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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막외마취시 우발적으로 다량의 국소마취제가 혈관내로 

주입되어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심각한 독성을 나타내

고 심혜혈관계 정지까지 유발하는,1)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여, epinephrine을 시험용량에 포함시켜 주입하는 방법이 널

리 사용되어져 왔다.
2) 경막외마취에 사용되는 ropivacaine  

(1-propyl-2', 6'-pipecoloxylidide hydrochloride monohydrate)은 

작용시간이 긴 새로운 amiderp의 국소마취제로서 구조적으

로는 bupivacaine과 유사하나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 독성은 

현저하게 낮아,3-5) 10 mg/min의 속도로 150 mg 이하의 용량

을 정맥주사 한 후에도 중추신경계 증상이나 심혈관계 변

화가 매우 적었다고 보고되고 있다.6)

  Lidocaine과 bupivacaine을 사용한 경막외마취시에 epinep-

hrine을 첨가하는 경우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작용시간이

나 범위등에 대해서 저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으나7-9) ropivacaine을 사용하여 경막외 마취를 시행할 

때 시험용량에 포함시키는 epinephrine이 심혈관계와 ropiva-

caine에 의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차단에 어떠한 향을 

경막외 마취시 시험용량에 포함된 Epinephrine의 
Ropivacaine 작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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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n Epinephrine-containing Epidural Test Dose during Epidural Anesthesia on Ropivacaine

Keum Hee Chung, M.D.*, Seong Jun Park, M.D., and Soo Chang S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Pochon CHA, Sungnam;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al University, Daejeon, Korea

  Background:  Epinephrine-containing epidural test dose is used for obstetric epidural anesthesia to identify the unintentional cannulation 

of an epidural vessel.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an epinephrine test dose during epidural anesthesia with 0.5% ropivacaine 

in ceasrean section.

  Methods:  Seventy healthy pregnant women, scheduled for elective cesarean section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groups. 

A lumbar epidural catheter was placed and aspirated.  If aspiration was positive for blood or cerebrospinal fluid, the catheter was replaced. 

All patients received an 3 ml test dose of either 1.5% lidocaine with epinephrine 5μg/ml (group E) or lidocaine only (group C).  After 

test dose, 50μg fentanyl and 20 ml of 0.5% ropivacaine were given to the all patients.  Applying the pin prick method and a modified 

Bromage scoring system, senseory block level and motot block intensity were checked at 5 min intervals for the first hour following 

ropivacaine injection.  After then, they were checked at 15 min intervals for the rest of the test period.  Heart rate (HR) and blood 

pressure (BP) were measured as well.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detected in HR, BP, the profile of sensory block, motor scores and 

the onset of motor block.  However, group C showed significantly shorter span of motor block (102 ± 31 min.) than group E (134 

± 32 min.) (P ＜ 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eonatal outcome, as assessed by Apgar score at delivery.  The most 

common adverse effect in mothers was hypotension.  No serious adverse effects were detected in this study.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only the span of motor block by the epidural ropivacaine is affected by epinephrine-containing epidural 

test dose.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4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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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에 대하여 관찰 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경막외마취의 금기증이 없고 계획된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는 미국마취과학회 분류상 전신상태가 1급 및 2급에 해

당하는 산모 70명을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어 연구 대상

으로 하 는데, 산모의 신장이 150 cm 이하이거나 170 cm

이상인 경우는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각 군의 나

이, 키, 몸무게 및 수술시간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마취 전 투약을 하지 않았고, 본 연구에 대해 수술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고, 산모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Ringer's lactate 용약을 빠르게 정주하면서 심전도, 비침습적 

자동 혈압측정기 및 맥박산소계측기로 활력징후를 감시하

다. 좌측와위 상태에서 L3－4 추간에서 정중 접근 방법으

로 18 GTuohy needle을 사용하여 경막외강을 천자하여 저항 

소실이 있으며 혈액이나 뇌척수액이 흡인되지 않음을 확인

하고, 경막외 카테터를 두측으로 3－4 cm 정도 위치하게 

한 후 고정시켰다. 환자를 다시 앙와위로 한 후 마스크로 5 

L/min로 산소를 공급하 다. 주사기로 경막외 카테터를 흡

인하여 카테터가 혈관 내나 지주막하강에 위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1.5% lidocaine 3 ml와 epinephrine 15μg을 

시험용향으로 주입하거나(E군) 또는 lidocaine 3 ml 만을 주

입하고(C군) 1분간격으로 혈압과 심박동수를 기록하 다. 

