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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uronium과 Lidocaine의 전투여가 Succinycholine 투여 후
나타나는 생화학적 변화와 속상수축 및 근육통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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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ocuronium and Lidocaine Pretreatment for Prevention of Biochemical Changes,
Fasciculations and Myalgia following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Jae Hwan Kim, M.D., Moon Seok Chang, M.D., Hee Dong Yoon, M.D.

and Young Cheol Park,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changes in serum potassium and creatine 

kinase concentrations and the incidence of fasciculations and myalgia when rocuronium and lidocaine 

were used in combination and separately as pretreatment before succinylcholine.

  Methods:  We studied 60 patients undergoing a minor elective surgery, in a prospective double blinded 

method.  Three groups each with 20 patients were pretreated before a 1.5 mg/kg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with 0.05 mg/kg rocuronium three min before (group R), 1.5 mg/kg lidocaine 30 sec before 

(group L), or both rocuronium and lidocaine (group RL).  Serum potassium and creatine kinase were 

respectively measured 5 min after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and 24 h after the operation.  

Fasciculations and myalgia on postoperative day 1 and day 2 were evaluated.

  Results:  The increase in creatine kinase and incidence of myalgia on postoperative day 1 was less 

in the RL group than in the R group and L group.  The incidence of fasciculations was higher in the 

L group than in the R group and RL group.  There was no increase in serum potassium in any group.

  Conclusions:  The combined use of rocuronium and lidocaine was more effective in reducing creatine 

kinase and postoperative myalgia than when they were used separately.  However, the fasciculations were 

only reduced by the use of rocuronium.  (Korean J Anesthesiol 2001; 40: 56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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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 작용시간이 비교적 짧은 근이완제가 소개

되고 있지만 succinylcholine은 작용발현이 매우 빠르

고 작용시간이 짧은 특징으로 인하여 신속한 기관내 

삽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근이완제이다. 그러나 succinylcholine은 속상수

축과 수술 후 근육통, 혈중 creatine kinase와 potas-

sium 농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데,
1-3)
 소량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전투여 함으로

써 이러한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하나인 rocuronium의 전투여

도 이러한 succinylcholine 투여에 의한 부작용을 예

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4-6)

  Lidocaine의 전투여도 succinycholine 투여에 따른 

potassium
 
농도의 증가를 감소시키고 근육통을 예방

할 수 있는 유용한 약제로 알려져 있다.
7)
 그러나 ro-

curonium과 lidocaine을 함께 사용했을 때 succinyl-

choline 투여에 의한 혈중 creatine kinase와 potassium
 

농도의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지, 속상수축 

및 수술 후 통증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에 대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rocuronium과 lidocaine을 각각 사

용했을 때와 함께 사용했을 때에 이의 전투여가 

succinylcholine에 의한 생화학적 변화와 속상수축 및 

수술 후 근육통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서로 비

교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상 1 또는 2에 해당

하는 20-60세 사이의 성인 여자 환자로써 성형외과

와 이비인후과의 비교적 간단한 계획수술이 예정된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게 실험방법을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하 다. 수술자체로 인한 근육손상으로 

인해 creatine kinase 농도가 증가될 위험성이 적은 

수술을 선택하 고 간장질환이나 신장질환, 신경근 

질환이 의심되거나, 전해질 이상이나 당뇨, 표준체중

에서 20% 이상 벗어난 환자, 기관내 삽관에 어려움

이 예상되는 환자는 제외하 다. 대상환자의 나이와 

체중, 키, 수술시간은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1).

  마취전투약으로는 glycopyrrolate 0.2 mg을 수술시

작 30분 전에 정주 하 으며 심전도와 비침습적 자

동혈압기, 맥박산소계측기 및 말초신경자극기(Mini-

Stim-II
Ⓡ
, Life-Tech Inc, USA)를 이용하여 환자상태

를 감시하 다.

  환자는 20명씩 세 군으로 무작위로 분류하 으며 

각각의 환자들에게 succinylcholine 투여 3분 전과 15

초전에 걸쳐 두 번의 정맥주사를 투여하 다. R군은 

rocuronium 0.05 mg/kg을 3분 전에 정주하고 15초전

에는 생리식염수를 정주하 으며, L군은 생리식염수

를 3분전에 정주하고 lidocaine 1.5 mg/kg을 15초 전

에 정주하 으며, RL군은 rocuronium 0.05 mg/kg을 3

분 전에 정주하고 lidocaine 1.5 mg/kg을 15초 전에 

정주하 다.

