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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신 마취 유도시 투여되는 정맥 마취제와 근이완제 중 

정맥주사시 갑작스런 손목이나 팔 또는 전신적인 몸의 움

직임이 나타내거나, 의식이 있는 환자에서는 타는 듯한 심

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약제들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정맥마취

제인 propofol, etomidate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vecuroni-

um과 rocuronium이 있다.

  최근 들어 빠른 근이완 발현과 점적주입이 용이한 rocuro-

nium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rocuronium은 정주 

시 통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주입 환자의 50-80%에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 또한 propofol이나 pen-

tothal로 의식이 소실된 환자에서는 rocuronium은 85%의 환

자에서 손이나 팔의 회피운동과 전신적인 몸의 움직임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3) 따라서 많은 연구을 통하여 

rocuronium의 통증 유발 원인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 보고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초 정맥에 약물을 주입한 

후 발생하는 통증은 정맥 벽에 있는 화학수용체들을 통해 

매개되며4) 이러한 유해수용체들은 비생리적인 오스물농도

와 pH와 bradykinin과 같은 내인성 매개체에 반응한다고 추

정하고 있다.5,6) Rocuronium은 등장성의 용액이며 pH가 4로 

강산성을 나타내므로 rocuronium의 정맥 주사시 통증은 산

성 용액이기 때문에 나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Chiarella 

등은7) 8.4%의 sodium bicarbonate을 전투여 함으로써 통증을 

해결하 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통증의 정확한 기전은 알

려져 있지 않으며 다만 이를 줄이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다. 실제 rocuronium의 정맥 주사 전 fentanyl, 

midazolam, lidocaine, ketamine, ondansetrone 등의 투여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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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어느 정도 감소는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8,9) 

이 중 lidocaine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8) 또한 

압박대를 사용하여 정맥 울혈을 시키는 방법 등이 효과적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압박대의 사용 유무 둘째, lidocain 

전투여 후 경과시간 셋째, propofol의 투여 전후 환자의 의

식 유무에 따른 통증의 빈도 및 정도를 조사하여, rocuro-

nium의 정주시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licoacine

의 효과적 전투여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혹은 2에 속

하는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환자로 전신마취 하 정규수술

이 예정된 150명을 대상으로 하 다. 수술 전 환자 방문 시

에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 전날 병실에서 전완에 18-guage 

정맥 카테터를 거치한 후 Hartman 용액을 2 ml/kg/hr의 속도

로 주입하 다. 모든 대상환자는 마취전 투약으로는 mida-

zolam 2 mg과 glycopyrrolate 0.2 mg을 수술실 이동 30분전

에 근주하 다. 수술실에 환자가 도착한 후 환자 감시 장치

로 심전도, 혈압계, 맥박산소계측기를 이용하여 술전 혈압, 

심전도,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 다. 

  Rocuronium의 정주시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lidocaine의 효과적 전투여 방법을 알아보고자 첫째 압박대

의 사용 유무, 둘째 lidocain 전투여 후 경과시간, 셋째 pro-

pofol의 투여 전후 환자의 의식 유무에 따른 통증의 빈도 

및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상환자 150명을 무작위로 각

각 25명씩 여섯 군으로 나누어 실시하 다. 제 1군은 의식

이 있는 상태로 압박대를 사용하지 않고 lidocaine을 전투여

한 후 30초 후에 rocuronium을 투여하 으며, 제 2군은 의식

이 있는 상태로 압박대를 70 mmHg로 압력을 주어 정맥 울

혈 상태에서 lidocaine을 투여한 후 30초 후 압박대를 풀고 

rocuronium을 투여하 다. 제 3군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압

박대를 사용하지 않고 lidocaine을 전투여한 후 60초 후에 

rocuronium을 투여하 으며, 제 4군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압박대를 70 mmHg로 압력을 주어 lidocaine을 투여한 후 60