다음으로 ropivacaine 20 ml와 fentany 50μg을 5분간 주입하

고, 주입이 끝난 시점을 기중으로 하여 1시간 동안은 5분 

간격으로, 그 이후에는 15분 간격으로 pin prick검사로 감각

차단 분절의 높이를 측정하 으며, 같은 간격으로 운동신경 

차단을 modified Bromage scale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Modified Bromage scale은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 0, 들어 올리지 못하지만 무릎을 굽힐 수 있으면 

1, 무릎을 굽히지 못하고 발목은 움직일 수 있으면 2, 발목

을 굽히지 못하고 발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3,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으면 4점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외에, 혈압

과 심박동수를 5분간격으로 측정하여 기록하고 수축기 혈

압이 90 mmHg 이하이거나 마취 전 측정치보다 25% 이하

로 감소한 것을 저혈압으로 정의하고 ephedrine을 4 mg씩 

정주하 고 맥박수가 분당 50회 이하이거나 마취 전 측정

치의 25% 이하로 저하되면 서맥으로 정의하고 atrophine 0.5 

mg을 정주하 으며,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마취 전 측정치보다 25%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고혈압으로 

정의하고 맥박수가 분당 120회 이상이거나 마취 전 측정치

의 25% 이상으로 증가하면 labetarol을 사용하 다. 또한 임

산부가 호소하는 오심, 구토, 오한(shivering), 어깨 부위의 

통증 등의 부작용을 기록하 다.

  감각차단 높이가 T6 이상이 되면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

으며, 분만 후 신생아의 상태를 분만 1분과 5분 후의 

Apgar score로 기록하 다. 또한 분만 후 술후 통증조절을 

위해 morphine 2 mg을 경막외로 주입하고 2일용 지속적 주

입기(Baxter 2 day infuser TM, Baxter Health Care Co., USA)

에 morphine 8 mg과 생리식염수 100 ml를 주입하여 경막외 

카테터에 연결하여 2 ml/hr로 48시간 동안 주입되도록 하

다.

  마취유도 후 3시간 동안 감각차단 높이를 측정하 고, 

Bromage scale이 0점이 되는 운동회복 시간을 기록하 다.

  감각차단 분절의 높이와 운동신경차단의 정도와 기간 등

의 두 군간의 통계적 비교는, t-test, Mann-Whitney nonpara-

metric test를 사용하 으며, 모든 통계처리에서(P ＜ 0.05)인 

것을 유의 하다고 간주하 다. 

 결      과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한 후 시험용량을 주입한 다음부터 

측정한 혈압과 심박동수는 양군 모두에서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신생아의 분만 1분과 5분 g의 Apgar scord도 8－9점

으로 두 군간게 차이가 없었다. 수술 시작시간 역시 약물주

Table 1. Demographic Data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E (n = 35) Group C (n = 3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0.1 ± 4.3  31.1 ± 2.7

Weight (kg)  68.9 ± 8.8  67.8 ± 8.4

Height (cm) 159.5 ± 3.5 160.8 ± 3.6

Duration of  
 47.9 ± 6.9  46.4 ± 8.4

 surgery (min)

Total amount of  
2,038.9 ± 137.8 2,01548 ± 65.7

 administered fluid (ml)

ASA I/II 25/10 27/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s ± SD. Group E: Epinephrine, Group C: 

Control.

Table 2. Maximum Upper Spread of Sensory Block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Dermatome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T1 T2 T3 T4 T5 T6 No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  9 16  6  3  1 35

  C 11 13  7  3  1 3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frequency of women at different dermatomes, Group E: 

Epinephrine, Group 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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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후 C군에서 19.9 ± 4.4분, E군에서 20.4 ± 4.8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감각차단의 최고 분절의 분포는 두 군 모두에서 T3가 가

장 많았고(Table 2), 마취유도 15분후 감각차단 분절의 높이

는 C군은 T5.2 ± 1.3, E군은 T5.4 ± 1.7이었다(Table 3).

  Bromage score가 1점이 되는 운동신경차단의 시작시간

(onset)은 E군 13.46 ± 4.96분, C군의 12.92 ± 3.03분으로 

차이가 없었고, 운동신경차단의 정도도 C군은 Bromage 

score가 1.8 ± 1.2점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운동신경차단이 

완전히 회복되는(Bromage score 0) 시간은 C군의 102.33 ± 

31.42분에 비해 E군이 134.06 ± 31.82분으로 유의하게 연장

되었다(P ＜ 0.01)(Table 4).

  수술 중 관찰된 부작용은 두군 모두에서 저혈압이 가장 

많았으나 E군에서 35명 중 4명(11.4%), C군에서 35명 중 5

명 (14.3%)으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다른 부작용 역

시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심각

한 부작용도 없었다. 

