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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ocaine과 Fentanyl 전처치가 Rocuronium 정주 시의
회피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학교 의학 문 학원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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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Lidocaine or Fentanyl on Withdrawal Movement during Rocuronium Injection 

Hwa Yeon Cho, M.D., Dong Yeon Kim, M.D., and Rack Kyung Chu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compared the efficacy of intravenous fentanyl with lidocaine as a pretreatment for the prevention 

of a withdrawal response after a rocuronium injection. 

  Methods:  Eighty pati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drugs used for pretreatment as follows:  group I:  

normal saline, group II:  lidocaine 0.5 mg/kg, group III:  lidocaine 1.0 mg/kg, group IV:  fentanyl 1μg/kg.  Twenty seconds 

after inducing anesthesia, each pretreatment drug was injected.  After twenty seconds, rocuronium was injected.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the withdrawal responses was assessed.  The BIS value and heart rate was recorded at each point (T0:  baseline, 

T1: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2:  10 seconds after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3:  rocuronium injection, T4:  1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T5:  2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Results:  The incidence of withdrawal movement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s II and III than in groups I and IV (P = 

0.002).  The BIS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IV than in groups I, II and III at T2 and group I at T3 (P ＜ 0.05).  The 

heart rate at T4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IV than in group II (P ＜ 0.05).  An assessment of BIS at the withdrawal 

movement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value in the severe group than in the none and mild groups at T5 (P ＜ 0.05). 

  Conclusions:  A pretreatment with 0.5 mg/kg or 1.0 mg/kg of lidocaine effectively reduced the incidence of a withdrawal 

response by the rocuronium injection.  However, 1.0 mg/kg of lidocaine most effectively prevented the withdrawal response without 

causing any significant changes in heart rate.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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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Rocuronium bromide는 aminosteroid 계열의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로서 간 정도의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역가가 

낮아 작용시간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 신속한 기  내 삽

이 필요한 경우 서맥, 고칼륨 증, 악성고열증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succinylcholine의 체제로 알려져 있

다.1,2) 그러나 rocuronium은 정주 시에 50－80%의 환자에서 

통증을 유발하며,3,4) 심지어 신마취제를 투여하여 의식이 

소실된 후 정주하 을 때에도 57－84%의 환자에서 손목이

나 팔을 갑작스럽게 구부리거나 회피하는 반응이 찰되었

고,5,6) 회피 반응은 통증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하 다.3,7) 

  Rocuronium 정주 시 유발되는 통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 지지는 않았으나, 이를 감소시키기 해 국소마

취제, 아편유사제 는 정맥마취제 등을 사  정주하는 방

법이 시도되고 있다.5,6,8-11) Cheong과 Wong은9) lidocaine을 사

용한 연구에서 30 mg을 처치 시 10 mg보다 더 효과 으

로 정주 시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 으며, 보다 

높은 용량인 50 mg을 사용하면 정주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하 다. 그러나 lidocaine과 같은 국소마취제

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심 계나 추신경계 부

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용량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회피반응의 원인을 얕은 마취로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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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I (n = 20) Group II (n = 20) Group III (n = 20) Group IV (n = 20)

Sex (M/F)     10/10     10/10     10/10     10/10

Age (yr)  37.8 ± 11.0  39.1 ± 9.8  40.3 ± 11.0  39.1 ± 9.5

Height (cm) 164.9 ± 6.2 167.0 ± 7.6 163.9 ± 5.5 166.2 ± 7.2

Weight (kg)  64.1 ± 8.2  64.4 ± 10.5  64.0 ± 7.6  63.8 ± 8.4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Group I: normal saline 0.1 ml/kg, Group II: 1% lidocaine 0.5 mg/kg, Group III: 1% lidocaine 

1.0 mg/kg, Group IV: fentanyl 1μg/kg. 

rocuronium 정주 시 fentanyl을 투여하여 마취 깊이를 증가시

키려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3,5,6) 재 진정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의 하나로 뇌 를 기 로 하는 bispectral index (BIS)

가 있는데,12) rocuronium 투여 시의 통증으로 유발된 회피반응

이 얕은 마취와 련이 있는지를 보기 해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iopental sodium으로 마취 유도 후 fentanyl

과 두 가지 용량의 lidocaine을 압박 를 사용하지 않고 

처치하여 약제의 체 에 따른 한 용량을 알아보고자 

하 으며, rocuronium 정주 시 회피반응의 빈도와 정도를 비

교해 보고 이때의 BIS 수치를 측정하고 통증 자극으로 인

한 심박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  방법

  신마취하에 계획수술이 정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환자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속하는 

