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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핵절제술은 대장항문외과 영역의 외과적 치료로서

가장 흔히 시행되고 있는 수술로서 현재까지도 일반인

에게는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시술로 인식되고 있다.

수술 후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핵 환자는 늦게서야

병원에 내원함으로서 비수술적 요법의 기회를 놓쳐 질

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술 후 통증과 더불어 배변곤란, 배

뇨장애 등이 흔하여 대부분 입원 수술로 시행되고 있다.

치핵수술 후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는데

그 중 항문괄약근의 경련과 자극이 큰 원인일 수 있고

술 후 첫 24시간 이내에 가장 심하며, 통증을 효과적으

로 제어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보고되었다.1- 8 이중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이하 NSAIDs)의 일종인 Tarasyn (성분명: ketoro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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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methamine)은 prostaglandin의 생성을 차단하는 약물

로서 술 후 36시간까지 통증의 적절한 완화가 가능하다

고 한다.9

저자들은 3도 이상의 치핵으로 치핵 절제술의 적응이

된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진통제 정주에 술 중 내괄

약근과 창상내에 Tarasyn 을 국소 투여한 환자의 통증

경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진통제만을 술 후

에 정주한 환자군과 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방 법

1997년 10월부터 1999년 4월까지 국군진해병원을 방

문하여 3도 이상의 치핵으로 진단되어 수술의 적응이

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일의 짝홀수에

따라 이들을 무작위로 두 군, 즉 기존의 진통제와 함께

Tarasyn 을 국소적으로 투여한 군(Tarasyn 군)과 기존

의 진통제만을 정주한 군(대조군)으로 나누어 이들의

술후 통증의 경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였다. 이때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과 같은 타항문질환이 동반되

었던 환자, 검사실 검사상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 치핵

수술 시 내괄약근절개술이 함께 시행되었던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수술은 폐쇄성 치핵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마취는 안

장마취(saddle block)를 하였으며 수술은 jack-knife자세

에서 진행되었다. 약 5 cc의 2% lidocaine과 1：200,000

epinephrine의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항문주위의 피부와

항문관의 점막에 침윤시킨 후, 치핵혈관을 포함한 전

점막층을 점막 하층을 따라 박리하여 치핵의 최전방 기

시부의 근간(pedicle)을 흡수사로써 결찰, 절제하였으며,

지혈을 위해 필요시 전기소작을 자유로이 이용하였다.

벌어져 있는 항문 창상은 vicryl 3-0로 점막, 창상 bed,

점막순으로 간헐적 봉합을 시행하였고 절제가 끝난 뒤

에는 Bosmin (0.1% epinephrine; 제일약품, 서울)용액

을 적신 거즈 한 장을 항문에 삽입한 뒤 수술을 완료하

였다.

대조군에서는 수술 직후부터 8시간 간격으로 Nubain

(Nalbuphine hydrochloride; 제일약품, 서울)을 1 앰플(10

mg/ample)씩 3회 정맥 주사하였고, Tarasyn 군에서는

술 중에 근간을 처리하고 창상의 지혈을 완료한 후

Tarasyn (한국로슈, 서울)을 내괄약근과 수술 창상 주위

에 직접 주사하였으며 술후의 Nubain 의 정맥 투여는

대조군에서와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Tarasyn 의 국소투

여 방법은 60 mg (30 mg/2 ml/ample)을 2개의 2 cc 주

사기에 각각 균등하게 넣어 내괄약근에 2 cc, 치핵이 절

제된 창상의 점막하층에 2 cc을 골고루 주사하였다. 두

군 모두에서 술 중과 술 후 정맥내 수액의 투여량은 다

음 날 오전까지 1,000 ml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금식은

수술 직후에 해제하여 술 후 첫날 아침부터는 유동식에

서 고형식으로 식사를 진행시켰다. 좌욕은 술 후 약 24

시간부터 하루 네번 이상 시행하였고 추가 진통제 요구

가 있을 때마다 Nubain 을 반 앰플씩 정맥 주사하였다.

술 후 통증의 유무 및 정도의 평가는 수술 당일과 술

후 첫 3일 동안에 술자와는 관계없는 제 3자에 의해 문

진후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술 당일 숙면 여부, 추

가 진통제 요구 여부, 도뇨관 삽입 여부 및 횟수 그리고

첫 배변 시기 등이 포함되었다. 통증계수는 문진을 통

하여 점수로서 기록하였는데 환자 자신이 상상할 수 있

는 최대한 통증을 10으로 했을 때 현재 통증을 0에서

10 사이에서 임의로 정하게 하였다.