 고      찰

  1957년에 국소마취제로 알려진 ropivacaine은 bupivacaine이 

우발적으로 혈관 내로 주입되어서 심각한 심혈관계 독성으

로 사망에까지 이르 음을 Albright가10) 보고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었다. 연구 초기에 행해진 동물연구에

서 ropivacaine은 정맥 내로 주입되어도 심한 심혈관계 독성

을 유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보고되었으며,11-13) 그 후 건강

한 자원자들에게 정맥 주사했을 때도 bupivacaine에서와 같

은 심혈관계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고, 1988년 

이후 세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자원자들에게 시험된 결과 

ropivacaine은 심혈관계 독성이 적어서 bupivacaine보다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14)

  경막외마취시 경막외 카테터가 혈관내로 삽입되는 경우

는 대개 3-5%이며 경막외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임산부에

서는 8-19%로 보고되었다.15-16)

  경막외 카테터를 통하여 다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할 경

우 국소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

여 경막외 카테터의 흡인(aspiration)17,18) 국소마취제의 분할 

투여 방법이19) 시도되어지며 특히, 국소마취제에 epinephrine 

15μg을 혼합한 경막외 시험용량(test dose)을 투여하여 카테

터가 혈관내에 위치하는 경우 epinephrine에 의한 심박동수

의 증가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경막외 카테터가 혈관 내로 

삽입되는 경우를 미리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20)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흡입에 대해서도 많은 보고

들이 있었는데, 경막외 카테터의 구멍이 하나인 경우(single 

holed catheters)에는 흡인만으로는 카테터가 혈관 내에 위치

하는 것을 34-81%까지 감지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하

고,21) 흡인으로 카테터가 혈관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판

정한 경우에 정맥 내로 국소마취제가 투여되었다는 많은 

보고들도 있었으나,22,23) 카테터의 구멍이 여러개인 경우

(multiorifice catheters)에는 흡인으로 카테터가 혈관 내에 위

치하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경우는 3-4：1,000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고 되고 있다.24) 그리고 최근에 Norris 등은25) 경

막외 카테터가 혈관 내에 위치하는 것의 모든 경우에 흡인

만으로도 감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농도의 국소마취제를 사

용시에는 epinephrine을 포함한 시험용량을 투여하여 관찰하

는 것은 불필요하다고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한 후 혈액이나 뇌

척수액이 흡입되는 경우에는 카테터를 다시 거치함으로써 

흡인으로 경막외에 카테터가 위치한 것을 확인하 고, 

epinephrine이 포함된 시험용량을 주입한 모든 경우에서도 

Table 3. Progress of Dermatomes of Sensory Block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ime after Group E Group C
 induction (min.)  (n = 35)  (n = 3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T10.1 ± 1.3  T10.4 ± 0.8

  10  T7.5 ± 2.1   T7.1 ± 1.9

  15  T5.4 ± 1.7   T5.2 ± 1.3

  20  T4.4 ± 1.5   T3.9 ± 1.4

  25  T3.8 ± 1.1   T3.4 ± 1.1

  30  T3.6 ± 1.0   T3.0 ± 0.9

  60  T3.1 ± 0.9   T3.6 ± 1.4

 120  T4.0 ± 2.1   T3.2 ± 1.1

 180  T4.4 ± 1.4   T4.0 ± 1.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s ± SD. Group E: Epinephrine, Group C: 

Control.

Table 4. Summary of Motor Block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E Group C
 Motor block

(n = 35) (n = 3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nest (min)  13.5 ± 5.0   12.9 ± 3.0

 Duration (min) 134.1 ± 31.8*  102.3 ± 31.4*

 Bromage score   
  2.2 ± 1.2    2.1 ± 1.2

  (mean ± S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oup E: Epinephrine, Group C: Control *: P ＜ 0.01 vs Group 

C, The modified Bromage score. 0; No motor paralysis, 1; 

Unable to raise extended leg (able to flex knee), 2; Unable to 

flex knee (able to move foot only), 3; Unable to flex ankle 

(unable to move foot or knee), 4; Unable to mone foot, knee or 

toes (complete motor par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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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동수나 혈압에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epinephrine을 

포함하지 않는 시험용량을 투여한 C군에서도 혈액내로 국

소마취제가 투여되어 부작용을 나타낸 경우는 없었기 때문

에, Norris 등의 보고에서처럼 흡인을 신중하게 시행한다면, 

epinephrine이 포함된 시험용량을 주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되지만, 심혈관계 독성이 심각한 bupi-

vacaine을 사용시에는 흡인과 epinephrine이 포함된 시험용량

을 먼저 주입하는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

각된다. 