초 후 압박대를 풀고 rocuronium을 투여하 다. 제 5군은 

propofol로 의식소실을 유도한 후 압박대를 사용하지 않고 

lidocaine을 투여한 후 30초 후에 rocuronium을 투여하고 제 

6군은 역시 의식소실 후 압박대를 70 mmHg로 압력을 주어 

정맥 울혈 상태에서 lidocaine을 투여한 후 30초 후 압박대

를 풀고 rocuronium을 투여하 다. 전투여 되는 2% lidocaine

의 양은 0.5 mg/kg (0.025 ml/kg)를 정주하 으며, 이때 수액

의 주입속도는 30 gott로 조절하 다. 근이완제인 rocuronium

은 0.6 mg/kg을 정주하 으며, propofol은 2 mg/kg을 정주하

다. 

  제 1군에서 4군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rocuro-

nium을 정주한 의사가 통증의 정도를 환자에게 물어보고, 

환자의 표정, 눈물, 회피 행동 등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

다(Table 1). 환자에게서 rocuronium 정주시 통증에 대한 반

응을 확인한 직후 propofol 2 mg/kg을 정주하고 환자의 의

식소실 후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 다. 제 5군과 6군에서는 

propofol 2 mg/kg을 정주하여 환자의 의식소실(구두에 반응

이 없는 상태)을 유도한 후 즉시 rocuronium을 투여 후 같

은 방법으로 환자의 표정, 눈문, 회피 행동을 관찰하 다

(Table 2). 마취유도 후 흡입마취제(sevoflurane or isoflurane)

와 아산화질소를 투여, 마취를 유지하 으며 이때 심전도,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및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을 지속

적으로 감시하 다.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 으며, 연구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과 scheffe 검정을 적용하 다. P값은 0.05미만일 때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Table 1. Assessment of Pain during Injection of Rocuronium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everity Pain

Patient's response
of pain s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ne Negative response to questioning 0

 Mild Pain reported in response to questioning only, 1

 without any behavioral signs 

 Moderate Pain reported in response to questioning and 2

 accompanied by a behavioral sign, or pain

 reported spontaneously without questioning 

 Severe Strong vocal response or response accompanied 3

 by facial grimacing, arm withdrwal, or tea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2. Assessment of Withdrawal Movement during Injection of 
Rocuronium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Degree of movement         Patient's respon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No response or withdrawal

1 Movement at the wrist only

2 Movement/withdrawal involving 

 arm only (elbow/shoulder)

3 Generalized response - withdrawal or 

 movement in more than one extremity,

 cough, or breath-hold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정선섭 외 2인：Rocuronium 정주통 감소를 위한 Lidocaine 투여 방법 비교

133

결      과

  대상 환자의 나이, 성별, 체중은 각 군 간에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3).

  각 군에서 1점 이상의 통증을 보인 경우는 각각 17명

(68%), 9명(36%), 22명(88%), 7명(28%), 11명(44%), 6명(24%)

으로 의식소실을 유도한 후에 압박대를 사용하여 lidocaine

을 투여한 후 30초 후에 rocuronium을 투여한 6군에서 가장 

적었으며 압박대를 사용하지 않고 lidocaine을 투여한 후 60

초 후에 rocuronium을 투여한 3군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통

증을 호소하 다(Table 4). 압박대를 사용한 2, 4, 6군에서 

통증을 호소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1, 3, 5군에 비해 적었

으며 압박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lidocaine 투여 후 

30초 후보다 60초 후에 rocuronium을 투여했을 때 통증 호

소의 빈도가 증가하 다. 

