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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지의 수술 및 처치를 하기 위하여 부위 마취로써 사용

되는 팔신경얼기차단(brachial plexus block, BPB)은 전신마취

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
1-5)
대표적인 시술방법으로는 목

갈비근사이 접근법, 빗장위 접근법, 빗장아래 접근법, 겨드

랑 접근법 등이 있으며, 그 중 겨드랑 접근법은 다른 접근

법들이 보이는 우발적 차단, 중추신경계 독성, 기흉, 혈흉

등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어 안전하며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수술용 압박띠 압

력에 의한 통증, 위팔에 대한 차단의 실패 등의 단점이 있

어 왔다. 지금까지 BPB 시행 시 국소마취제에 보조약물을

섞어 마취 발현시간을 감소시키고, 마취시간을 연장시키는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더 근위부까지의

마취는 보조약물로 효과를 보기 힘든 면이 있었다. 저자들

은 BPB의 겨드랑 접근법 시행 시 시술 부위의 원위부에 압

박띠를 일정 시간 적용하여 약물이 좀 더 근위부로 퍼지게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퍼져나갈 신경혈관집(neurovascular

sheath) 내 공간을 줄여줌으로써 동일한 용량의 마취약제로

더 효과적인 마취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6년 2월부터 동년 7월까지 본원에서 상지

수술이 계획된 만 20－60세 사이의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급 분류 1, 2에 속하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하 고, 평가

의 정확성을 위해 당뇨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는 제

외하 다. 본원 임상 연구 윤리 위원회의 허락을 얻었으며,

마취 전 본 실험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하 고, 환자를 실험군(Group I, n = 30)과 대조군(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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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n = 30)으로 무작위 분류하 다. 마취 전처치는 하지 않

았으며,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심전도와 혈압계를 부착

하여 활력 징후를 확인한 후, 베개 없는 앙와위 상태에서

차단부위의 팔을 100
o
외전시키고 주관절을 90

o
굴곡시킨

자세를 취하게 하 고, 머리는 차단부위 반대쪽으로 돌리도

록 하 다. 주사점은 큰가슴근의 외측 가장자리 바깥쪽 1

cm 정도에서 겨드랑동맥의 맥박을 감지한 후 그 지점에 표

시를 하 다. 베타딘으로 도포한 후 약제가 담긴 주사기를

장착한 23 G 두피정맥바늘(scalp vein needle)을 서서히 진입

시키면서 차단할 부위의 상지에 이상감각을 유발하고, 약간

후진시킨 후 보조자로 하여금 약제를 투여하게 하 다. 단

실험군에 있어서는 주사점의 원위부로 3－5 cm 위치에 압

박띠의 근위부 가장자리가 위치하도록 한 후, 약물 주입 바

로 전에 또 다른 보조자로 하여금 250 mmHg의 압력, 30분

의 시간으로 미리 정해놓은 압박띠(ATS 2000
Ⓡ
, Zimmer,

USA)를 작동하게 하 고, 대조군은 이후 마취 정도를 평가

하는 다른 검사자가 환자 분류 상태를 모르게 하기 위해

같은 위치에 압박띠를 감아 놓기만 하 다. 각 군은 모두

2% mepivacaine 20 ml와 1% lidocaine 20 ml를 사용하 으

며, 술기 자체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BPB 시술에

경험이 많은 한 사람이 척골신경의 피부분절이라 생각되는

곳의 이상 감각을 유발한 후 한 번에 약제를 주입하 고,

시술 실패로 간주되어 전신마취로 전환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평가는 30분 후 환자의 분류 상태를 모르는 다

른 검사자가 반대쪽 팔과 비교하면서 각 신경의 피부분절

중앙에 침찌르기검사(pin prick test)를 하여, 반대 팔과 같음

(none), 진통(analgesia), 마취(anesthesia)로 표현하 고, 각각 0

점, 1점, 2점으로 기록하여 비교하 다. 또한 외과적으로는

진통 이상의 마취 깊이인 경우 수술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군에서 전체 환자수에 대한 진통 이상의 환자수를 비교해

보았다.