  Moore와 Batra는 1：200,000 epinephrine이 함유된 생리 식

염수 3 ml를 정주시 입주위 창백, 심계항진, 신경과민 및 

심박동수와 수축기 혈압의 상승을 관찰하 으며 이러한 증

상과 증후는 20－40초 내에 나타나서 3분 정도 지속되었으

며 심박동수의 변화는 79 ± 14회/분에서 111 ± 15 회/분

으로 정주 후 23 ± 6초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32 ± 33초

에 주입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하 다. 또한 

Guinard 등은26) epinephrine 15μg을 정주 후 심박동수의 최

대 증가는 47－68초 사이에, 수축기 혈압의 최대 증가는 76

－121초 사이에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일반적으로 경막외마취시 국소마취제에 epinephrine을 첨

가하면 epinephrine이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국소마취제의 흡

수를 느리게 하여 신경섬유에 의해 흡수되는 국소마취제의 

양을 많게 하며 또한 국소혈류가 감소되어 신경섬유에서 

약제가 제거되는 율을 감소시키므로 진통작용을 강화시키

고 작용시간을 연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Eisenach 등은8) 질식 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시 bupiva-

caine에 epinephrine을 첨가함으로 작용 발현 시간을 단축하

고 진통 효과는 강화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Burm 등은 

비산모에서 lidocaine이나 bupivacaine으로 경막외마취시에 

epinephrine의 혼합이 작용 발현 신관과 차단 범위에 향을 

주지 못했으나, 작용시간은 lidocaine에서는 연장되었으나, 

bupivacaine에서는 낮은 분절(lower segment)에서만 연장되었

다고 했다. 그러나 경막외마취시 사용하는 ropivacaine에 대

한 epinephrine 첨가의 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시험용량에 첨가된 15μg 정도

의 epinephrine의 향은 보고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

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시험용량에 첨가된 15μg 

epinephrine에 의해 작용 발현 시간의 단축이나 진통 효과의 

강화, 감각 차단 작용시간 연장 등의 향은 나타나지 않았

고, 운동신경차단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Bromage score 0)

은 epinephrine를 첨가함으로 의의있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막외마취를 시행받는 환자들

은 회복실에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불편해 하기 

때문에 감각신경 차단은 지속되면서도 운동신경차단 기간

이 짧아 회복실에서 빨리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C군의 환

자들이 보다 편안해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흡인만으로도 

경막외 카테터의 혈관 내 거치를 감시할 수도 있고 ropiva-

caine은 bupivacaine과는 달리 혈관 내로 주입시에도 건강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을 유발하

지 않기 때문에 epinephrine 15μg을 시험용량에 첨가함으로 

진통 효과의 강화나 감각 차단 작용시간 연장 등의 긍정적

인 향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운동신경차단 기간 만이 

길어진다면 ropivacaine으로 경막외 마취를 시행할 때 epine-

phrine을 시험용량에 첨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본 연구에서 제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ropivacaine에 의한 감각신경차단의 최고 분절

의 분포와 마취 유도 후 시간에 따른 감각차단 분절의 높

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또 운동신경차단

의 시작시간과 운동신경차단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운동신경차단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은 lidocaine만을 

주입한 epinephrine 15μg을 시험용량에 첨가해서 유의하게 

연장되었으며, 두 군 모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심

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참  고  문  헌

 1. Prine G, McGregor D: Obstetric epidural test dose. A 

reappraisal. Anesthesia 1986; 41: 1240-50.

 2. Guinard JP, Mulroy MF, Carpenter RL, Knopes KD: Test 

doses: optimai eoinephrine content with and witrout acute 

beta-adrenergic blockde. Anesthesiology 1990; 73: 386-92.

 3. Arthur GR, Feldman HS, Norway SB, Doucettd AM, Covino 

BG: Acute i.v. toxicity of LEA 103, a new local anesthetic, 

compared to lidocaine and bupivacaine in the awake dog. 

Anesthesiology 1986; 65: A182.

 4. Mollet RA, Covino BG: Cardiac electrophysiological effects of 

a new long-action local anesthetic agent (LEA 103). Anes-

thesiology 1986; 65: A183.

 5. Reiz S, Haggmak G, Johnansson G, Nath S: Cardiotoxicity of 

ropibacaine-a new amide local anesthetic agent. Acta Anae-

sthesiol Scand 1989; 33; 93-8.