  Thiopental sodium 5 mg/kg과 succinylcholine 1.5 

mg/kg을 정주하여 마취를 유도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 다. 마취는 enflurane 1-2 vol%, N2O 50%, O2 

50%로 유지하 다. Succinylcholine 투여 5분 후에 마

취유지를 위한 근이완제로 rocuronium을 정주하고 

수술이 끝난 후 pyridostigmine과 glycopyrrolate로 근

이완제의 잔류효과를 역전시켰다. 수술 후 환자가 

통증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요구할 때에는 tiaprofenic 

acid 200 mg을 경구 투여하 다. 혹시 있을지 모르

는 근육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전후 기간에 

근육주사는 되도록 실시하지 않았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약물투여 전의 혈중 

creatine kinase와 potassium의 기준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3 ml의 혈액을 채취하 고 potassium의 농도

Table 1. Demographic Data
ꠧꠧꠧꠧꠧꠧꠧꠧꠧꠧꠧꠧꠧꠧꠧꠧꠧꠧꠧꠧꠧꠧꠧꠧꠧꠧꠧꠧꠧꠧꠧꠧꠧꠧꠧꠧꠧꠧꠧꠧꠧꠧꠧꠧꠧꠧꠧꠧ

Group R Group L Group R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0.9 ± 12.1  41.0 ± 10.5  37.1 ± 11.2

Weight (kg)  60.6 ± 9.0  54.3 ± 7.8  56.8 ± 8.4

Height (cm) 159.6 ± 5.8 157.2 ± 4.4 160.5 ± 5.0

Surgical time
 73.5 ± 18.2  72.8 ± 18.9  90.4 ± 34.3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R: rocuronium group, 

Group L: lidocaine group, Group RL: rocuronium and 

lidocaine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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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succinylcholine 투여 5분 후

에, creatine kinase 농도변화 측정을 위하여 수술 후 

24시간에 각각 3 ml의 혈액을 채취하 다. 혈중 cre-

atine kinase 농도의 측정은 Chemistry Analyzer (747 

Automatic Analyzer
Ⓡ
, Hitachi Ltd., Japan)를 사용하

으며 potassium
 
농도는 Synchron AS system (Beck-

mann Instruments Inc.,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속상수축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평가는 환자의 전

투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찰자가 Mingus 등의
8)
 

등급에 의거하여 실시하 다(none = 속상수축이 관

찰되지 않음, mild = 사지의 움직임을 동반하지 않

고 눈, 얼굴, 목, 손가락 등에 나타나는 속상수축, 

moderate = 몸통이나 사지를 침범하는 중등도의 속

상수축, severe = 사지의 움직임이 동반된 심한 속상

수축). 수술 후 1일과 2일에 근육통의 유무와 심각

도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를 방문하여 문의하 으며 

근육통의 정도는 White가
9)
 제안한 등급에 따라 평가

하 다(none = 통증이 없음, mild =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일측에 국한된 통증, moderate = 장애를 일으키

지 않는 일측 이상을 침범하는 통증, severe = 장애

를 일으키는 일측 이상을 침범하는 통증으로, 예를 

들면 통증으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거나, 기

침을 할 수 없을 정도를 일컬음). Succinylcholine에 

의해 생기는 근육통은 대개 과도한 운동을 한 후에 

초래되는 근육통처럼 쑤시고 뻐근한 통증이므로5) 절

개에 따른 통증이나 광범위한 복통과 같은 succinyl-

choline 사용과 연관되지 않은 증상은 포함시키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의 분석은 Sigmastat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환자의 나이, 체중, 키, 

수술시간의 분석은 oneway ANOVA를 사용하 고, 

creatine kinase와 potassium
 
농도의 변화는 Kruskal- 

Wallis ANOVA 검사를 이용하 으며 유의성 검증은 

Dunnet method를 사용하 다. 속상수축과 근육통의 

빈도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P

값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

주하 다.

결      과

  세 군 모두에서 succinylcholine 투여 5분 후에 혈

중 potassium
 
농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며 각 군간에도 차이가 없었다(Table 2). 