통계처리는 SPSS 11.0을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두 군 간의 나이, 체중, 키,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각의 신경에 대해 반대

팔과 같음(none), 진통(analgesia), 마취(anesthesia)에 대한 빈

도를 환자 수로 기록하 으며, 척골신경 부위, 정중신경 부

위, 근육피부신경 부위, 안쪽아래팔피부신경 부위와 겨드랑

신경 부위는 통계적으로 두 군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으나, 요골신경 부위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각각의 군에서 전체 환자 수에 대한 진통 이상의 환자

수를 비교한 결과, 근육피부신경 부위, 안쪽아래팔피부신경

부위, 겨드랑신경 부위에서 두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Table 3).

Table 2. Depth of Sensory Blockade in Terminal Nerves of the Brachial Plexus 30 min after a Single Axillary Injection of 2% Mepivacaine
20 ml Plus 1% Lidocaine 20 ml

Group I Group II

A B C A B C

UN* 23 7 0 15 15 0

MN* 23 7 0 11 19 0

RN 16 13 1 10 16 4

MCN* 14 12 4 2 8 20

MACN* 13 14 3 5 9 16

AN* 0 7 23 0 0 30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UN: ulnar nerve, MN: median nerve, RN: radial nerve, MCN: musculocutaneous nerve, MACN: medi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AN: axiilary nerve. Group I: tourniquet-used group, Group II: control group. A: anesthesia, B: analgesia, C: none. *P ＜ 0.05

between the two groups. Mann-Whitney U test.

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I (n = 30) Group II (n = 30)

Age (yr) 47.1 ± 9.6 49.5 ± 8.7

Weight (kg) 62.6 ± 7.1 62.9 ± 5.3

Sex (M/F) 13/17 11/19

Height (cm) 159 ± 8.9 157 ± 9.4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I: tour-

niquet-used group, Group II: control group. Age, Weight, Height:

student t-test, Sex: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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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최근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현대 정형외과 수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상지수술에 대한 부위마취, 특

히 BPB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고 있다. BPB는 더 나은

통증 조절,
1,2)
수술에 대한 감소된 스트레스 반응,

3)
아편유

사제의 절약,
4)
수술 후 구역 구토의 감소와

5)
경제적인 절약

등 상지수술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신마

취에 비해 금식이 되지 않은 응급환자에서도 사용될 수 있

고, 당일 수술 후 퇴원하는 환자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약제의 주입 시 정형외과 수술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빠른 재활과 효과적인 말초 혈액 순환의 개선으로

접합 수술 성공률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Chung과 Mezei는
6)
정형외과 수술 후 심한 통증을 보이는

환자가 40－60%에 이른다고 하 다. 이는 카테터를 통한

지속적인 약제주입, 장시간 작용하는 국소 마취제 사용, 보

조약제의 첨가 등으로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들은

수술 중 통증의 조절만큼이나 수술 후 통증의 조절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5)

Koscielniak-Nielsen 등은
7)

BPB의 겨드랑 접근법 전에 불

안의 정도와 차단술의 수용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 는데,

차단술에 대한 공포는 차단술을 경험한 후에 감소되었고

신경 자극기에 의한 전기자극이 대상의 약 반수에서 통증

으로 느껴졌으나, 모든 환자가 다음 수술에서는 진정제 없

이 차단술을 선택할 것이라 여겨졌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이유와 연구 결과로 신경차단은 마취나 통증조절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팔신경얼기를 감싸고 있는 신경혈관집은 사람마다 차이

가 있으나,
8)
일반적으로 추간공에서 시작하여 위팔까지 뻗

쳐 있으며, 이것이 BPB의 해부학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

론적으로는 국소 마취제를 어떤 지점에서든지 신경혈관집

안에만 넣으면, 확산되어 퍼져 나가 상완 팔신경얼기 신경

근을 차단할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효과가 다양하

게 나타난다. Cornish와 Leaper는
9)
신경혈관집의 성질에 관

해 논하면서, 집이 그 기초를 이룬다기보다는 팔신경얼기

주위에 겨드랑부의 경계를 짓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에 의해

구획지어진다고 주장하 으며, 신경혈관집 안에서만 약물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위조직으로

퍼지는 것을 상의학적으로 증명하 고, 이것은 신경혈관

집이 약물에 대해 완전한 방벽(barrier)으로서 기능하지는 않

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BPB 시술 시 불완전 차단을 드물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로 팔신경얼기 해부학의 다양성과
10)
큰가슴근의

외측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겨드랑신경은 거의 모든 경우,

근육피부신경은 반수 정도가 더 근위부에서 신경혈관다발

로부터 분지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1)
또한 팔신경얼기의

신경혈관집 내부가 격막에 의해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12,13)

