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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Rocuronium bromide는 vecuronium과 구조적으로 유

사한 aminosteroid 계열의 근이완제로서 작용기간이 중

간정도이다. Rocuronium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이

완제 중에서 가장 빠른 근이완 발현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아 마취에서 긴급한 기도확보가 필요할 때 

siccinylcholine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저자들은 rocuronium의 정맥 주입 시 갑작스

런 손목이나 팔 또는 전신적인 몸의 움직임이 나타나

는 것을 관찰하 다. 최근 여러 보고에 의하면 이러

한 움직임이 통증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4)

소아에서 Rocuronium 주입 시 발생하는 회피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Lidocaine 전처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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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 fold; first, to determine the incidence and type 

of withdrawal movement associated with IV injection of rocuronium in pediatric patients; and second, 

to determine whether pretreatment with IV lidocaine affects the incidence of movement associated with 

rocuronium administration in pediatric patients.

  Methods:  Forty-two pediatric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After general anesthesia 

was induced with thiopental sodium 5 mg/kg and manual occlusion of venous inflow was performed, 

one group of patients received 0.1 ml/kg 1% lidocaine IV.  A second group received 0.1 ml/kg of normal 

saline as a placebo control.  Venous inflow occlusion was held for 5 seconds, and immediately followed 

by the injection of rocuronium 0.6 mg/kg IV.  The patient's response to rocuronium injection was graded 

using a 5-point scale.

  Results:  We observed that the incidence of movement was 100% in the placebo group and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o 28.8% in the group pretreated with lidocaine (P ＜ 0.001).

  Conclusions:  Withdrawal movement on injection of rocuronium in pediatric patients can be decreased 

or prevented by pretreatment with IV lidocaine.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57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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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소아에서 rocuronium의 정맥 

주입 시 나타나는 움직임의 정도와 빈도를 살펴보

고, 둘째로 lidocaine 전처치가 rocuronium의 정맥 주

입으로 인한 움직임의 빈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선택수술이 계획된 15세 미만의 소아 환자 중 미

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분류 1에 속하는 42명을 대

상으로 하 으며 본 연구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

를 받았다. 이들 중 수술당일에 진통제나 안정제가 

투여된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 다. 두 군간 환자

의 성별, 나이, 체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모든 환자들은 수술 전날 손등에 24-gauge (10세 이

상은 22-gauze) 정맥 카테터를 삽입한 후 1：4 solution 

(dextrose 20 g + NaCl 0.9 g in 500 ml)을 주입하

다. 전처치로 glycopyrrolate 0.004 mg/kg을 수술실 도

착 30분 전에 근주하 다. 수술실에 도착한 후 기본

적인 감시인 혈압, 심전도, 맥박 산소 포화도를 측정

하 다.

  모든 환자들은 2.5% thiopental sodium 5 mg/kg을 

정주하여 의식소실을 유도한 후 수액을 정지시키고 

상완 부위에 압박대를 거치하 다. 무작위로 두 군으

로 분류하여 control 군에서는 생리식염수 0.1 ml/kg을 

lidocaine 군에서는 1% lidocaine 0.1 ml/kg을 정주하

고 5초 후에 0.1% rocuronium 0.6 mg/kg을 정주하

다. 이때 정맥 튜브 내에 어떤 침전물도 보이지 

않았다.

  약물 주입 후에 관찰자가 환자의 움직임의 정도를 

평가하 고, 움직임의 정도는 5단계로 나누었다. 즉 

1 = no movement, 2 = movement at wrist, 3 = movement 

at elbow, 4 = movement at shoulder, 5 = movement 

at whole body로 구분하 다.

  두 군간의 나이와 성별비교는 unpaired T-test를 사

용하 고 평균 ± 표준편차로 정리하 다. 두 군간

의 움직임의 정도비교는 Mann-Whitney U-test를 사용

하 다. P ＜ 0.05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통계는 SPSS (statistical program for so-

cial science) 10.0을 사용하 다.