  혈중 creatine kinase 농도는 succinylcholine 투여 24

시간 후에 세 군에서 모두 증가하 으나(P ＜ 0.05) 

증가의 정도는 RL군에서 가장 낮았다(P ＜ 0.05) 

(Table 3).

  속상수축의 빈도는 L군의 75%에 비해 RL군은 

10%로 낮게 발생했으며(P ＜ 0.01) R군도 15%의 빈

Table 2. Potassium Concentrations (mEq/L) before and 5 
Min after Succinylcholine

ꠧꠧꠧꠧꠧꠧꠧꠧꠧꠧꠧꠧꠧꠧꠧꠧꠧꠧꠧꠧꠧꠧꠧꠧꠧꠧꠧꠧꠧꠧꠧꠧꠧꠧꠧꠧꠧꠧꠧꠧꠧꠧꠧꠧꠧꠧꠧꠧ
Group R Group L Group R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efore 3.66 ± 0.38 3.70 ± 0.28 3.68 ± 0.36

 After 3.85 ± 0.35 3.83 ± 0.27 3.73 ± 0.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R: rocuronium group, 

Group L: lidocaine group, Group RL: rocuronium and 

lidocaine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Table 3. Creatine Kinase Concentrations (IU/L) before and 
24 h after Succinylcholine

ꠧꠧꠧꠧꠧꠧꠧꠧꠧꠧꠧꠧꠧꠧꠧꠧꠧꠧꠧꠧꠧꠧꠧꠧꠧꠧꠧꠧꠧꠧꠧꠧꠧꠧꠧꠧꠧꠧꠧꠧꠧꠧꠧꠧꠧꠧꠧꠧ
Group R Group L Group R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efore  63 ± 26  61 ± 17 67 ± 25
 After 120 ± 45* 145 ± 64* 89 ± 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R: rocuronium group, 

Group L: lidocaine group, Group RL: rocuronium and 

lidocaine group. *P ＜ 0.05 vs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
P ＜ 0.05 vs group R, group L.

Table 4.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Fasciculations
ꠧꠧꠧꠧꠧꠧꠧꠧꠧꠧꠧꠧꠧꠧꠧꠧꠧꠧꠧꠧꠧꠧꠧꠧꠧꠧꠧꠧꠧꠧꠧꠧꠧꠧꠧꠧꠧꠧꠧꠧꠧꠧꠧꠧꠧꠧꠧꠧ

Group R Group L Group R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ne 17  5 18

Mild  3  7  2

Moderate  0  8  0

Severe  0  0  0

Incidence (%) 15* 75 10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the number of the patients. Group R: 

rocuronium group, Group L: lidocaine group, Group RL: 

rocuronium and lidocaine group. *P ＜ 0.05 vs group L, 
†P ＜ 0.01 vs group L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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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낮게 발생하 다(P ＜ 0.05)(Table 4).

  수술 후 1일에 평가한 근육통의 빈도는 RL군에서 

15%로 R군의 45%, L군의 50%에 비해 낮았으며(P 

＜ 0.05) 수술 후 2일에 평가한 근육통의 빈도에서

는 차이가 없었다(Table 5).

  R군에서 17명, L군에서 18명, RL군에서 17명이 수

술 후 통증완화를 위해 경구용 약제를 투여받았으

며, 이는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혈중 potassium 농도는 세 군 모두에

서 증가하지 않았으며, 혈중 creatine kinase 농도는 

세 군 모두에서 증가하 으나 그 증가 정도는 ro-

curonium과 lidocaine을 함께 투여한 군에서 이를 각

각 단독으로 투여한 군에 비해 낮았다. 수술 후 1일

째에 관찰한 근육통의 빈도는 rocuronium과 lidocaine

을 함께 투여한 군에서 각각 투여한 다른 군에 비해 

낮았으며, 속상수축의 빈도는 lidocaine을 단독으로 

투여한 군에서 rocuronium이 사용된 다른 군에 비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Succinylcholine을 일회 투여하면 혈중 potassium
 
농

도는 0.3-0.54 mEq/L 정도로 증가된다고 한다.
10,11)
 

