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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신경절차단(stellate ganglion block, SGB)은 통증치료실 

외래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는 신경차단법으로 편측 안면, 

두경부, 상지 및 상흉부의 교감신경을 차단하여 지배 역의 

말초혈관저항 감소 및 혈류량의 증가 등을 초래한다. 따라

서 임상적으로는 혈관부족(vascular insufficiency), 통증 및 기

타 다양한 질환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1-3) 비교적 

간단한 수기로2) 시행하기 쉽고 안전한 신경차단법으로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성상신경절차단의 경우도 국소마취제의 

추골동맥 내 주입이나4-6) 경막외강 또는 지주막하 주입, 기흉 

및 혈종 등으로 심각한 정도의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1-3)

  저자들은 성상신경절차단을 0.2% ropivacaine으로 시행하

고 있는데7)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매일 반복하여 성

상신경절차단을 받던 환자에서 성상신경절차단 중 국소마

취제가 주입된 직후 전신 경련, 호흡마비, 청색증 및 고혈

압이 발생된 증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

는 바이다.

증      례

  체중 66 kg, 신장 171 cm인 31세 남자 환자가 내원 5일 

전부터 왼쪽 귀의 청력감소, 어지러움, 이명 등을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를 내원하 고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

로 진단되어 입원 후 성상신경절차단을 위해 통증치료실을 

방문하 다. 환자는 과거력상 특이사항이 없었다.

  환자에게 성상신경절차단을 시행하는 목적과 차단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안검하수, 축동, 결막충혈, 안면홍조, 비폐

감, 안면발한 감소 등의 증상과 반회후두신경차단, 상완신

경총차단, 기흉, 혈종 및 통증 등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

다. 환자는 매일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상

신경절차단을 받았다.

  환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앙와위를 취하게 하고 어깨 밑

에 낮은 베개를 넣어 후두부 끝을 약간 떨어뜨리고 목을 

뒤로 젖힌 후 입을 약간 벌려 힘을 빼게 하여 제6경추 횡

돌기의 전결절이 잘 촉지되도록 하 다. 시술자의 좌측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끝으로 윤상연골 높이에서 흉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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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1 year old male patient suffering from sudden left sensorineural hearing loss, received SGB with 6.5 ml of 0.2% ropivacaine 

daily.  The sixth SGB was performed in the usual manner, that is, following negative aspiration and 0.5 ml of an initial test 

dose, 2 ml of 0.2% ropivacaine was slowly injected three times, after aspiration testing on each injection.  Having injected the 

6.5 ml, he suddenly developed convulsion and respiratory insufficiency with unconsciousness and cyanosis.  Airway management 

was performed by mask ventilation with oxygen.  Two minutes later, he recovered. However, he remained in a hypertensive state 

for about 30 minutes.  Despite taking all precautions during SGB, complications such as convulsion may occur even in the hands 

of an experienced physician.  Therefore, before starting SGB, all resuscitation drugs and equipment must be ready for use i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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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근과 기관 사이를 분리시키면서 제6경추 횡돌기의 전결

절을 촉지한 후 0.2% ropivacaine 6.5 ml가 채워진 10 ml 주

사기가 연결된 23 gauge 나비바늘을 이용하여 우측 손으로 

차단침을 직각으로 꽂아 바늘 끝이 제6경추 횡돌기 전결절

에 닿는 것을 느낀 후 바늘을 2 mm 정도 후진시켰다. 시술

자는 바늘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있고, 보조자가 혈

관 내나 지주막하 주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소마취제가 연

결된 주사기를 흡인한 후 혈액이나 뇌척수액의 역류가 없

음을 확인하고 시험용량으로 0.2% ropivacaine 0.5 ml를 먼

저 주입하 다. 환자를 관찰하면서 약 20초 정도 기다린 후 

환자에게 특이한 증상이 없으면 0.2% ropivacaine 2 ml씩을 

3회에 걸쳐 흡인 후 혈액 역류가 없으면 반복하여 천천히 

주입하 다. 혈액이 흡인되면 바늘을 제거하고 수분간 압박

한 후 다시 시도하 다. 환자의 경우 수 차례 혈액이 흡인

되어 다시 시도하기도 하 다. 국소마취제 주입이 종료되면 

시술자는 바늘을 빼고 주사부위를 압박하고 있고 보조자는 

환자 어깨 밑 베개를 빼서 머리 밑에 넣어주고 편안한 자

세로 안정을 취하게 하 다. 환자를 관찰하면서 차단 성공 

여부와 동반된 증상 및 부작용을 관찰하 고 약 20분 후 

퇴실하 다.