환자 80명을 상으로 하 다. 손등에  확보가 어려운 

환자, 임산부, lidocaine이나 opioid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24

시간 이내 진통제나 진정제를 투여받은 환자, 뇌수술의 과거

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수술  연구목

과 방법에 해 설명하고 연구에 한 동의를 구하 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 당일 병동에서 손등에 18 G 정맥카테터

를 삽입하 고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처

치할 약물에 따라 I군은 조군으로 생리식염수 0.1 ml/kg, II

군은 1% lidocaine 0.5 mg/kg, III군은 1% lidocaine 1.0 mg/kg, 

IV군은 fentanyl 1μg/kg의 4군으로 나 었다.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 도, 맥박 산소 포화도, 비침습  

압을 측정하 다. 한 앙와 에서 수액이 정맥로 주 의 

부종과 발   통증 등의 이상 소견 없이 원활하게 들어

가는 것을 확인하 다. BIS 측정을 하여 이마 부 를 알

코올솜으로 잘 닦은 후 BIS 감지기의 4개의 동심원 부 를 

잘 러 고정하고 BIS (A-2000, Aspect Medical Systems, 

USA)모니터와 연결하여 감시를 시작하 다. 모든 환자에서 

thiopental sodium 5 mg/kg를 약 10 간에 걸쳐 정주하고, 20

 후 처치 약물을 투여하 고 이로부터 20  후 rocuro-

nium 0.6 mg/kg를 5 에 걸쳐 정주하 다. 이때 환자의 회

피반응을 4등 (none-severe)으로 평가하 다. 환자가 움직임

이 없는 경우를 none, 손목에만 국한된 움직임을 보이는 경

우를 mild, 팔꿈치와 어깨 을 포함하여 rocuronium을 투

여한 팔 체를 움직이는 경우를 moderate, 그리고 한팔 이

상의 신 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를 severe로 하 다. 

한 수술실에 도착하여 어떠한 약물도 투여하기 (T0), 

처치 약물 투여 시(T1), 처치 약물 투여 후 10 (T2), ro-

curonium 정주 시(T3), rocuronium 정주 후 10 (T4), 20

(T5)에 BIS 수치와 심박수를 기록하 다. 환자의 처치 약

물  회피반응의 정도에 따라 군을 다시 none, mild, mo-

derate, severe로 분류하여 BIS 수치와 심박수를 비교하 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환자들에게 rocuronium 

정주 시 통증을 느 는지를 물어보았다.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2.0, SPSS Inc., USA)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모든 측정값은 평균 ± 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군 간의 나이, 신장, 체  비교와 실험 결과

의 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사후분

석 검정은 Tukey HSD 방법으로 하 고, 통증의 빈도 비교

는 카이 자승 분석법(χ2-test)을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를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각 군 간의 나이, 신장, 체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Rocuronium 투여 후의 회피반응의 발생은 I군과 IV군에 

비해 II군과 III군에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2, Table 2). 

  회복실에서 마취 유도 시의 통증을 기억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마취유도 과 처치 약물 투여 시의 BIS값에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2에는 IV군(57.5 ± 19.3)에서 

I군(78.0 ± 16.9), II군(73.8 ± 14.2), III군(76.7 ± 16.7)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고(P ＜ 0.05), rocuronium 투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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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cidence and Grade of Withdrawal Movement

Grade of withdrawal movement* Incidence
Group

Moderate
None Mild Moderate Severe Overall

to severe

I  8 (40) 5 (25) 2 (10) 5 (25) 7 (35) 12 (60)

II 14 (70) 4 (20) 2 (10) 0 (0) 2 (10)  6 (30)

III 20 (100) 0 (0) 0 (0) 0 (0) 0 (0)  0 (0)

IV  8 (40) 7 (35) 3 (15) 2 (10) 5 (25) 12 (6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patients with percentages. Group 

I: normal saline 0.1 ml/kg, Group II: 1% lidocaine 0.5 mg/kg, Group 

III: 1% lidocaine 1.0 mg/kg, Group IV: fentanyl 1μg/kg. *P = 0.002.

