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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inylcholine 투여 후 나타나는 생화학적 변화,
속상수축, 근육통을 예방하기에 적절한
Rocuronium 전투여의 시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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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Time Interval of Rocuronium Pretreatment for Prevention of Biochemical Changes,
Fasciculations and Myalgia Following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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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optimal time interval between rocuronium 

pretreatment and succinylcholine for prevention of the rise in serum potassium and creatine kinase con-

centrations and the increased incidence of fasciculations and myalgia following succinylcholine admin-

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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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ed method.  Three groups of 20 patients each were pretreated with saline 2 ml (Group C), 0.05 

mg/kg rocuronium one min before  (Group R1) or 3 min before  (Group R3) 1.5 mg/kg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Serum potassium and creatine kinase were respectively measured 5 min after succinyl-

choline and 24 h after the operation. Fasciculations and myalgia on postoperative day 1 and day 2 were 

evaluated.

  Results:  The increase in the serum potassium concentration was not attenuated in any group.  The 

increase in creatine kinase concentration, the incidence of fasciculations and the incidence of myalgia 

on postoperative day 1 and day 2 were highest in Group C;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R1 and R3.

  Conclusions:  Either a 1 min or 3 min pretreatment time interval of the rocuronium has a similar 

effect on the prevention of the rise in serum potassium and creatine kinase concentrations and an 

increased incidence of fasciculations and myalgia following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2; 42: 58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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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uccinylcholine은 작용발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다. 최근에 작용시간이 비교적 짧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가 소개되고 있지만 succinylcholine은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신속한 기관내 삽관이 필

요한 마취 유도 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uccinylcholine은 속상수축과 수술 후 근육통, 혈중 

creatine kinase와 potassium 농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소량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를 전투여 함으로써 succinylcholine 사용에 따른 부

작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다.
1-6)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와 

succinylcholine 사용의 적절한 전투여 시간간격에 대

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왔는데 atracurium, pancuro-

nium, d-tubocurarine 및 vecuronium 등의 약제에서는 

3분 이상의 시간간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져 왔으며,
3,4)
 rocuronium도 succinylcholine 사용 3분

전에 투여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적절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5,6) 그러나 rocuronium의 

경우 다른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비해 비교적 작용

의 발현시간이 빠름을 고려할 때
7)
 다른 근이완제와

는 달리 좀 더 단축된 전투여 시간간격이 고려될 수

도 있겠으나 이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succinyl-

choline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과 그 예방 정도

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curonium의 전투여 시간

간격을 기존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서 적절한 것

으로 알려진 3분과 좀 더 단축된 1분으로 나누어 보

고 이에 따른 succinylcholine 사용 후 나타나는 생화

학적 변화와 속상수축 및 수술 후 근육통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서로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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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20명씩 세 

군으로 무작위로 분류하 으며 대상환자의 나이와 

체중, 키, 수술시간은 세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1).

  마취 전 투약으로는 glycopyrrolate 0.2 mg을 수술

시작 30분 전에 정주하 으며 심전도와 비침습적 자

동혈압기, 맥박산소계측기 및 말초신경자극기(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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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감시하 다.

  C군은 생리식염수 2 ml을 succinylcholine 투여 1분

과 3분 전에 각각 10명씩 나누어 정주하 으며, R1

군 20명은 succinylcholine 투여 1분 전에, R3군 20명

은 succinylcholine 투여 3분 전에 rocuronium 0.05 mg 

/kg을 각각 정주하 다. Thiopental sodium 5 mg/kg과 

succinylcholine 1.5 mg/kg을 정주하여 마취를 유도하

고 기관내 삽관을 하 다. 마취는 enflurane 1-2 

vol%, N2O 50%, O2 50%로 유지하 다. Succinylcho-

line 투여 5분 후에 마취 유지를 위한 근이완제로 

rocuronium을 정주하고 수술이 끝난 후 pyridostig-

mine과 glycopyrrolate로 근이완제의 잔류효과를 역전

시켰다. 수술 후 환자가 통증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요구할 때에는 tiaprofenic acid 200 mg을 경구 투여

하 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근육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전후 기간에 근육주사는 되도록 실시하