결      과

  움직임의 정도는 control군(placebo 투여군)보다 lido-

caine군(lidocaine 투여군)에서 훨씬 낮게 나타났다(P 

＜ 0.001). 움직임의 빈도도 control군 100%보다 lido-

caine군은 28.8%로 낮았다(P ＜ 0.001). 또한 주입 시 

방해가 되는 회피행동인 팔꿈치이상의 움직임도 control

군 100%, lidocaine군 19.1%로 낮았다. Fig. 1에서 보

듯이 lidocaine 전 처치로 71.4%에서 rocuronium 정주에 

의한 움직임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전

신적인 움직임의 정도도 control군의 28.6%에 비해 lido-

caine군은 0%로 낮았다(Fig. 1).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

Control group Lidocaine group 
(n = 21) (n = 2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14/7 13/8

Age (yr)  5.2 ± 3.2  3.6 ± 2.1

Weight (kg) 15.2 ± 5.2 13.4 ± 4.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unpaired T-test.

Fig. 1. Response to IV administration of rocuronium in 

pediatric patients pretreated with lidocaine versus control. 

The number on the bar is percentage of incidence (fre-

quency). The incidence of whole body movement in lido-

caine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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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소아환자에서 pentothal sodium의 정

주 후에 rocuronium을 정주하 을 때 모든 소아환자

에서 팔꿈치이상의 회피행동을 보 다. 이런 반응은 

rocuronium 투여 전에 1 mg/kg lidocaine을 투여함으

로써 그 반응 정도가 약화되거나 해결되었다.

  Moorthy와 Dierdorf는
5)
 성인을 대상으로 정맥마취

제로 마취 유도 전에 rocuronium의 priming 용량을 

주입했을 때 심한 통증이 유발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들은 또한 lidocaine의 전처치로 주입 시 통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Steegers과 Robertson은6) 

105명의 깨어있는 성인 환자에게 근 이완이 안 되는 

용량(subparalyzing dose)을 주입하 을 때에 이 중 52명 

(47%)에서 주입 시 통증을 호소하 으며, 13명(12%)

에서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 다. 따라서 rocuronium은 깨

어있는 환자에서 priming이나 속상 수축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 

또한 이들은 정주 시의 통증과 정맥 주사의 위치나 

성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 다.

  Rocuronium의 주입 시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

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Borgeat와 Kwiatkowski

의
4)
 보고에 의하면 rocuronium의 처음 용량을 주입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나 잠시 후에 다음 용량을 투

여 시에 통증이 상당히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또한 이런 통증의 원인을 propofol의 주입 시 통증과 

있는 kininogen cascade과 같은 국소 매개체와 관계 

있다고 추측하 다. 그러나 Lockey와 Coleman은
3)
 20 mg

의 lidocaine과 섞인 propofol을 마취 유도용량으로 투

여한 직후 rocuronium을 0.6 mg/kg으로 정주 시에 모

든 환자들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 고, 이 경우에는 

rocuronium의 정주에 의한 통증이 propofol에 의한 통

증과 관계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경우에 lidocaine 정맥 주입이 마취의 

깊이를 증가시켜서 lidocaine군 환자들에서 움직임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lidocaine 주입 시부터 rocuronium 

주입 시까지 상완 부위에 압박대를 거치 하 으므로 

lidocaine의 적은 용량만이 전신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lidocaine 투여 후 5초 후에 rocuronium의 

정주가 시작되었고 회피행동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것

으로 볼 때 lidocaine의 정주부위 혈관에 대한 국소 

마취효과가 rocuronium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킨 것

으로 생각된다.

  Lidocaine 투여의 방법으로 propofol의 경우에서 처

럼7) rocuronium과 미리 섞은 후 투여하는 방법이 있

으나 본 저자들이 몇 명의 환자에서 투여해본 결과 

propofol과 달리 주입 시 움직임의 감소에 효과가 없

음을 관찰하 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소아 환자에서 rocuronium의 

정맥 주입 시 나타나는 회피행동은 1 mg/kg lidocaine의 

전처치로 감소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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