Fig. 1. This graph shows the trends of Bispectral Index after 

administering thiopental sodium. Values are mean ± SD. Group I: 

normal saline 0.1 ml/kg, Group II: 1% lidocaine 0.5 mg/kg, Group III: 

1% lidocaine 1.0 mg/kg, Group IV: fentanyl 1μg/kg. T0: baseline, T1: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2: 10 seconds after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3: rocuronium injection, T4: 1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T5: 2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P ＜ 0.05 

compared with Group I, †P ＜ 0.05 compared with Group II, ‡P ＜ 

0.05 compared with Group III.

Fig. 2. The changes in heart rate (HR) after administering thiopental 

sodium. Values are mean ± SD. Group I: normal saline 0.1 ml/kg, 

Group II: 1% lidocaine 0.5 mg/kg, Group III: 1% lidocaine 1.0 mg/kg, 

Group IV: fentanyl 1μg/kg. T0: baseline, T1: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2: 10 seconds after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3: 

rocuronium injection, T4: 1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T5: 

2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P ＜ 0.05 compared with 

Group II.

Fig. 3. This graph shows the trends of Bispectral Index after ad-

ministering thiopental sodium. Values are mean ± SD. None: no 

withdrawal movement, Mild: mild withdrawal movement at the wrist 

only, Moderate: moderate withdrawal movement involve arm only 

(elbow/shoulder), Severe: severe withdrawal movement with general 

response. T0: baseline, T1: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2: 10 seconds 

after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3: rocuronium injection, T4: 1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T5: 2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P ＜ 0.05 compared with none, †P ＜ 0.05 compared with 

mild.

인 T3에는 IV군(46.4 ± 14.4)에서 I군(62.3 ± 21.6)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Fig. 1). 

  각 군별 심박수는 T4에서 IV군(78.1 ± 8.1)이 II군(87.2 

± 9.4)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Fig. 2). 

  회피반응정도에 따른 BIS값은 T5에서 severe (58.6 ± 8.4)

의 반응을 보인 경우에 none (46.8 ± 11.2)과 mild (43.8 ± 

10.4)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5, Fig. 3). 회피

반응정도에 따른 심박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4).

고      찰

  Rocuronium bromide는 빠른 작용발 시간을 가지고 있으

며, ED95의 2배 용량인 0.6 mg/kg를 투여할 경우 90  후에 

succinylcholine을 투여할 때와 같은 기  내 삽  조건을 얻

을 수 있다.2,13,14) 그러나 rocuronium은 정주 시에 의식이 있

는 환자에서는 불에 데는 듯한 심한 통증을 야기하며, 의식

이 없는 환자에서는 rocuronium 정주 후 손목이나 팔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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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hanges in heart rate (HR) after administering thiopental 

sodium. Values are mean ± SD. None: no withdrawal movement, 

Mild: mild withdrawal movement at the wrist only, Moderate: moderate 

withdrawal movement involve arm only (elbow/shoulder), Severe: 

severe withdrawal movement with general response. T0: baseline, T1: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2: 10 seconds after pretreatment drug 

injection, T3: rocuronium injection, T4: 1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T5: 20 seconds after rocuronium injection. 

작스런 움직임 등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통증

은 50－80%의 환자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하며, 통증으로 

인한 회피반응으로 인하여 심한 경우 내용물 역류  폐

내 흡인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4,15) 

  Rocuronium 정주에 따른 통증 발생의 정확한 기 은 아

직 밝 져 있지 않다. 일반 으로 말  정맥에 약물을 주입

한 후 발생하는 통증은 정맥벽에 있는 다형성 침해 수용체

(polymodal nociceptors)를 통해 매개되며 이러한 침해 수용

체들은 주입되는 액체의 삼투압(osmolality)이나 산도(pH)에 

향을 받아, 삼투압이 높을수록 혹은 pH가 4 이하이거나 11 

이상일 때 통증을 일으킨다.16) Rocuronium은 pH 4, 260－330 

mOsm/kg의 등장성 용액으로 국소 인 산성화가 통증을 유발

시키므로3,17) rocuronium을 정주하기 에 NaHCO3를 먼  투

여하거나 혼합하여 투여할 경우 통증이 감소될 수 있다.18,19) 

그러나 20% HCl을 첨가하여 pH 4로 조정된 생리식염수는 통

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3) Rocuronium 주입 시

에 나타나는 즉각 이고 짧은 반응은 propofol 주입 시의 통

증과 련된 kininogen cascade와 같은 매개체와 련이 있

다고 추정되기도 한다.3,8) 사람에서 피하 미세투석법(dermal 

microdialysis)을 사용한 연구결과, rocuronium 투여 시 his-

tamine, tryptase, bradykinin 등 통증유발 물질들이 방출되었

과 상 계가 없었고 C-침해수용체의 직 인 활성화에 

기인한다고 추측하 다.20) 

  Rocuronium 정주에 따른 회피반응의 빈도는 성별과 연

성이 없다는 보고가 있으나4) 여성에서 남성보다 회피반응

의 빈도와 정도가 심했다는 보고도 있어21) 본 연구에서는 

각 군의 여성과 남성이 동수가 되도록 하 다. 