Table 1. Demographic Data
ꠧꠧꠧꠧꠧꠧꠧꠧꠧꠧꠧꠧꠧꠧꠧꠧꠧꠧꠧꠧꠧꠧꠧꠧꠧꠧꠧꠧꠧꠧꠧꠧꠧꠧꠧꠧꠧꠧꠧꠧꠧꠧꠧꠧꠧꠧꠧꠧ

Group C Group R1 Group R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8 ± 11  41 ± 10  42 ± 12

Weight (kg)  57 ± 8  54 ± 8  61 ± 9

Height (cm) 161 ± 5 157 ± 4 160 ± 6

Surgical time (min)  90 ± 34  73 ± 19  74 ± 1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C: normal saline pretreat-

ment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Group R1: ro-

curonium pretreatment 1 min before succinylcholine ad-

ministration, Group R3: rocuronium pretreatment 3 min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There were no sig-

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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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약물투여전의 혈중 

creatine kinase와 potassium의 기준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3 ml의 혈액을 채취하 고 potassium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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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dium/potassium 농도 측정기

(Synchron AS system
Ⓡ
, Beckmann Instruments Inc.,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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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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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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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 간의 환자의 나

이, 체중, 키, 수술시간의 분석은 one way ANOVA를 

사용하 고, creatine kinase와 potassium 농도의 변화

는 각각의 군내에서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하고 세 군 간의 차이는 one way ANOVA와 이 후 

유의성 검증은 Tukey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 다. 

속상수축과 근육통의 빈도는 Fisher's exact test를 이

용하여 비교하 다. P값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세 군 모두에서 succinylcholine 투여 5분 후에 혈

중 potassium 농도가 증가하 으나(P ＜ 0.05) 세 군

간에 증가정도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혈중 creatine kinase 농도는 succinylcholine 투여 24

시간 후에 세 군에서 모두 증가하 으며(P ＜ 0.005) 

증가의 정도는 C군에서 가장 높았으나(P ＜ 0.005) 

R1군과 R3 두 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속상수축의 빈도는 C군에서는 100%에서 발생하여 

R1군의 20%, R3군의 15%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

나(P ＜ 0.005) R1군과 R3 두 군간에는 발생빈도의 

Table 2. Potassium and Creatine Kinase Concentrations before and after Succinylcholine
ꠧꠧꠧꠧꠧꠧꠧꠧꠧꠧꠧꠧꠧꠧꠧꠧꠧꠧꠧꠧꠧꠧꠧꠧꠧꠧꠧꠧꠧꠧꠧꠧꠧꠧꠧꠧꠧꠧꠧꠧꠧꠧꠧꠧꠧꠧꠧꠧꠧꠧꠧꠧꠧꠧꠧꠧꠧꠧꠧꠧꠧꠧꠧꠧꠧꠧꠧꠧꠧꠧꠧꠧꠧꠧꠧꠧꠧꠧꠧꠧꠧꠧꠧꠧꠧꠧꠧꠧꠧꠧꠧꠧꠧꠧꠧꠧꠧꠧꠧꠧ

Group C Group R1 Group R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otassium (mEq/L)

  Before 3.66 ± 0.33 3.70 ± 0.28 3.66 ± 0.38

  After 5 min 3.86 ± 0.32* 3.83 ± 0.27* 3.85 ± 0.35*

Creatine kinase (IU/L)

  Before  62 ± 27  64 ± 27  63 ± 26

  After 24 h 168 ± 44
†

102 ± 35
†,‡

100 ± 45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C: normal saline pretreatment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Group R1: rocuro-

nium pretreatment 1 min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Group R3: rocuronium pretreatment 3 min before suc-

cinylcholine administration. *P ＜ 0.05 vs.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
P ＜ 0.005 vs.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
P ＜ 0.005 vs. Grou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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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Table 3).

  수술 후 근육통은 수술 후 1일에 C군에서 85%에

서 발생하여 R1군과 R3군의 40%에 비해 높게 발생

했으나(P ＜ 0.005) R1군과 R3군간에는 차이가 없었

다(Table 4). 수술 후 2일의 근육통도 C군에서 75%

에서 발생하여 R1군의 30%, R3군의 25%에 비해 높

게 발생했으며(P ＜ 0.05) R1군과 R3군간에는 발생 

빈도의 차이가 없었다(Table 4).

