성
19)

ketamine의 정주는 각성시간이나 오심 구토 등의 합

에 대해 전반적인 문헌 고찰을 한 Moiniche 등의

병증 발생이나, 술 후 혈압과 심박수, 호흡수 변화에

연구에서 ketamine의 피부절개 전과 후로 투여하여

영향을 주지 않았다.

비교한 논문은 6개였는데, 모두 선행진통 효과가 없

15)

실험 연구와 달리 여러 임상 연구에서

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선행진통을 위한 ketamine의

선행진통 효과를 항상 일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

정주는 술 후 통증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

로 용어(terminology)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부적절

었다. 그러나 최근 선행진통에 대한 정의가 너무 제

한 구심성 자극의 차단, 대조군에서의 부분적인 선

한적이어서 임상적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행진통 효과, 자극 강도의 정도, 결과 측정 방법 등

있다.20,21) 피부절개 뿐 만 아니라 조직 손상의 제 2

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에도 강한 유해자극이 발생할 수 있고, 모두가 중

연구방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마취유

심 감작의 원인이 되므로, 피부절개 전에 투여된 진

도 중 부분적인 선행진통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통제 외에도 주술기 동안 투여된 진통제도 이 후 생

N2O와 아편양제제를 대조군에서도 사용하지 않았

기는 술 후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더

Kissin은

16)

또한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강도가 비슷하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방적

록 한 종류의 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

으로 투여된 약물이 임상적 작용시간을 지나서도 술

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후 통증과 진통제 사용량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 예

고,

술 후 통증의 측정 방법도 NRS와 PHS 두 가지로

방진통(preventive analgesia)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ketamine은 정주 용량과

수 있게 된다.21) 이런 예방진통의 개념으로 McCartney

시기에 상관없이 술 후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등이

못했다. 선행진통을 유도한 군에서 주술기에 충분한

연구한 논문을 모아 분석한 결과에서는 ketamine에

22)

NMDA 수용체 길항제와 술 후 통증에 대해

유해자극의 차단을 위해 비교적 조직 손상이 적은

관한 24개의 논문 중 58%에서 예방진통의 효과가

흉강경 수술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ketamine의 용량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 기전은 아마도 NMDA

도 0.15 mg/kg에서 0.5 mg/kg으로 증량시켜 비교 관

수용체로 인해 유발되는 중심 감작이 줄어들기 때문

찰하였다. 수술 중 경막외마취 등을 통해 중추신경

일 것으로 설명하였다.

계에 전달되는 구심성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

한 약물에 대한 예방진통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이 술 후 통증 감소와 자극에 의한 코티졸 증가를

평가를 위해서는 반감기의 5배가 넘는 시간 즉, 약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여러 보고가 있으나,17,18)

물의 혈중 농도가 5% 이하로 감소하는 시간까지 환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 시간과 재원

자를 관찰해서, 약물 자체의 진통작용 외에 wind-up

기간이 짧아 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경막

현상과 중심 감작의 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진통효과

외마취나 고용량의 ketamine 정주 등을 통한 완벽한

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예방진통의 효과 여부를 정

유해자극의 차단은 임상적으로 어려우며 이것이 결

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ketamine의 반감기는 3시간 정도로 ketamine의 예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통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술 후
6)

22)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중추감작에

15시간 까지 환자를 관찰하면서 진통제의 사용량과

대한 실험적 증거를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중추

투여시간, 통증 점수 등을 관찰하여야 했다. 그러나

선행진통의 개념은 1983년 Wool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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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3시간까지만 환자를 관찰하

는 효과가 없었고, 술 후 진통제로 사용된 ketorolac

였기 때문에 ketamine의 예방진통 효과에 대해서는

의 요구량과 사용 빈도를 감소시키지 못했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첫 1
시간의 NRS는 평균 4점 정도로 중등도 정도의 통증

참 고

문

헌

을 나타냈고, 술 후 3시간의 NRS가 평균 2점 정도
로 낮아져서 더 이상의 진통제 투여 등의 처치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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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통증의 강도와 통증 점수에 관해 Colli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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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환자가 4단계 통증점수

(4-point categorical pain intensity scale) 상에서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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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점수(visual analogue scales, VAS)가 30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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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소량의 ketamine은 아편양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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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받는 환자에서 0.5 mg/kg 이하의 ketamine은 용
량과 정주시기에 관계없이 술 후 급성 통증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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