  제6회 째 성상신경절차단도 전술한 방법과 같이 시행하

다. 바늘이 제6경추 횡돌기 전결절에 닿은 후 2 mm 정도 

후진시키고 흡인하여 혈액이나 뇌척수액의 역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0.2% ropivacaine 0.5 ml를 시험용량으로 주입하

고 환자에게 특이한 증상이 없어 2 ml씩 3회에 걸쳐 흡인

검사 후 반복하여 천천히 주입하 다. 6 ml의 0.2% ropi-

vacaine을 모두 주입하고 천자침을 뺀 수 초 후 환자는 전

신 경련을 일으키며 무의식, 호흡마비, 청색증을 나타내었

다. 즉시 기도확보 후 마스크를 통한 산소호흡을 시키면서 

정맥로를 확보하 다. 약 2분 후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

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 더 이상의 기도관리는 필요하

지 않았다. 경련 후 환자의 혈압은 200/140 mmHg, 맥박수

는 140회/분이었고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 다. Esmolol 20 

mg과 midazolam 3 mg을 정주한 후 혈압은 160/100 mmHg, 

맥박수 110회/분 정도로 되었으나 고혈압, 빈맥 및 두통이 약 

30분간 지속된 후 회복되었다. 약 한 시간 후 환자의 혈압 

140/90 mmHg, 맥박수 100회 이하/분으로 유지되었고 의식 

및 호흡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 환자를 병실로 이송하 다. 

다음날 환자는 두통도 사라지고 활력징후도 모두 정상이었

으며 신경차단과 관련된 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환자는 차

후의 성상신경절차단은 받지 않았고 다음날 퇴원하 다.

고      찰

  저자들은 성상신경절차단을 반복적으로 시행 받던 환자

에서 성상신경절차단을 시행하던 중 0.2% ropivacaine 6 ml

을 주입한 직후 무의식, 호흡마비, 청색증을 동반한 전신 

경련이 발생된 환자를 경험하 다.

  성상신경절차단 후 발생되는 경련은 드물지만 가장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로 국소마취제

의 혈관 내 주입, 특히 동맥 내 주입에 의한 전신 독작용의 

증상이다. 이러한 국소마취제의 혈관 내 주입이나 지주막하 

주입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은 물론이

고 시술 중에 흡인검사와 소량의 국소마취제로 시험용량을 

주입하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흡인검사나 시험

용량 주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혈관 내나 지주막하 주

입이 발생될 수 있다. Ellis와 Ramamurthy는5) 흡인검사 후 

혈액이 역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0.5% bupivacaine 0.5 ml

를 주입한 후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 60초 후 0.5% bupi-

vacaine을 3 ml 정도 주입하던 중 발생한 경련을 보고하

고 본 증례의 경우도 초기 흡인검사에서 혈액 역류가 없어 

0.2% ropivacaine 0.5 ml를 시험용량으로 주입하 고 특별한 

반응이 없어 3회에 걸쳐 흡인검사와 분할 주입을 반복하면

서 국소마취제의 혈관 내 주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심한 주

의를 기울 으나 약제 주입 직후 경련이 발생하 다. 본 증

례를 경험하면서 국소마취제의 혈관 내 주입과 같은 부작

용은 흡인검사와 시험용량 없이 부주의하게 주입하는 경우

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도 발생될 수 있음을 경험하 다. 