  C군에서 19명, R1군에서 17명, R3군에서 17명이 

수술 후 통증완화를 위해 경구용 약제를 투여 받았

으며, 세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고      찰

  Succinylcholine 사용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인 속상

수축과 근육통을 예방하고 혈중 creatine kinase와 po-

tassium 농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succinylcholine 사

용 이전에 전투여하는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1-6)
 이러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를 투여하는 적절한 전투여 시간간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3,4,10)
 있어 왔는데 Horrow와 Lambert는

3)
 d- 

tubocurarine을 이용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적절한 

전투여 시간에 대한 연구에서 1분 이상 기다리면 기

다릴수록 succinylcholine 사용에 따른 속상수축을 억

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만 3분 이상 더 기다

려도 속상수축의 빈도를 더욱 억제할 수는 없으므로 

가장 적절한 전투여 시간간격은 3분이라고 주장하

다. 한편 Pinchak 등도
4)
 atracurium, pancuronium, d- 

tubocurarine 및 vecuronium을 이용한 연구에서 비탈

분극성 근이완제의 전투여 시간간격이 3분 이상 길

어지면 길어질수록 succinylcholine 사용에 따른 속상

수축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가 커지며 이들 약제 중 

d-tubocurarine의 속상수축 억제 작용이 가장 강력했

음을 밝히면서 적절한 전투여 시간간격은 3.5에서 4

분으로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succinylcholine 사

용에 따른 속상수축은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대조군

에서 100%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에 

비해 rocuronium을 전투여하면 속상수축의 빈도를 

Table 4.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Myalgia
ꠧꠧꠧꠧꠧꠧꠧꠧꠧꠧꠧꠧꠧꠧꠧꠧꠧꠧꠧꠧꠧꠧꠧꠧꠧꠧꠧꠧꠧꠧꠧꠧꠧꠧꠧꠧꠧꠧꠧꠧꠧꠧꠧꠧꠧꠧꠧꠧꠧꠧꠧꠧꠧꠧꠧꠧꠧꠧꠧꠧꠧꠧꠧꠧꠧꠧꠧꠧꠧꠧꠧꠧꠧꠧꠧꠧꠧꠧꠧꠧꠧꠧꠧꠧꠧꠧꠧꠧꠧꠧꠧꠧꠧꠧꠧꠧꠧꠧꠧꠧ

Day 1 Day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C Group R1 Group R3 Group C Group R1 Group R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ne  3 12 12  5 14 15

Mild  9  4  6 11  4  3

Moderate  5  3  2  3  2  2

Severe  3  1  0  1  0  0

Incidence (%) 85 40* 40* 75 30
†

25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the number of the patients. Group C: normal saline pretreatment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Group 

R1: rocuronium pretreatment 1 min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Group R3: rocuronium pretreatment 3 min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P ＜ 0.005 vs. Group C, 
†
P ＜ 0.05 vs. Group C

Table 3.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Fasciculations
ꠧꠧꠧꠧꠧꠧꠧꠧꠧꠧꠧꠧꠧꠧꠧꠧꠧꠧꠧꠧꠧꠧꠧꠧꠧꠧꠧꠧꠧꠧꠧꠧꠧꠧꠧꠧꠧꠧꠧꠧꠧꠧꠧꠧꠧꠧꠧꠧ

Group C Group R1 Group R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ne 0 16 17

Mild 5  4  3

Moderate 10  0  0

Severe 5  0  0

Incidence (%) 100 20* 1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the number of the patients. Group C: normal 

saline pretreatment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Group R1: rocuronium pretreatment 1 min before suc-

cinylcholine administration, Group R3: rocuronium pre-

treatment 3 min before succinylcholine administration. *P 

＜ 0.005 vs. Grou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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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감소시키지만 rocuronium의 1분과 3분의 전

투여 시간간격에 따른 속상수축의 빈도는 1분에서 

20% 3분에서 15%로 시간간격에 따른 속상수축의 

발현 억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atracurium, pancuronium, d-tubocurarine 및 

vecuronium 등 기존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이상

적인 전투여 시간간격이 3분 이상인데 비해 rocuro-

nium의 전투여 시간간격이 3분에 비해 1분으로 앞당

겨서 투여해도 전투여 약제의 속상수축 억제 발현정

도가 비슷했던 것은, 전투여된 각각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가 succinylcholine 사용에 따른 속상수축을 