  통증점수는 압박대를 사용하지 않은 1군 3군 5군의 평균

이 1.0, 1.3, 0.8인데 비해 압박대를 사용한 2군 4군 6군의 

평균이 0.4, 0.3, 0.4로 감소하 으며 압박대를 사용하지 않

았을 경우 lidocaine을 정주후 60초가 지난 후 rocuronium을 

투여한 3군보다 압박대를 사용한 군들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통증점수가 감소하 다(Table 5). 압박대를 사용하지 

않고 lidocaine을 투여한 경우 지연 시간이 길면 그 효과가 

감소했고 압박대를 사용 시 정맥울혈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통증이 감소하 으나 lidocaine의 통증 감소 효과를 유

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즉 압박대를 사용하는 것이 통

증 감소효과가 있었고 오래 압박대를 거치하는 것이 효과

적이지는 않았다. 의식이 소실되었을 때 통증의 호소가 적

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3.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2 3 4 5 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13/12 14/11 6/19 10/15 6/19 10/15

  Age 43.2 ± 10.6  39.5 ± 14.6  41.8 ± 10.6 40.0 ± 13.1  37.0 ± 11.2 40.9 ± 10.3

  Weight 63.8 ± 11.0 61.8 ± 8.7 61.7 ± 9.5 62.6 ± 11.1 59.9 ± 9.5 64.0 ± 12.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among groups. Group 1: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2: forearm was squeezed with a tourniquet up to 70 mmHg,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3: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6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4: forearm was squeezed with a tourniquet up to 70 mmHg,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6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5: patients received propofol 2 mg/kg an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6: patients received propofol 2 mg/kg and forearm was squeezed with 

a tourniquet up to 70 mmHg,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Table 4. Distribution according to Intensity of Pai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in score 
Total pain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requency

0 1 2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n = 25)  8 (32%) 10 (40%)  6 (24%) 1 (4%) 17 (68%) 

2 (n = 25) 16 (64%)  6 (24%)  3 (12%) 0 (0%)  9 (36%) 

3 (n = 25)  3 (12%) 13 (52%)  6 (24%)  3 (12%) 22 (88%) 

4 (n = 25) 18 (72%)  6 (24%) 1 (4%) 0 (0%)  7 (28%)*

5 (n = 25) 14 (56%)  4 (16%)  5 (20%) 2 (8%) 11 (44%) 

6 (n = 25) 19 (76%)  3 (12%) 2 (8%) 1 (4%)  6 (2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P ＜ 0.05 compared with group 3. Group 1: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2: forearm was squeezed with a torniquet up to 70 mmHg,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3: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6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4: forearm was squeezed with a tourniquet up to 70 mmHg,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6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5: patients received propofol 2 mg/kg an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6: patients received propofol 2 mg/kg and forearm was squeezed with a tourniquet up to 70 mmHg,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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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Rocuronium은 aminosteroid 계열의 새로운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로서 빠른 작용 발현시간과 점적주입이 용이하며 마

취유도시 0.9-1.2 mg/kg 정도의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 탈

분극성 근이완제인 Succinylcholine과 비슷한 정도의 Rapid 

sequence induc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10) 이때 자주 나타나는 문제로 정주시 통증

이 같은 계열인 vecuronium과 비교해서 좀더 심하다는 것이 

사용에 있어 불편감을 주고 있다. 게다가 Lui 등은11) 소아

의 응급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시 신속기관내삽관 목적으로 

rocuronium을 사용하여 전신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된 

폐흡인을 보고 하기도 하 다. Rocuronium이 많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정주통으로 인한 이러한 회피행동으로 인해 사용

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이런 점을 손쉽게 보완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정주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Memis 등은8) Rocuronium의 정주시 통증을 줄

