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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왕절개수술시 경막외 마취는 척추마취에 비해 차단범

위 결정이 쉽고 마취 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저혈압 발현이 

느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척추마취나 전신마취에 

비하여 그 발현시간이 늦어 응급수술시엔 사용이 곤란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1) 제왕절개수술에 많이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로는 lidocaine, bupivacaine, ropivacaine이 있는데 이중 

The Comparison of Ropivacaine and Ropivacaine-Fentanyl Mixture on Epidural Anesthesia of Caesarean Section 
Concerning Onset Time, Sensory Block Level, Side Effect

Ji Yoon Rho, M.D.*, Seong Deok Kim, M.D., and Hwa Yong Shi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National Cancer Center,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advantages of epidural anesthesia for Caesarean section are well documented.  However, its disadvantages 

include a slow onset time, which preclude its use for urgent procedures.  The object of this clinical trial was to ascertain if a 

useful reduction in onset time may be obtained by fentanyl supplementation versus plain ropivacaine.

  Methods:  Twenty healthy women scheduled for Caesarean section were allocated randomly to receive 20 ml of 0.75% 

ropivacaine with normal saline 1 ml (group 1) or 20 ml of 0.75% ropivacaine with fentanyl 50 mcg (group 2) via a epidural 

catheter inserted 3 cm into the epidural space, identified by the loss of resistance technique using a midline approach at the L3-4 

interspace.  After insertion of the catheter, and with the patient supine, a test dose of 3 ml of the solution was given, and then 

the remainder was injected at a rate of 10 ml/min.  The time for sensory block to develop at T8 by loss of cold discrimination 

using an alcohol sponge was defined as the onset time.  Onset of block was timed from the end of the last injection.  If a sensory 

block of T6 or higher was not present at 30 min, 5 ml of 2% lidocaine mixed with 0.5 ml of 8.4% sodium bicarbonate were 

administered until an adequate height of block had been achieved.  After surgery had started and discomfort was felt, 50 mcg 

of i.v. fentanyl was administered repeatedly after delivery.  Side effects (hypotension, nausea/vomiting, shivering, bradycardia, 

respiratory depression) during surgery were recorded, and the upper limit of sensory analgesia to the alcohol sponge was determined.

  Results:  The onset time was 8.7 ± 4.3 min in group 1 and 11.9 ± 5.4 min in group 2, respectively.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evident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onset time to the sensory block to T8.  The number of patients that required 

supplementary analgesia and experiencing side effects was similar.  The maximum upper level observed in any patient was C6 

in group 1 and C4 in group 2.  

  Conclusions:  The combined use of ropivacaine and fentanyl did not reduce sensory onset or produce an unnecessarily extended 

sensory block level.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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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ivacaine은 장시간의 작용시간을 가진, 아마이드형의 새로

운 약제로 구조, 약리, 약동학적 특성이 bupivacaine과 유사

하지만,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 독성이 적고2-7) 전신독성 발

생시 심폐소생술에 더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또한 다른 국소마취제에 비해 감각신경에 더욱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운동신경차단을 적게 시킨다고 보고되었지만7) 발

현시간이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제왕절개수술시 경막외

로 투여된 ropivacaine은 감각차단의 발현시간면에서 bupiva-

caine과 유사하다는 보고와2,5) 의의있게 느리다는 보고가1) 다

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발현시간의 단축을 위해 기존의 lido-

caine이나 bupivacaine과 같은 국소마취제에 bicarbonate나 

opioid를 섞는 시도가 있어 왔다.8-11) Ropivacaine에 bicarbon-

ate를 섞는 연구는 있었으나12) ropivacaine에 opioid를 혼합하

여 발현시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도는 없었다. 이 연구는 

ropivacaine의 단점인 느린 발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도

로 계획되었다.

대상 및 방법

  경막외 마취로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미국마취과학회 신

체등급분류 1과 2의 산모로서 연구의 내용을 듣고 이에 동

의한 20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 산모를 난수표에 의한 

무작위 배정법으로 0.75% ropivacaine 20 ml 단독 투여군(1

군, 10명), 0.75% ropivacaine 20 ml와 fentanyl 50 mcg 혼합 

투여군(2군, 10명)으로 나누었으며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총투여량이 21 ml가 되도록 표준화하 다. 두 군간의 연령, 

체중, 신장, 임신기간, 출산경력, 경막외 마취경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전투약은 하지 않고 18G 정맥도관을 통해 하트만씨 용액 

500-1000 ml를 빠른 속도로 정주 했다. 안면 마스크로 5 L 

산소를 공급하면서 산모를 우측와위로 한 후 제 3-4 요추

간에 18G Tuohy침(Hikko, Japan)을 정중접근하여 삽입했으

며 저항소실법을 이용해 경막외 공간을 찾은 후 머리 방향

으로 경막외도관(Portex, United Kingdom)을 3 cm 삽입하

다. 앙와위에서 연구 약제 3 ml를 시험용량으로 준 후 1분

간 지주막하 공간이나 정맥 내로 주사되지 않음을 확인하

고 추가용량을 10 ml/min 속도로 주었다. 산모의 심전도, 혈

압, 맥박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고 수축기혈압이 

100 mmHg 이하의 저혈압 발생시 ephedrine을 5 mg씩 반복 

정맥주사 하 다. 알콜솜을 이용한 냉감 자극으로 피판을 

검사하여 마지막 용량 주입 직후부터 감각소실 높이가 T8

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발현시간으로 측정하고 약제 주입 

30분 후에도 T6이상의 감각소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lidocaine 5 ml를 8.4% sodium bicarbonate 0.5 ml와 혼합

하여 추가 주사하 다. 수술 시작 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

우는 아기 분만 후 fentanyl 50 mcg을 반복해서 정주 하

다. 저혈압, 오심/구토, 떨림, 서맥, 호흡억제로 나누어 술 

중 부작용을 평가하 고 알콜솜을 이용하여 최고 감각 소

실 높이를 측정하 다. 