Weintraub 등은10) succinylcholine 투여 후 1분에서 7

분 사이에 혈중 potassium
 
농도가 최대로 증가한다고 

주장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Raman 및 San의
11)
 연

구에서와 같이 succinylcholine 투여 5분 후에 혈중 

potassium
 
농도를 측정하여 그 변화 정도를 알아보았

다. 앞선 연구와
7,11)
 마찬가지로 lidocaine이나 ro-

curonium의 전투여가 succinylcholine 사용에 따른 혈

중 potassium
 
농도의 증가를 막아서 본 연구에서도 

potassium
 
농도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 정도

는 세 군 모두에서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suc-

cinylcholine 투여 후 탈분극 과정에서 근육세포에서 

이온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세포 내에 있던 potassium

이 세포 밖으로 유리되어 혈중 potassium 농도가 증

가함을
12)
 고려할 때, lidocaine의 전투여가 직접 근육

세포에 작용하여 탈분극시에도 세포막을 안정시켜 

potassium 농도의 상승을 막는 효과와7)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rocuronium의 전투여 용량으로는 신경근 

접합부에서 nicotine성 수용체에 미리 결합하여 suc-

cinylcholine의 탈분극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

하지만 탈분극을 어느 정도 방해하여
2)
 potassium

 
농

도의 상승을 막는 효과가 서로 비슷하며, rocuronium

과 lidocaine을 함께 투여해도 potassium 농도의 상승

을 막는 효과는 더 이상 커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혈중 creatine kinase 농도의 증가는 succinylcholine

에 의한 근육손상의 생화학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는

데 이의 변화는 succinylcholine 투여 24시간 후에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13) 본 연구에서도 succinyl-

choline 투여 24시간 후에 creatine kinase 농도의 변

화를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succinylcholine 투여 

후에 creatine kinase 농도가 증가하 는데 rocuronium 

과 lidocaine을 함께 투여한 군에서 이를 각각 투여

한 군에 비해 creatine kinase 농도 증가 억제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전투

여 약제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을 이용하

여 전투여 약제를 사용한 군에 비해 succinylcholine 

투여 후 creatine kinase 농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

Table 5.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Myalgia
ꠧꠧꠧꠧꠧꠧꠧꠧꠧꠧꠧꠧꠧꠧꠧꠧꠧꠧꠧꠧꠧꠧꠧꠧꠧꠧꠧꠧꠧꠧꠧꠧꠧꠧꠧꠧꠧꠧꠧꠧꠧꠧꠧꠧꠧꠧꠧꠧꠧꠧꠧꠧꠧꠧꠧꠧꠧꠧꠧꠧꠧꠧꠧꠧꠧꠧꠧꠧꠧꠧꠧꠧꠧꠧꠧꠧꠧꠧꠧꠧꠧꠧꠧꠧꠧꠧꠧꠧꠧꠧꠧꠧꠧꠧꠧꠧꠧꠧꠧꠧ

Day 1 Day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R Group L Group RL Group R Group L Group R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ne 11 10 17 14 13 18
Mild  5  6  2  4  5  1
Moderate  3  4  1  2  2  1
Severe  1  0  0  0  0  0
Incidence (%) 45 50 15* 30 35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the number of the patients. Group R: rocuronium group, Group L: lidocaine group, Group RL: rocuronium 

and lidocaine group. *P ＜ 0.05 vs group R, group L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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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succinylcholine 투여 후에는 

creatine kinase 농도가 증가하고
4,11,13,14)

 이러한 현상

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atracurium,
11)
 alcuronium,

13)
 

tubocurarine14) 및 rocuronium을4) 전투여 함으로써 cre-

atine kinase 농도가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비추어보아, rocuronium

의 전투여가 creatine kinase 농도 증가에 억제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rocuronium과 li-

docaine의 전투여는 각각 서로 비슷한 정도로 crea-

tine kinase 농도 증가에 억제적으로 작용하고 함께 

사용할수록 부가적으로 이의 상승을 더욱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Creatine kinase 농도 증가의 기전을 

살펴보면 속상수축이 심할수록 그 농도가 많이 증가

하고
14)
 탈분극 과정에서 근육세포에서 이온의 투과

성이 증가할수록 세포 내에 있던 creatine kinase가 

세포 밖으로 유리되어 혈중 creatine kinase 농도가 

증가된다고 한다.
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상수축

이 succinylcholine의 탈분극의 결과로 발생하긴 하지

만 그 빈도는 lidocaine의 투여와는 상관없이 rocu-

ronium의 투여에 의해서만 감소되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rocuronium이 가지는 직접적인 속상수축 억제

작용과 succinylcholine의 탈분극 과정을 방해하는 작

용이 lidocaine이 근육의 세포막을 안정시키는 작용

과 더불어 서로 부가적으로 작용하여 혈중 creatine 

kinase 농도의 증가를 더욱 억제한 것으로 사료된다.