억제할 수 있는 시작시점이 신경근 차단제의 작용시

작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신

경근 접합부에 있는 nicotine성 수용체에 succinyl-

choline이 결합하여 탈분극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속

상수축이 유발되는데1)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투여

하면 그 작용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nicotine성 수용

체에 결합하게 되며 그 결합 정도에 따라 succinyl-

choline의 탈분극 작용을 막아 이에 의한 속상수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11)
 이러한 비탈분극성 근이완

제의 작용시작 시점은 약물의 역가에 반비례하는데
12)
 

근이완제의 역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빠른 작용발현

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이는 rocuronium이 다른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비해 역가가 낮고 작용발현

이 1분 내외에 나타나는7) 것에 비추어 보면 속상수

축을 억제하기에 적당한 전투여 시간간격은 1분 이

내이어도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다른 비

탈분극성 근이완제에 비해 역가가 낮고 작용시간이 

빠른 gallamine의 경우에 전투여 시간간격을 1분 이

내로 해도 succinylcholine 사용에 따른 속상수축을 

동일한 전투여 시간간격을 사용한 pancuronium 보다

도 적절히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Succinylcholine 사용 후 나타나는 근육통은 임상에

서 흔히 접하는 문제인데 succinylcholine 사용 12시

간 후부터 나타나서 대개 하루나 이틀 지속되며 심

한 경우에는 5-6일까지도 지속된다고 한다. 그 기

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근육 방추체(spindle)의 비가역

적인 변화, 근육섬유의 비동기화(unsynchronized)된 

수축에 의한 결체조직의 손상, 전해질 이상, prosta-

glandin의 생성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2) 또한 

속상수축의 정도와 수술 후 근육통의 직접적인 연관

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나 비탈분극성 근이

완제의 전투여가 수술 후 근육통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

이고 있다.
2-6)
 Pace는

13)
 succinylcholine 사용에 따른 

수술후 근육통의 빈도는 85%에 까지 이르고 비탈분

극성 근이완제의 전투여로 그 빈도를 30%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succinylcholine 사용 시 수술 후 1일에 85% 수술 후 

2일에 75%의 빈도로 근육통이 관찰되었으며 이에 

비해 rocuronium을 전투여하면 수술 후 1일에 그 빈

도를 40%까지 감소시키고 수술 후 2일에는 25-

30%의 빈도로 감소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rocuronium의 1분과 3분의 전투여 시간간격

에 따른 수술 후 근육통의 발생빈도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수술 후 근육통을 예방하기에 적절한 전투여 시간

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Horrow와 Lambert는3) 속

상수축의 빈도와 수술 후 근육통의 발생빈도는 반드

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으며 전투여 시간간격에 

상관없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d-tubocurarine을 전

투여 하기만 하면 근육통의 발생빈도가 낮아짐을 보

고하 다. 또한 O'sullivan 등도
10)
 pancuronium과 gal-

lamine을 전투여 약제로 그 투여 시간간격을 1분 이

내로 실시한 연구에서 속상수축의 빈도는 gallamine

에서 낮았으나 수술 후 근육통의 빈도는 오히려 

pancuronium에서 낮았음을 보고하면서 속상수축의 

빈도와 수술 후 근육통의 발생빈도는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으며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를 전투여 하기만 

하면 근육통의 발생빈도를 낮출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

함에 미루어 볼 때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전투여 

시간간격은 수술 후 근육통의 발생을 예방하는 정도

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단 비탈분극성 

근이완제가 투여되기만 하면 그 자체가 succinyl-

choline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수술 후 근육통을 예

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Succinylcholine을 투여하면 탈분극과정에서 근육세

포에서 이온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세포내에 있던 

potassium이 세포밖으로 유리되어 혈중 potassium 농

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정상 근육세포를 가진 환자에

서는 succinylcholine을 일회 투여하면 혈중 potassium 

농도가 0.2-0.5 mEq/L 정도로 소량 증가된다고 한

다.
14,15)
 그러나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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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외접합 수용체(extrajunctional receptor)가 많이 발

