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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Ropivacaine은 동용량의 bupivacaine에 비하여 운동신

경차단 효과가 적어 수술 후 통증치료에 유용하게 사

용되나,
1) 
수술 후 경막외 진통목적으로 단독 투여하는 

경우에는 진통에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여야 하므로 운

경막외 통증자가조절시 Butorphanol 50μg/ml과 
혼합 투여된 Ropivacaine의 적정 농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김      동      희

= Abstract =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Ropivacaine in Combination with
Butorphanol 50μg/ml for 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Dong Hee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Background:  Opioids may be used in a dose-sparing capacity with local anesthetics to reduce the 

dose needed.  This study examined the efficacy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ropivacaine combined with 

butorphanol 50μg/ml to provide postoperative analgesia.

  Methods:  Sixty parturients were received epidural infusion with 0.075% ropivacaine (Group 1: n 

= 20), 0.1% ropivacaine (Group 2: n = 20) and 0.15% ropivacaine (Group 3: n = 20) in combination 

with butorphanol 50μg/ml using 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 after cesarean section. 

PCEA was started with basal infusion of 4 ml of PCEA solution and 4 ml of bolus infusion at 10 min 

of lockout interval.  Using a visual analogue scale (VAS) assessed the degree of pain and incidences 

of side effects were checked.

  Results:  Total infusion doses of ropivacain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3, and butorphanol 

consump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3 (P ＜ 0.05).  The incidences of nausea, vomiting and 

sed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1 (P ＜ 0.05).  There were no significantly differences in 

VAS pain score and other side effects among the group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0.1% or 0.15% ropivacaine with butorphanol 50μg/ml for 

PCEA can provide the most effective analgesia with less side effects after cesarean section.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74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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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경차단이 발생할 수 있다.2) 물론 운동신경차단은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소마취제의 농

도에 의한 감별 차단이며, 개개인의 반응이 각기 다르

므로 운동신경차단의 농도를 정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대개 알려진 농도를 사용하나 낮은 농도에서도 운동신

경이 차단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fentanyl 등과 같 

은 아편양제제를 병용투여 하게되는데, 0.2% ropiv-

acaine에 fentanyl 4μg/ml을 첨가하여 투여함으로써 진

통효과가 증진되고, 운동신경차단은 감소되었다.
3)

  Liu 등은4) 4μg/ml 이하의 fentanyl과 더불어 0.2% 이

하의 ropivacaine을 사용하는 것이 진통효과나 기타 부

작용 차이 없이 운동신경차단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

는 방법이라고 하 고, 하복부 수술 후 0.1% ropi-

vacaine과 2μg/ml의 fentanyl 또는 0.05% ropivacaine과 

1μg/ml의 fentanyl의 병용투여를 이용한 경막외 통증자

가조절(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을 권

장하 다.
4)

  한편 박은경 등은
5)
 제왕절개술 환자를 대상으로 실

시한 PCEA에서 3.4μg/ml의 fentanyl과 병용투여한 

0.075%의 bupivacaine과 0.125%의 ropivacaine은 진통효

과와 운동신경차단 정도가 유사하 으나, 수술 후 보행

은 ropivacaine 군에서 유의하게 빨랐다고 하 다. 또한 

Brodner 등은
6) 
수술 후 통증치료를 위하여 0.2% ropi-

vacaine과 1μg/ml의 sufentanil을 사용하는 경우 0.175% 

bupivacaine에 비하여 보행능력의 회복이 빨랐고, 진통

효과는 동일하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Jorgensen 등

은
7)
 하복부 수술 후 8 ml/h 속도로 지속주입한 0.2% 

ropivacaine과 0.2% bupivacaine은 진통효과와 운동신경

차단 효과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 으며, 양현

정과 이상우도
8)
 제왕절개술 후 6μg/ml의 fentanyl과 함

께 투여한 0.125% ropivacaine과 0.15% ropivacaine도 진

통효과와 부작용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 또한 경

막외로 morphine과 함께 투여한 0.125% bupivacaine과 

0.125% ropivacaine이 진통효과와 부작용면에서 동일하

다는 보고도 있다.
9)