그 격막들은 기능적으

로 불완전하며 쉽게 무너진다고는 하나
11,14)

근위부로의 확

산에 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해부학적 근거에 더하여 BPB의 성공률과 질을 높이기 위

한 새로운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15-25)

BPB 시술 시 국소

마취 약제의 부피가 크면 더 높은 성공률과 더 확실한 감

각차단을 보이게 된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
15,16)

그러나 국소

마취제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그 자체에서 한계를 가

지고 있는데, 그 용량과 부피로 인한 향으로 신경혈관집

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더 높은 질의 마취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약 용량 증가에 의한 독성과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러 번 주사하는 경우(multiple injection)에는 더 적은 양

을 사용하는 이점을 제공하며, 그로 인하여 국소마취제 독

성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신경손상의 가능

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17)
또한 Sia와 Bartoli는

18)

두 번 주사하는 것과 세 번 주사하는 것은 성공률과 마취의

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그 이상은 의미 없다고 결론지었

다. 여러 번 주사하는 경우에서 Baker와 Coventry는
19)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하는 신경의 순서도 매우 중

요하다고 했으며, 근육피부신경, 정중신경, 요골신경 순서로

추천하 고, 최근에 제안된 것 중 신경 자극기를 사용하는

Table 3. Acceptable Blockade for Operation or None in Terminal Nerves of the Brachial Plexus 30 min after a Single Axillary Injection of 2%
Mepivacaine 20 ml Plus 1% Lidocaine 20 ml

UN MN RN MCN* MACN* AN*

G I G II G I G II G I G II G I G II G I G II G I G II

100% 100% 100% 100% 96.7% 86.7% 86.7% 33.3% 90% 46.7% 23.3% 0%

Values are expressed as percent. UN: ulnar nerve, MN: median nerve, RN: radial nerve, MCN: musculocutaneous nerve, MACN: medi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AN: axiilary nerve. G I: group I, G II: group II. *P ＜ 0.05 between the two group.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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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류를 0.5 mA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 고 더 낮

은 전류일수록 신경에 가까워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하 다.
20)

마취의 질을 높이고 작용시간을 길게 하기 위한 보조 약

물의 사용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가장 많이

연구된 보조 약물인 clonidine은 차단을 연장시키기 위해

198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국소 마취부분에서 보조약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21)
그 외에도 아편유사제,

22)
ketamine,

23)

neostigmine,
24)

tramadol이
25)
연구되었고, 여러 정도의 효과로

사용되어 왔지만 말초신경에 대한 작용기전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저자들은 심한 비만이거나 이전부터 절단 등의 해부학적

기형이 있어 겨드랑동맥의 촉지가 잘 되지 않는 환자의

BPB 시술 시 반대편 겨드랑동맥을 만져보고 대강의 위치를

가늠하여 시술을 해보기도 하다가, 압박띠를 감으면 겨드랑

동맥의 촉지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 압

박띠를 적용한 환자들이 마취의 질에 있어서 더 탁월해 본

임상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본 실험연구에서 방법 설정 시 처음에는 150 mmHg의 압

력과 10분의 유지 시간으로 정했으나, 확실한 효과를 보기

어려웠고 또한 동맥혈은 통과하는 반면 정맥혈은 환류되지

않아 적용한 압박띠의 원위부의 정맥이 울혈되는 부작용을

관찰하여, 압박띠 압력을 예상되는 수축기 혈압보다 확실히

높은 250 mmHg으로 정하게 되었고, 실제 적용해 본 결과

BPB의 효과로 환자가 압박띠를 불편해 하지 않아 유지 시

간도 30분으로 늘려 적용하게 되었다.
26)

BPB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Orlowski

등은
27)
시술 후 환자의 머리를 낮추어 마취약제가 근위부로

확산되는 방법을 사용하 는데, 이는 환자의 불편과 고혈

압, 심한 폐질환, 심장질환 등을 가진 환자에게 혈역학적

이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들의

방법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 두 방법의 혼합

을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들의 연구결과에서 수술용 압박띠에 의한 통증이 많

이 줄게 되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는 아래팔과 주관절

수술을 위한 마취 성공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 부

위의 수술 시 겨드랑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자들

의 망설임을 어느 정도 줄여 주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BPB의 겨드랑 접근법에서 원위부 압박띠를

이용한 물리적인 방법은 약제를 근위부로 확장시켜 마취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방법과의 병합이 어느

정도의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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