환자의 기록과 문진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In-

Stat (GraphPad Software Inc., SanDiego, CA, USA)을

이용하였는데, 두 군간의 첫 배변 시기와 통증 계수의

차이는 t-test로, 수술 당일의 숙면율과 추가 진통제 투

여율 및 요로 합병증 발생률의 차이는 Fisher 's exact

test로 각각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판

단하였다.

결 과

본 연구 대상의 환자 연령과 성별은 군인이라는 특성

으로 인해 모두 20대 초반의 남자였다. 전술한 기준에

포함된 총 환자 수는 60예로서 Tarasyn 군이 28예 그리

고 대조군이 32예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군간의 환자수와 연령, 수술시간, 절제된 치핵의 개수

그리고 술 후 출혈을 포함한 환자의 성상 및 수술과 관

Table 1. Patient and operation details

Tarasyn group Control group

Number of cases 28 32
Age (year) 21.4 22.1
Operation time (mins)

average (range) 35.2 (15∼60) 38.1 (25∼65)
Pile numbers (average) 3.2 3.5
Postoperative bleeding

Mild 5 6
Moderate 0 0
Severe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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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인자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루에

거즈가 한 장에서 다섯 장이 젖을 정도의 경한 술 후 출

혈이 Tarasyn 군에서 5명, 대조군에서 6명이 관찰되었

으나, 전 예에서 재수술 없이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되

었다. 술 후 전 예에서 창상 감염이나 지연 출혈은 관찰

되지 않았다.

치핵수술 후 통증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자

들로서 수술 당일 숙면율과 추가 진통제 투여율, 술 후

첫 배변시기를 조사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rasyn 군과 대조군에서의 숙면율은 각각 75.0%와

53.1%, 추가 진통제 투여율은 각각 10.7% 및 15.6%, 그

리고 수술 후 첫 배변시기는 각각 평균 2일 및 3.2일로

서, 숙면율과 첫 배변시기의 인자는 두 군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으나(각각 P＜0.05) 추가 진통제 투

여율은 두 군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P＞0.05).

수술 후 요로 합병증으로서 배뇨장애와 요관삽관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ra-

syn 군에서는 배뇨장애와 요관삽관이 각각 1예(3.5%),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각각 15예(46.9%)와 13예(40.6%)

에서 관찰되어 두 군간에서의 요로 합병증의 발생 빈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각각 P＜

0.001).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 당일(night 0)과 술

후 1, 2, 3일째에 측정한 동통계수는 Tarasyn 군과 대조

군에서 각각 5.88과 6.98, 4.41과 5.82, 3.68과 4.90, 그리

고 3.36과 4.28로 나타났는데, 두 군간의 동통계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고 찰

치핵수술 후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제시

되었던 바, London등10은 대변 완화제(laxative)를 사용

하여 수술 후 배변통을 경감시킴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소마취제를 항문주위로 침윤

시키는 방법은 일시적인 진통 효과는 있으나 술 후까지

지속적이지는 못하다고 하였으며,1 마찬가지로 bupiva-

caine을 경막외 혹은 국소적으로 주사하는 방법도 지속

적 진통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 1/3의 환자에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한 효과와 함께 드물게는 심각한 합병

증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2 ,6 수술적인 방법으

로서 치핵절제술과 동시에 내괄약근절개술을 시행함으

로써 술 후 통증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4 치

열 환자에서 시행한 내괄약근절개술이 약 20%의 환자

에서 가스실금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초래될 수 있어11,12

치핵절제술과 동시에 내괄약근절개술을 시행할 경우에

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그 외에도 0.2% glyceryl-

trinitrate 성분의 연고제제가 화학적 괄약근절개술(che-

mical sphincterotomy)의 효과를 가져 수술 후 통증감소

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13 최근에는 dextromethorphan

을 술 전 또는 술 후에 근주하여 진통의 효과와 함께 마

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

다는 보고도 있었다.14 ,7 술 후 통증의 원인들 중 하나가

창상감염이라는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Carapeti등5
은 진

통의 목적으로 metronidazole을 투여하는 방법도 제안하

Fig. 1. Urinary complictions (P＜0.001).