  이와 같이 수술 후 통증치료를 위한 ropivacaine의 적

절한 투여농도에 대하여 다양한 보고가 있으므로, 

PCEA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적정

농도의 설정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막외 

마취하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를 대상으로 ropi-

vacaine과 butorphanol을 이용한 PCEA를 시행하면서, 

ropivacaine 투여농도를 세 가지로 변화시켜, 진통효과

가 우수하면서 부작용이 적은 적절한 ropivacaine 농도

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대상 및 방법

  수술 후 통증치료를 원하고 경막외 마취하 제왕절개

술이 예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전신상태분류상 제 1급과 

제 2급에 해당되는 산모 60 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

구의 방법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수술 중 깨어있기를 원하고, 경막외 마취에 

특별한 금기가 없었으며, 수술 전날 마취의의 방문으로 

통증자가조절기(patient-controlled analgesia pump, PCA 

pump)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수술 당일 전처치 없이 

수술장에 도착하여 15-20분에 걸쳐 1 L의 하트만씨 

용액을 정주 받은 후 마스크를 통하여 5 L/min의 산소

를 흡입하고, 심전도, 혈압계, 맥박산소계측기를 부착

하 다.

  좌측와위 상태에서 제3-4요추간 혹은 제4-5요추

간 정중선에 17G Tuohy 침으로 경막외강을 천자하고, 

19G 카테테르를 경막외강내로 4-5 cm 삽입한 후 고정

하 다. 환자를 좌경사 앙와위로 높인 후 마취높이가 

제4흉추에 이르도록 0.75% ropivacaine을 투여하고, 

fentanyl 1μg/kg을 경막외강 내로 투여하 다. 투여된 

0.75% ropivacaine 용량과 최고 마취높이, 수술 시간, 

fentanyl 투여량 등은 각 군간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1).

  수술 종료 후 ropivacaine과 butorphanol 50μg/ml가 혼

합된 총 300 ml 용액을 PCA pump에 연결하 는데, 

ropivacaine 농도를 1군(n = 20)은 0.075%, 2군(n = 20)은 

0.1%, 3군은 0.15%로 하 다. PCEA 설정은 일시 투여

량을 4 ml로 10분의 폐쇄간격으로 주입되도록 하 고, 

수술 후 24시간 동안 투여된 용량을 기록하 다.

  수술 직후와 수술 후 1, 2, 6, 12, 24시간에 환자의 통

증정도는 환자가 각성상태에 있었으므로 A4 용지에 

100 mm 선을 긋고 10 mm로 단위를 나눈 visual ana-

logue scale (VAS)로 기록하 고, 보행장애나 다리저림, 

오심 및 구토, 소양증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기록하

다. 환자의 부작용 발생이 심하면 PCA pump 작동을 

중지하고, 마취과로 연락하도록 하 으며, 오심 및 구

토가 심한 경우에는 ondansetron 4 mg, 호흡수가 분당 

8회 이하인 경우에는 naloxone 0.1 mg을 투여하도록 하

고, 필요에 따라 반복 투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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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결과는 평균값 ± 표준오차로 기록하 고, 주입용

량, 통증점수 등 각 자료의 통계분석은 one way-ANOVA

로 분석하여 유의한 경우에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비교하 다. 군간의 차이는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를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각 환자의 연령, 신장, 체중, 출산수와 반복절개술 수, 

수술 중 나타난 오심과 구토 등은 각 군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1).

  수술 후 24시간 동안 투여된 PCA 약물용량 중 ropi-

vacaine은 3군에서 255.4 ± 20.5 mg으로 1군의 185.5 

± 20.0 mg과 2군의 201.1 ± 18.5 mg에 비하여 의미있

게 많았고, butorphanol은 3군이 8.5 ± 0.1 mg 투여되어 

1군의 12.5 ± 0.2 mg과 2군의 10.1 ± 0.1 mg에 비하여 

의미있게 적었다(P ＜ 0.05)(Table 2).

  보행장애나 다리저림, 소양증, 두통 등의 부작용 발생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

Group 1 (n = 20) Group 2 (n = 20) Group 3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27.3 ± 1.2  27.9 ± 1.0  26.2 ± 1.0

Height (cm) 157.2 ± 3.0 159.0 ± 2.0 158.2 ± 2.5

Weight (kg)  67.3 ± 1.9  64.9 ± 2.1  65.5 ± 2.0

Parity (nulli/multi)   8/12   7/13   7/13

Repeat cesarean section
 8  7  7

  (number of patient)

0.75% ropivacaine used (ml) 22.3 ± 0.9  23.0 ± 1.4  22.8 ± 0.8

Maximum level of analgesia T4 (2-6)  T3 (2-6)  T4 (2-6)

Duration of operation (min) 49.2 ± 1.5  58.3 ± 1.9 54.2 ± 2.4

Fentanyl used (μg) 79.2 ± 2.0  63.3 ± 3.5  75.9 ± 3.2

Intraoperative nausea and 
 2   3   3

  vomiting (numb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 Group 1, 2, and 3 used 0.075%, 0.1%, and 0.15% ropivacaine combined with butorphanol 

50μg/ml, respectively.