  이 연구의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PC-SPSS를 이용하여 환자 특

징, 발현시간은 Mann-Whitney test, 추가 국소 마취제, 마약 

투여 여부, 부작용 빈도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로 하 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수준으로 간주

하 다. 

결      과

  T8까지의 냉감 차단 발현시간은 1군 8.7 ± 4.3분, 2군 

11.9 ± 5.4분으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약제 주입 30분 후에도 T6이상의 감각소실이 이루

어지지 않아 추가로 국소마취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수는 

1군에서 3명, 2군에서 2명이었다. 술 중 통증과 불편함으로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10) Group 2 (n =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2.6 ± 6.7  31.3 ± 3.0

Weight (kg)  70.5 ± 7.6  68.5 ± 9.5

Height (cm) 156.7 ± 5.5 161.7 ± 3.7

Gestational age (weeks)  37.9 ± 0.8  38.0 ± 1.4

Primipara/Multiparae 3/7 5/5

Epidural drugs injected

  0.75% ropivacaine 20 ml 20 ml

  Fentanyl 0 mcg 50 mcg

  Normal saline  1 ml  0 ml

E0 = 9 E0 = 6
Epidural anesthesia history

E1 = 1 E1 =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SD. E0: number of patients who never experi-

enced epidural anesthesia, E1: number of patients who once ex-

perienced epidural anesthesia.

Table 2. Number of Patients who need Supplementation of Other 
Drug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n = 10) (n =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upplementation 

  2% lidocaine 5 ml + 8.4% 
 3 4
    sodium bicarbonate 0.5 ml

  Fentanyl 50 mcg repeated 4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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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tanyl을 정주 받은 환자는 1군에서 4명, 2군에서는 2명이

었다(Table 2). 국소마취제와 fentanyl의 추가 투여는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술 중 부작용의 빈도는 

저혈압이 1군에서 6건, 2군에서 4건 발생하 고 두 군 모두

에서 서맥이 1건씩 있었으며 호흡억제와 떨림은 모든 군에

서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최고 감각 소실 높이는 

1군에서 C6이 1명, 2군에서 C4가 1명 관찰되었다(Table 4).

고      찰

  과거부터 경막외 마취시 발현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있어 왔다.8-12) 본 연구에서는 두 군

의 발현시간이 각각 8.7 ± 4.3분, 11.9 ± 5.4분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plain bupivacaine과 fentanyl 100 mcg을 혼

합한 bupivacaine을 비교하여 발현시간의 단축을 얻을 수 없

었던 박한석 등의13) 보고와 일치하지만 경막외 마취시 국소

마취제에 마약을 혼합하면 발현시간이 빨라지고 양질의 진

통효과를 얻는다는14) 기존의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Ropivacaine은 구조, 약리, 약동학적 특성이 bupivacaine과 유

사한 약제이므로7) fentanyl을 혼합하 을 때 bupivacaine을 

재료로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혼합한 fentanyl의 용량이 차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

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 fentanyl 용량을 50 

mcg으로 제한한 것은 epinephrine을 사용하지 않고 bupiva-

caine에 fentanyl 100 mcg을 첨가하 을 때 신생아와 산모에 

심각한 호흡 부전이 발생하 음이 보고된 적이 있기 때문

이었다.15) Datta 등은4) 많은 용량의 국소마취제를 빠른 속도

로 주입하면 발현시간이 빨라진다고 하 으나 Lee 등은16) 

용량은 발현시간에는 향이 없고 최고 감각 소실 높이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Irestedt 등도3) ropivacaine의 적정용

량은 150 mg이고 187.5 mg은 지나친 감각 소실 높이의 상

승, 저혈압을 야기할 뿐 마취의 질엔 별 이득이 없다고 하

으므로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발현시간 단축을 위해 

추천할 만하지 못한 것 같다. 경막외로 혼합하는 마약으로

는 fentanyl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진다. Fentanyl은 작용 

발현시간이 빠르고 높은 지방 용해도로 인해 이론적으로 

머리쪽으로의 퍼짐이 덜해 morphine과는 달리 호흡부전의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13,15)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2군

에서 최고 감각 소실 높이가 1군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fentanyl의 머리쪽 퍼짐 때문으로 여겨진다. 최고 감각 소실 

높이는 C8이었으나 회음부 역은 마취가 잘 안 되었던 경

우도 2군에서 1예 있었는데 동일한 이유로 여겨진다. 

  술 중 저혈압의 빈도는 두 군이 모두 비슷하여 fentanyl의 

사용으로 인한 저혈압의 심화는 없었는데 이는 지방 용해

도가 높은 fentanyl이 지방 및 신경조직에 쉽게 흡수되어 상

대적으로 fentanyl의 혈장 농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morphine과 달리 fentanyl은 histamine을 거의 분비시키지 않

으며 직접적인 심혈관 억제 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13) 

  요약하면 제왕절개수술에서 경막외 마취시 ropivacaine에 

fentanyl을 혼합하여 주는 것은 발현시간을 빨리 하는데 도

움을 주지 못하며 fentanyl로 인하여 지나친 감각 소실 높이

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느린 발현시간 단축을 위한 새

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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