 6. Scott DB, Lee A, Fagan D, Bowler GMR, Bloomfield P, 

Lundh R: Acute toxicity of ropivacaine compared with that of 

bupivacaine. Anesth Analg 1989; 69: 563-9.

 7. Burm AG, Kleeff JW, Gladines MP, Olthof G, Spierdijk J: 

Epidural anesthesia with lidocaine and bupivacaine: Effects of 

epinephrine on the plasam concentration profiles. Anesth Analg 

1986; 65: 1281-4.

 8. Eisenach JE, Grice SC, Dewan DM: Epinephrine enhance 

analgesia produced by epidural bupivacaie during labor. Anesth 

Analg 1987; 66: 227-51.

 9. Murphy TM, Mather LE, Stanton-Hicks M, Bonica JJ, Tucker 



 정금희 외 2인：경막외 마취시 시험용량의 작용

471

GT: The effects of adding adrenaline to etidocaine and 

lignocaine in extradural anaeshesia I: Block characteristics and 

cardiovascular effects. Br J Anaesth 1976; 48: 893-8.

10. Albright GA: Cardiac arrest following regional anesthesia with 

etidocaine or bupivacaine (Editional). Anesthesiology 1979; 51: 

285-7.

11. Feldman HS, Arthur GR, Covind BG: Comparative systemic 

toxicity of convulsant and supraconvulsant dose of intravenous 

ropivacaine, bupivacaine, and lidocaine in the comscious dog. 

Anesth Analg 1989; 69: 794-801.

12. Nancarrow C, Rutten AJ, Runciman WB, Mather LE, Cara-

petis RT, McLean CF, et al: Myocardial and cerebral drug 

concentrations and the mechanisms of death after fatal 

intravenous doses of lidocaine, bupivacaine, and ropivacain in 

the sheep. Anesth Analg 1989; 69: 276-83. 

13. Rutten AJ, Nancarrow C, Mather LE, Ilsley AH, Runciman 

WB, Upton RN: Hemodynamic and central nervous system 

effects of intravenous bolus doses of lidocaine, bupivacaine, 

and ropivacaine in the sheep. Anesth Analg 1989; 69: 291-9.

14. Finucane BT, Sandler AN, McKenna J, Reid D, Milner AL, 

Friedlander M, et al: A double-blind comparison of 

ropivacaine 0.5%, 0.75%, 1.0% and bupivacaine 0.5%, injected 

epidurally, in patients undergoing abdominal hysterectomy. Can 

J Anaesth 1996; 43: 442-9.

15. Dawkins CJY: Analysis of the complication of extradural and 

caudal block. Anesthesia 1969; 25: 554-63.

16. Ahn NN, Ung DA, Defay S: Blood vessel puncture with 

epidural catheters (abstract). Anesthesiology 1989; 71: A916.

17. Norris MC, Fogel ST, Dalman H, Borrenpohl S, Hoppe W, 

Riley A: Labor epidural analgesia without an intravascular 

“test dose”. Anesthesiology 1998; 88: 1495-501.

18. Rdynolds F: Epidural catheter migration during labour [letter]. 

Anesthesia 1988; 43: 69.

19. Kenepp NB, Gutsche BB: Inadvertent intravascular injections 

during lumbar epidural anesthesia. Anesthsiology 1981; 54: 

172-3.

20. Moore DC, Batra MS: The components of an effective test 

dose prior to epidural block. Anesthesiology 1981; 55: 693-6.

21. Leighton BL, Norris MC, Desimone CA: The air test as a 

clinically useful indicator of intravenously placed ,epidural 

catheters. Anesthesiology 1990; 73: 610-3.

22. Carr MF, Hehre FW: Inadvertent lumbar puncture. Anesth 

Analg 1962; 41: 340-53.

23. Abraham RA, Harris AP, Maxwell LG, Kaplow S: The 

efficacy of 1.5% lidicaine with 7.5% dextrose and epinephrine 

as an epidural test dose for obstetrics. Anesthesiology 1986; 

64: 116-9.

24. Topkis S, Lewin S, Leighton BL: Effectiveness of the Doppler 

air test in diagnosing intravascular multi-orifice epidural 

catheters [abstract]. Anesthesiology 1998; A30.

25. Norris Mc, Ferrenbach D, Dalman H, Fogel ST, Borrenpohl S, 

Hoppe W, Riley A: Dose epinephrine improve the diagnostic 

accuracy of aspiration during labor epidural analgesia? Anesth 

Analg 1998; 88: 1073-6.

26. Guinard JP, Mulroy MF, Carpenter RL, Knopes KD: Test 

dose-optimal epinephrine content with and without beta-ad-

renergic blockade. Anesthesiology 1990; 73: 38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