Table 2. Incidences of Adverse Events
ꠧꠧꠧꠧꠧꠧꠧꠧꠧꠧꠧꠧꠧꠧꠧꠧꠧꠧꠧꠧꠧꠧꠧꠧꠧꠧꠧꠧꠧꠧꠧꠧꠧꠧꠧꠧꠧꠧꠧꠧꠧꠧꠧꠧꠧꠧꠧꠧ

Group 1 Group 2 Group 3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umbness of lower

3 3 4
extremities

Nausea/vomiting 6 3 2

Pruritus 2 1 1

Sedation 4 1 2

Dizziness 4 3 3

Headache 1 0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1, 2, and 3 used 0.075%, 0.1%, and 0.15% 

ropivacaine combined with butorphanol 50μg/ml, res-

pectively.

Fig. 1. Patient's assessment of pain described as 10 

cm-visual analogue scale (VAS) following time after 

operatio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pain score among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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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군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심 및 구토는 

1군이 6명으로 2군의 3명, 3군의 2명에 비하여 의미있

게 많았고, 진정증상도 1군이 4명으로 2군의 1명, 3군

의 2명에 비하여 의미있게 많았다(P ＜ 0.05)(Table 3).

  수술 후 24시간 동안의 통증정도는 모두 10 cm VAS

상 4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각 군간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Fig. 1).

고      찰

  수술 후 경막외 진통법시에는 말초신경세포로부터 

척수신경세포로 침해수용성 자극이 전달되는 척수분

절의 정중앙에 카테테르를 위치시켜, 해당되는 피부분

절로 경막외 약물이 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지수술시에는 요부경막외로, 복부와 흉부수술 시에

는 흉부경막외로의 카테테르 위치가 유리하다는 보고

가 있다.
10,11)
 또한 다른 종류의 약물을 함께 투여함으로

써 약물의 진통효과를 상승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경막외로 1μg/ml의 sufentanil과 함께 0.175%

의 bupivacaine을 투여함으로써 bupivacaine 단독투여 

시에 비하여 진통효과의 증가와 총투여량 감소효과를 

보고하 다.11) 따라서 상기 두가지 방법을 병용함으로

써 적절한 경막외 진통효과 상승과 국소마취제의 부작

용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하복부 

수술을 위하여 제3 혹은 제4요추간에 경막외 카테테르

를 경막외강내 상부로 4-5 cm 삽입하여 고정하 고, 

ropivacaine과 butorphanol을 병용하여 경막외로 투여하

다.

  Ropivacaine은 기존 수술 후 통증치료에 많이 사용되

었던 bupivacaine에 비하여 중추신경독성과 심독성이 

적고,13) 동일한 농도에서 운동신경차단은 적으면서 진

통효과를 갖는 장점을 지닌다.
14)
 Fentanyl 2μg/ml과 병

용투여한 0.125% ropivacaine은 동일 농도의 bupiva-

caine보다 운동신경차단 효과가 의미있게 적었다는 보

고가 있다.
15)
 Scott 등은

16)
 하복부 수술 후 0.2% ropi-

vacaine과 fentanyl 4μg/ml의 병용투여가 fentanyl 1 또

는 2μg/ml의 병용투여시 보다 진통효과가 가장 우수하

며, fentanyl 첨가 시 저혈압, 오심, 소양증 등의 부작용

이 증가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butorphanol 50 

μg/ml을 첨가한 0.075%, 0.1%, 0.15%의 ropivacaine을 

사용하 고, 0.075% 사용 시에는 상대적으로 환자가 

PCA pump 단추를 자주 사용하게 되어, 총 투여량의 증

가로 인한 butorphanol 투여량의 증가로 오심, 구토나 

진정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 다. 그러나 ropivacaine은 

사용농도가 낮아 총 투여량은 감소되는 결과를 보 다. 