이기 위해 ondansetrone 4 mg, lidocaine 30 mg, tramadol 50 

mg, 또는 fentanyl 100μg 등을 3 ml로 희석하여 압박띠를 

묵고 정주한 후 20초가 지난후에 압박띠를 풀고 rocuro-

nium을 정주하여 환자들의 통증 반응을 보았는데 이중 lido-

caine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fentanyl이 가장 적었다고 하

다. Joshi 등은9) midazolam이나 fentanyl 등의 전투여로 정주

통의 예방이 가능하며 succinylcholine 투여 전이나 충진원리

를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 다. Hwang 등은12) 비생리

적 pH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8.4% 

sodium bicarbonate를 혼합하여 주사함으로써 회피행동의 발

생률과 심한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의식이 있는 환자

에서 유용하다고 보고 하 다. Cheong과 Wong은13) lidocaine 

용량을 달리하여 사전정주 효과를 비교했을 경우에 용량이 

증가하면 rocuronium 정주시 진통효과도 커진다고 보고하

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임상 용량의 lidocaine은 근육이완 

효과는 없지만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효과를 강화시켰다

는 보고도 있으나 rocuronium 사용시 lidocaine 전처치가 작

용 발현시간의 단축이나 심혈관계 안정성을 가져오는 효과

는 없으며 기관 내 삽관 조건을 향상시켰다는 보고가 있

다.14) Lidocaine의 진통효과는 국소 마취작용 또는 키닌의 분

비를 일으키는 효소 반응에 대한 억제 효과 때문이라고 알려

져 있다.15) Rocuronium과 관련된 통증의 기전은 아직 확실하

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약물 연구에서 lidocaine의 사전

정주가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rocuronium 정주시 lidocaine의 정주가 통증 경감에 

효과적이라면 적은 용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통증을 줄

이는 방법으로 압박대를 이용하여 혈관에 lidocaine의 작용

을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약제를 투여할 때의 통증은 투여 후 즉시 

나타나며 투여 부위인 팔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추 신경계와 연관된다기 보다는 통증유발 물질의 국소적

인 방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lunk 등은16) amino-

steroid 계통의 근이완제가 직접적으로 C-유해수용체의 활성

화에 기인해 통증을 야기한다고 보고하 다. 이는 단순히 

사전정주시 이완기 혈압정도의 압력을 압박대를 이용해 

lidocaine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손쉬운 방법이므로 만약 그

렇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시

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압박대를 거치하여 lidocaine

을 정주한 후 몇초간 기다린 후 압박대를 풀고 rocuronium

을 정주하는 일련의 과정이 빠른 시간내에 기도유지가 필

요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다른 보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lidocaine을 혼합하

여 정주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제안이 있다.3) Chiarella 등

은7) lidocaine 혼합정주에 관한 연구에서 rocuronium 단독투

여에 비해 통증빈도와 중간통증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 하 으나 lidocaine의 혼합정주에 있어서는 propofol의 

경우와는 달리 rocuronium의 경우에는 사전 정주가 더 효과

Table 5. Median Pain Sco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2 3 4 5 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in score 1.00 ± 0.87 0.48 ± 0.71† 1.36 ± 0.86 0.32 ± 0.56*† 0.80 ± 1.04 0.40 ± 0.8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
: P ＜ 0.05 compared with group 3. Group 1: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2: forearm was squeezed with a tourniquet up to 70 mmHg,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3: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6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4: forearm was squeezed with a tourniquet up to 70 mmHg,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6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5: patients received propofol 2 mg/kg an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Group 6: patients received propofol 2 mg/kg and forearm was squeezed 

with a tourniquet up to 70 mmHg, patients received lidocaine 0.5 mg/kg 30 seconds before and rocuronium bromide 0.6 mg/kg in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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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17) 특히 소아에서 혼합정주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는 연구가 있다.18) 이처럼 많은 보고에 의해 lidocaine이 

rocuronium의 정주통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것으로 이때 혼합투여보다는 사전 정주가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압박대를 거치함으로써 lidocaine이 전신으

로 퍼지지 않고 정주 부위에 국소마취효과를 나타내므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험 결과 역시 통증

의 감소 효과가 압박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우수하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또한 lidocaine을 정

체시간을 길게 하여 이의 효과를 보았을때 시간과는 큰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압박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lidocaine 주입후 너무 오래 지연하여 rocuronium을 

투여하면 lidocaine을 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이 방법이 더 큰 효과가 있었다. 

  즉 lidocaine이 rocuronium의 주사시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압박대를 묵고 환자의 의식을 소실시킨 이후 

사전 정주 한 후 1분 정도 정맥울혈을 시켜 마취 유도에 

사용한다면 그 효과를 증가시키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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