생되어 있는 환자에게 succinylcholine을 사용하면 이 

수용체에서 succinylcholine에 대하여 화학적 감수성

이 증가하는 과도한 반응을 초래하여 다량의 potas-

sium이 탈분극시 근육세포밖으로 방출되어 과칼륨혈

증(hyperkalemia)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6)
 

Weintraub 등은14) succinylcholine 투여 후 1분에서 7

분 사이에 혈중 potassium 농도가 최대로 증가한다고 

주장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Raman 및 San의
15)
 연

구에서와 같이 succinylcholine 투여 5분 후에 혈중 

potassium 농도를 측정하여 그 변화의 정도를 알아보

았다. 정상 근육세포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비탈

분극성 근이완제를 전투여하면 혈중 potassium 농도

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데에는 그렇다는 주장과
14)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15,17)
 있는 등의 이론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와15,17) 비슷한 정도로 

혈중 potassium 농도가 약 0.2 mEq/L 정도로 세 군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소량 증가하여 rocuronium

의 전투여가 혈중 potassium 농도 증가 억제에 효과

적이지 못하 으며 1분과 3분의 전투여 시간간격에 

따른 차이도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

는 정상 근육세포를 가진 환자에서 succinylcholine을 

사용하면 혈중 potassium 농도가 소량 증가하는데 이

러한 환자에서는 rocuronium의 전투여가 potassium 

농도의 증가 억제에는 별다른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Creatine kinase 농도 증가의 기전을 살펴보면 속상

수축이 심할수록 그 농도가 많이 증가하고18) 탈분극 

과정에서 근육세포에서 이온의 투과성이 증가할수록 

세포내에 있던 creatine kinase가 세포밖으로 유리되

어 혈중 creatine kinase 농도가 증가된다고 한다.19) 

이러한 혈중 creatine kinase 농도의 증가는 succinyl-

choline에 의한 근육손상의 생화학적인 지표로 알려

져 있는데 이의 변화는 succinylcholine 투여 24시간 

후에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
20)
 본 연구에서도 

succinylcholine 투여 24시간 후에 creatine kinase 농도

의 변화를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succinylcholine 

투여 후에 creatine kinase 농도가 세 군 모두에서 증

가하 으나 rocuronium의 전투여로 그 증가 정도를 

억제할 수 있었으나 1분과 3분의 전투여 시간간격에 

따른 증가 억제 정도의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atracurium,
15)
 

tubocurarine,18) alcuronium을20) 전투여 해도 creatine 

kinase 농도가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비추어 보아 rocuronium의 전

투여가 succinylcholine에 의한 속상수축과 탈분극 과

정에 관여하여 creatine kinase 농도 증가에 억제적으

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1분과 3분의 전투여 시간간격의 차이에는 crea-

tine kinase의 농도 변화가 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

는 첫째로 rocuronium의 작용발현이 1분 이내에 일

어남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1분이 creatine kinase 

농도의 증가를 막기에 충분한 전투여 시간간격이거

나 혹은 둘째로 전투여 시간간격에 상관없이 비탈분

극성 근이완제가 전투여되어 succinylcholine에 의한 

속상수축과 탈분극을 방해하기만 하면 충분히 crea-

tine kinase 농도의 증가를 억제하는 작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succinylcholine 투여에 의한 혈중 po-

tassium 농도와 creatine kinase 농도의 증가를 억제하

고 속상수축의 빈도와 수술 후 근육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rocuronium을 전투여한 결과, 혈중 potassium

의 농도 증가의 억제는 관찰할 수 없었으나 혈중 

creatine kinase의 농도 증가가 억제되고 속상수축의 

빈도와 수술 후 근육통의 빈도가 감소됨을 관찰하

다. 그러나 rocuronium의 전투여 시간간격에 대하여 

1분과 3분을 비교하여 본 결과 succinylcholine 투여

에 따른 부작용 예방 정도의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

다. 따라서 rocuronium의 경우 atracurium, pancuro-

nium, d-tubocurarine 및 vecuronium 등 다른 비탈분극

성 근이완제와는 달리 3분은 물론 1분의 전투여 시

간간격도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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