Table 2. Postoperative pain parameters

Tarasyn Control
P

group group

Night 0 sound sleep 75.0% 53.1% ＜0.05
Additional analgesics 10.7% 15.6% ＞0.05
First bowel movement (day) 2 3.2 ＜0.05

Fig. 2. Postoperative pain scor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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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metronidazole 투여 후 대조군과 비교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조기에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NSAIDs를 전신적으로 투여할 때 마약성 약물

에 준하는 진통효과와 더불어 안전성이 우수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3, 15 Tarasyn 은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주사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의 일종으로서, 그

기전은 중추신경에 대한 작용이기보다는 말초조직에

서의 prostaglandin의 생성을 차단한다고 한다.9 근래

O'Donovan등15은 Tarasyn 을 내괄약근에 주사하여 만

족할 만한 진통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고, 이 약제를

괄약근내로 직접 투여하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하였던 군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

라, 배뇨장애가 대조군에 비해 매우 감소되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저자는 내괄약근 수축으로 통증이 악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소 수술 창상의 염증과 부종을 예방함으로

써 수술 후 통증과 요로 합병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내괄약근과 함께 수술 창상에도 Tarasyn 을 주사하였

다. 수술 후 통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간접적 인자들

중 저자들은 수술 당일 숙면율과 추가 진통제 투여율

및 첫 배변시기를 조사하였는데 수술 당일 환자의 숙면

의 기준은 밤 동안 환자가 2회 이하로 잠에서 깨고 추

가 진통제 요구가 없었던 경우로 하였다. Tarasyn 군에

서 대조군에 비해 수술 당일 숙면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으며 첫 배변시기는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

타났으나 배변시기와 관계있는 마약성진통제의 투여량

과는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술 후 요로합병증은 Tarasyn 군에서는 1예(3.5%)

의 환자에서만 배뇨장애로 요관삽관이 이루어진 반면,

대조군에서는 배뇨장애가 15예(46.9%)나 관찰되고 이

중 13예(40.6%)에서 요관삽관이 시행되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수술 후 배

뇨장애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수술 후

항문 통증 및 항문 압박으로 요도괄약근의 경련이 생기

게 되는데 이는 항문괄약근와 요도괄약근의 신경 분포

가 동일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16 치핵을 한곳만 처리

한 경우에서 치핵을 세 곳 이상 제거한 경우에서 보다

수술 후 배뇨장애의 빈도가 적고 또 치루수술 후의 배

뇨장애의 빈도가 치핵수술 후 보다 낮은 점 등으로 미

루어 배뇨장애가 수술 후 통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9 그 외 배뇨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술후 마약 진통제의 사용 여부와 투여된 수액량 등이

거론되는데, 마약 진통제는 요괄약근을 수축시킴으로

배뇨장애가 유발되고,17 과다한 수액의 투여는 방광의

과도한 팽창을 유발시켜 비가역적으로 배뇨근 손상을

줄 수 있다.18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수술 직후부터 Nu-

bain 을 두 군에서 8시간 간격으로 3회 정맥 주사하였

고 두 군 모두에서 투여한 수액은 24시간 동안 1,000

ml로 제한하였다. 두 군에서의 통증 점수는 수술 당일

(night 0)과 술 후 1, 2, 3일까지 Tarasyn 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아(P＜0.001), Tarasyn 의 국소 투여로

인한 진통 효과의 우수성을 암시하고 있다.

결 론

치핵절제술시 내괄약근과 창상부위에 국소 주사한

Tarasyn 의 효과는 매우 만족할 만하여 수술 당일 숙면

이 가능한 환자가 많았고 첫 배변시기가 대조군보다 빨

랐을 뿐만 아니라 요로합병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약제의 투여에 따른 부작용의 염려없

이 치핵수술 후에 Tarasyn 을 국소적으로 추가로 투여

함으로서 기존의 술 후 정맥내 또는 근육내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에 비하여 수술후의 진통효과가 보다 더 우

수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아울러 향후 진통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과 연령

및 치핵절제술 규모의 차이에 따른 적절한 용량의 결정

을 위해 보다 많은 환자와 다양한 나이군으로 광범위하

게 연구를 확대시켜 전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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