  성상신경절차단시 국소마취제의 동맥 내 주입에 의한 경

련은 극히 소량이 주입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입된 국소마취제가 전신적으로 혈액에 희석되지 않고 추

골동맥이나 내경동맥을 통해 바로 뇌조직에 분포되기 때문

이다.1) 중추신경계 독작용에 대한 역치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혈중농도가 ropivacaine과 bupivacaine

의 경우 각각 약 0.6 mg/L, 0.3 mg/L라 하며8) lidocaine의 경

우는 5μg/ml 이상이라 한다.9) Korevaar 등은4) 체중 60 kg의 

환자를 기준으로 추골동맥이나 내경동맥으로 주입되는 최

소 동맥 내 독성용량을 최소 전신혈관 내 독성용량의 기준

값(lidocaine은 6.4 mg/kg, bupivacaine은 1.6 mg/kg)에서 뇌로 

가는 혈액량, 즉 심박출량의 15%를 네 개의 혈관으로 나누

는 방법으로 계산하 다. 그 결과, 최소 동맥 내 독성용량

이 lidocaine은 14.4 mg이고 bupivacaine은 3.6 mg이라 하

다. 따라서 1% lidocaine은 1.4 ml가, 0.25% (0.2%) bupi-

vacaine은 1.4 ml (1.8 ml)가 중추신경계 독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최소용량이 된다. 저자들이 사용했던 0.2% ropivacaine

으로 계산하면 ropivacaine의 중추신경계 독작용에 대한 역

치가 bupivacaine의 두 배 정도이므로8) 3.6 ml가 된다. 그러

므로 본 증례에서 저자들이 시험용량으로 주입한 0.2% ro-

pivacaine 0.5 ml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독작용 역치 3.96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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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ml × 66 kg/60 kg)에 비해 용량이 적어 시험용량이 뇌

혈관으로 주입되더라도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총 주입 용량 6.5 ml는 3.96 

ml보다 많아 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주입된 약

제의 일부가 동맥 내로 주입되어 경련이 발생되었던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상신경절차단시 혈액 내 주입을 예

방하기 위해 흡인검사 후 소량의 국소마취제로 시험용량을 

주입하는데, 시험용량의 적정 양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Ellis와 Ramamurthy는5) 0.5% bupivacaine 0.5 ml를 사

용하 고, Munglani와 Hill은10) 0.25% bupivacaine 1 ml 미만

을, Mahli 등은6) 1% lidocaine 0.5 ml를, Rauck은3) 1 ml 미만

을 추천하 으며 Breivik 등은1) 시험용량을 0.5 ml씩 4회 시

행할 것을 추천하 다. 대체로 추천되는 양이 0.5-1 ml 정

도이고, 저자들도 0.5 ml를 사용하 다. 그러나 Murphy는11) 

1% lidocaine 0.25 ml 이하에서 무의식과 경련이 유발된 경

우를 3례 경험하 으므로 시험용량은 1% lidocaine 0.125 ml 

정도의 적은 양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Mulroy는12) 

0.5% lidocaine 2 ml를 추천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시험용

량은 중추신경계 독작용을 유발하는 최소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Korevaar 등의4) 계산을 근거로 하면 1% lidocaine

은 1.4 ml, 0.25% (0.2%) bupivacaine은 1.4 ml (1.8 ml), 0.2% 

ropivacaine은 3.6 ml 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시험용

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도 시험용량 주입 후 중추신경계 증

상을 초래할 수 없어 혈관 내 주입을 알려주는 시험용량으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시험용량의 적정 양은 향후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성상신경절차단시 국소마취제의 혈관 내 주입은 시술 방

법에 따라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 제6 경추 높이에서 시

행하는 방법이 제7경추 접근법보다 동맥 내 주입이 적을 

수 있다.11) 추골동맥이 쇄골밑동맥(subclavian artery)에서 나

와 제7경추 높이에서는 신경절이 놓여있는 횡돌기 앞쪽을 

지나지만 바로 후방으로 상행하여 제6 경추 높이에서는 횡

돌기 뒤쪽에 위치하므로3) 횡돌기 전결절을 목표로 하는 제

6경추 접근법이 추골동맥 내 주입이 적은 해부학적 이유이

다.3,12) 또한 제7 경추접근법에서도 바늘끝이 횡돌기 보다는 

약간 추체 쪽으로 향하게 시술하는 것이 추골동맥 내 주입

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10)