0.15%가 사용된 경우에는 환자가 PCA pump 단추를 누

르는 횟수가 감소되어, 총 투여량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butorphanol 투여량 감소로 오심, 구토, 진정 등의 

부작용은 감소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때 ropi-

vacaine 사용농도 상승에 따른 투여용량 증가로 발생되

는 부작용이 butorphanol 등 기타 아편양제제 투여 증가

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상당히 경미하 다. 실제로 저혈

압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고, 하지저림 증상은 1군과 

2군에서 각각 3명, 3군에서 4명으로 각 군간 차이가 없

었다.

  박은경 등은
5)
 제왕절개술 후 PCA pump를 이용한 

PCEA시 3.4μg/ml의 fentanyl과 함께 투여한 0.125% 

ropivacaine과 0.075% bupivacaine이 동일한 진통효과를 

보 으나, 수술 후 보행이 ropivacaine군에서 빠르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보행시간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15-20%로 나타난 하지저림 증상이 운동신

경차단 효과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볼 때, 저자

들이
17)
 예전에 보고한 0.125% bupivacaine 사용시의 

14-20% 발생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물론 저림증과 

보행장애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저자들의
17)
 예전 보고에서는 

0.125% bupivacaine에 fentanyl을 혼용한 결과이고, 본 

연구는 0.15% ropivacaine에 butorphanol을 병용한 결과

이므로, 각기 다른 아편양제제가 혼용된 상태에서 

fentanyl과 butorphanol의 효과는 무시하고, 0.125% bupi-

vacaine과 0.15% ropivacaine이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VAS 통증

점수도 술 후 24시간 동안의 본 연구와 0.125% bupi-

vacaine 사용시의 경우가
17)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므로, 0.15%의 ropivacaine은 0.125% bupivacaine과 유

사한 진통 및 운동신경차단효과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0.075%, 0.1%, 0.15% ropi-

vacaine 사이에 하지저림과 통증점수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므로, 세 가지 농도 중 반드시 0.15%와만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의 VAS 통증점수는 0.2% 

ropivacaine을 사용한 결과에 비하여 높은 양상을 보

는데, 이는 0.075-0.15% 농도를 사용하고, 환자가 병

실에서 움직 을 때의 통증을 측정하 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경막외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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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술을 하여 각성상태에 있었으므로 수술 직후와 

회복실에서도 VAS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한 통증정

도 판단이 가능하 다.

  Ropivacaine은 bupivacaine에 비하여 40% 정도 낮은 

강도를 가지는데, 이는 국소마취제의 최소진통농도가 

bupivacaine 0.093%, ropivacaine 0.156%로 ropivacaine이 

bupivacaine 효과의 0.6배임에 기인한다.18)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투여시 0.2% ropivacaine과 fentanyl 2μg/ml 

투여로 0.2% bupivacaine과 진통효과는 동일하고, 운동

신경차단은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19) Pirbudak 

등은
20)
 무통분만 시 0.125% ropivacaine 10 ml와 fentanyl 

50μg을 일시 경막외로 투여하고, 0.05% ropivacaine과 

1.5μg/ml의 fentanyl을 10 ml/h의 속도로 지속주입하면

서 PCEA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진통효과 및 환자의 만

족감 증진과 높은 자연분만 성공률을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0.075%, 0.1%, 0.15%는 모두 수술 

후 PCEA에 적절한 농도 다고 생각된다.

  Butorphanol은 mu 수용제의 부분적 길항제이면서 

kappa 수용체의 작용제로서 mu 수용체 작용제인 mo-

rphine과 fentanyl 시 나타나는 호흡저하를 비롯한 기타 

부작용들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진통효과도 우수하다

고 알려져 있다.21) 제왕절개술 후 경막외강으로 bupi-

vacaine과 함께 투여된 butorphanol이나 fentanyl은 심각

한 부작용 없이 술 후 통증제거에 우수한 효과를 보

으며, 진통효과와 부작용, 환자의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없었으며 신경독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2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fentanyl 대신 butorphanol을 사

용하 다.

  본 연구 결과 제왕절개술 후 ropivacaine과 50μg/ml

의 butorphanol을 이용한 PCEA시에는 ropivacaine 농도

를 0.1%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통효과도 우수하

고, 부작용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진통방법으로 

사료되며, 0.075%로 사용 시에는 함께 투여되는 buto-

rphanol의 농도도 함께 감소시켜주어야 부작용 발생증

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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