  Succinylcholine은 신경근 접합부에 있는 접합전막

과 접합후막 nicotine성 수용체에 모두 결합하여 탈

분극을 일으킨다. 이러한 succinylcholine의 작용 중에

서도 접합전막 nicotine성 수용체에 결합한 부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이것에 의해 속상수축이 유발된

다고 Hartman 등은16) 주장하 다. 따라서 접합전막 

nicotine성 수용체에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비탈분극

성 근이완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succinylcholine의 

작용을 막아 이에 의한 속상수축을 차단할 수 있는

데 rocuronium은 접합후막 보다 접합전막 nicotine성 

수용체에 현저히 강한 친화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17)
 

본 연구에서도 접합전막 nicotine성 수용체에 강한 

친화성을 갖는 rocuronium군에서 lidocaine군에 비해 

속상수축의 빈도가 낮게 관찰되었으며, lidocaine을 

rocuronium과 함께 투여하여도 속상수축의 발생빈도

에는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아마도 lidocaine이 

신경근 접합부의 세포막에도 향을 미치기는 하지

만1) 속상수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nicotine성 

수용체에는 일차적인 작용이 없어 속상수축 예방에

는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Succinylcholine 사용 후 나타나는 근육통은 임상에

서 흔히 접하는 문제인데 succinylcholine사용 12시간 

후부터 나타나서 대개 하루나 이틀 지속되며 심한 

경우에는 5-6일까지도 지속된다고 한다.6) 그 기전

은 명확하지 않으나 근육 방추체(spindle)의 비가역적 

변화, 근육섬유의 비동기화(unsynchronized)된 수축에 

의한 결체조직의 손상, 전해질 이상, prostaglandin의 

생성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2)
 또한 속상수축

의 정도와 근육통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도 많

은 논란이 있으나2)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전투여가 

수술후 근육통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Pace

는18) succinylcholine 사용에 따른 수술 후 근육통의 

빈도는 85%에까지 이르고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전투여로 그 빈도를 30%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

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rocuronium의 전

투여시 수술 후 1일에 근육통의 발생 빈도가 45%로 

관찰되었다. Lidocaine도 succinylcholine 사용후의 근

육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전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근육세포막을 안정시켜 혈중 po-

tassium이 증가하고 calcium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

여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7) 

본 연구에서는 그 빈도가 수술 후 1일에 5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1일에 rocuronium과 lidocaine을 함께 사용한 군에

서 근육통의 발생빈도가 15%로 관찰되어 이들 약제

를 각각 사용한 군보다 발생빈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는 아마도 rocuronium을 사용했을 때 근육통을 감소

시키는 작용과 lidocaine을 사용했을 때 근육통을 감

소시키는 작용이 서로 부가적으로 일어난 때문으로 

사료된다.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전투여는 ED50 용량의 1/4 

정도를 사용하므로 이전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

에서도 rocuronium 0.05 mg/kg을 사용하 다.4,5,8) 비

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정주하고 3분이 지난 후 suc-

cinylcholine을 투여하 는데 이는 전투여한 비탈분극

성 근이완제가 가장 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

간격이 3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1)
 이때에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전투여가 기관내 삽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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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succinylcholine을 

1.5 mg/kg으로 용량을 증가시켜 투여하는 것이 권장

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증량된 succinylcholine은 

근육통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19) Li-

docaine은 1.5 mg/kg의 용량으로 succinylcholine 투여 

15-30초 전에 투여하는 것이 근육통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20) 본 연구에서도 이전

의 연구에서와
11,20)
 같은 용량과 시간을 선택하여 사

용하 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succinylcholine 투여에 의한 

혈중 creatine kinase 농도의 증가를 억제하고 수술 

후 근육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rocuronium과 lido-

caine을 각각 투여하는 것보다는 함께 투여하는 것

이 효과적이었으며 속상수축의 빈도는 lidocaine과는 

상관없이 rocuronium의 투여에 의해서만 감소되었다. 

혈중 potassium 농도변화에는 rocuronium과 lidocaine

을 각각 투여하거나 함께 투여하는 것 모두 같은 효

과를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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