  국소마취제의 뇌동맥 내 주입에 대한 독작용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인 흥분반응과 억제반응으로 나타나는데 대개 흥

분반응이 더 일반적이다. 흥분반응 없이 억제반응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는 더 심각하며 경동맥(carotid artery)으로 직

접 약물이 주입되었음을 암시하고 짧은 흥분반응만 나타내

는 경우는 추골동맥으로 약물이 주입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한다.6,13,14) 국소마취제의 초기 중추신경계 자극(central ner-

vous system excitation) 상태를 유발시키는 기전은 대뇌피질

의 억제경로(inhibitory pathway)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

인데 경련유발용량(convulsant dosage)에서는 국소마취제가 

혈압, 심박수 및 심박출량을 증가시키지만 경련유발용량의 

초과용량(supraconvulsant dosage)에서는 심근수축력과 심근전

도를 직접 억제시킬 수 있다.15) 본 증례에서는 경련과 함께 

나타난 의식소실과 호흡마비가 일시적인 것과 중추신경계 

억제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자극 증상인 고혈압과 빈맥 등

이 동반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소마취제가 추골동맥 내

로 주입되었으며 주입된 양은 경련유발용량 정도가 흡수되

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 경련에 동반되었던 호흡마비와 의식소실은 

국소마취제의 지주막하 주입이나 경막외강 내 주입에 의해

서도 발생될 수 있는데 이들에 의한 증상은 혈관 내 주입

에 의한 경우보다 발현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으며1) 광범위

한 감각차단과 다양한 정도의 운동차단을 보이므로 구별될 

수 있다. 

  성상신경절차단이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 하나 본 증례

와 같은 경련뿐만 아니라 지주막하차단, 혈종 및 기흉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준비와 시술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유념해야 하겠다. 시술 전에 환

자에게 신경차단의 시행 목적과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증례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시술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

해 차단 중에는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혹은 침삼킴 등

의 움직임이 없도록 미리 교육시키고 아울러 시험용량 주

입 시 환자가 이명, 어지러움, 오심, 낯선 미각, 입술 주위

의 무감각 등 평소와 다른 감각을 느낄 때 손을 들도록 사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시술 중 협조를 얻어야 한다. Ellis

와 Ramamurthy는5) 그들이 경험한 환자에게 경련에서 회복

된 후 질문한 결과, 환자는 시험용량 주입 시 오심을 느꼈

으나 시술 전 교육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여 시술자에게 알

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시술 전 교육에 문제가 있었

으며 말 대신 손을 드는 등 다른 의사 표현 방법 등을 포

함한 시술 전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 다. 성상신경절차단 

시 사용되는 주사기는 마찰이 적은 유리재질이 적당하며, 

바늘은 사단의 각이 둔한 신경차단용 바늘을 사용하고, 사

단은 머리방향(cranial) 혹은 아래방향(caudal)으로 향하는 것

이 좋으며, 가능한 저농도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소마취제 주입 시 항상 흡인하여 혈액이 역

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먼저 시험용량을 주입한 후 충분

한 시간동안 환자를 관찰한 후 나머지 용량을 여러 번에 

걸쳐 흡인 후 서서히 분할 주입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시술

자는 바늘을 고정하고 보조자가 주입하여 바늘의 움직임이 

없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증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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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경련이 발생하면 조속히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진정제 등을 투여하여 이차적인 합병증이 발생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련은 대부분 기도를 적절

히 유지하고 필요시 호흡을 보조해 주면 수 분내 회복이 

된다. Ellis와 Ramamurthy의5) 증례는 90초 후에, 본 증례는 

약 2분 후에 회복되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본 증례를 경험하면서 성상신경절

차단이 외래에서 흔히 행해지는 신경차단법이지만 숙련된 

의사에 의해 시행되더라도 경련, 호흡마비, 청색증 및 무의

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전술한 시술 

전 교육과 시술 중 유의 사항을 항상 준수하여야 하고, 아울

러 차단술 시행 전에 응급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과 기

구 및 장비들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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