  BIS는 정맥  흡입 마취제에 의한 진정의 정도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에서 마취 리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는 감시장치이고 진정상태와 잘 상 되며 자극

에 한 환자의 반응을 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2-24) BIS 범 에 따른 임상 상태를 살펴보면 80－90은 

약에서 등도의 진정, 70－80은 깨어날 수 있는 등도에

서 깊은 진정상태, 60－70은 얕은 최면상태, 40－60은 등

도의 최면상태, 40 이하는 깊은 최면 상태 등으로 구분된

다.25) 본 연구에서 BIS변화를 보면 처치약물 투여 후 

fentanyl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값을 보

다. 그러나 rocuronium 투여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분 40－60의 등도의 최면상태의 값을 나타내었고, 

fentanyl 처치군에서 조군과 비교했을 때 회피반응의 유

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한 회피반응이 심할수록 BIS

값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 으나 회피반응의 정도와 

BIS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rocuronium 투여시 에는 

모두 60 이하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rocuronium 투

여 시의 회피반응은 추신경계와 연 되기보다는 국소

인 자극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맥마취 유도제인 thiopental sodium은 빠른 유도시간과 

propofol이나 etomidate에 비해 높은 비용-효율성으로 인해 

임상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Thiopental sodium으로 

신마취 유도 시 BIS 수치가 55 이하라면 마취 유도용량

이 하고 각성의 가능성은 아주 을 것이라 하 고26) 

한 thiopental sodium의 마취유도 용량은 4 mg/kg 이상이 

할 것이고 주입 완료 후 30 에 가장 깊은 최면 심도

에 도달한 상태라는 보고가 있으며25) 본 연구에서는 기  

내 삽  에 다른 약제를 투여하지 않으므로 마취유도 용

량으로 thiopental sodium의 허용용량  최 용량인 5 

mg/kg을 선택하 다. 

  Thiopental sodium으로 마취 유도한 뒤에도 rocuronium은 

84%의 환자에서 손이나 팔의 회피반응이나 신반응 등을 

나타내었으며5) 본 연구에서도 생리식염수군에서 60%의 회

피반응이 나타났다. Rocuronium 주사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

킬 수 있는 약제로 ondansetron, lidocaine, tramadol, fentanyl, 

sodium bicarbonate, magnesium sulfate, alfentanil 등이 연구되

고 있고 그 에서 lidocaine이 가장 효과 이라는 보고가 

있으며8) Borgeat 등은6) 마취유도 에 fentanyl을 2μg/kg 투

여함으로써 rocuronium의 투여 시에 나타나는 움직임이 의

미 있게 감소함을 찰하 는데 이것은 마취의 심도가 깊

어져 통증에 한 역치가 증가함으로써 가능했으리라는 추

측을 하 고, Ahmad 등은27) fentanyl 100μg을 처치하 을 

때 lidocaine 40 mg보다 회피반응이 더 의미 있게 감소하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을 투여한 군에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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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 그러나 fentanyl 1μg/kg을 투

여하 을 경우에 회피반응은 생리식염수군과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Borgeat 등과6) Ahmad 등의27) 결과와 차이를 보

인 이유는 투여된 fentanyl의 양이 두 연구에 비해 었다는 

을 들 수 있다. 하지만 fentanyl을 투여받은 군에서 BIS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으로 보아 1μg/kg의 fentanyl로도 충

분히 마취의 심도는 깊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회피

반응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fentanyl보다 lidocaine을 처치

하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으로 생각한다.

  Lidocaine의 진통효과는 국소마취작용 는 키닌의 분비

를 일으키는 효소 반응에 한 억제 효과 때문이라고 알려

져 있다.28) Cheong과 Wong은9) lidocaine 10 mg과 30 mg의 

처치가 rocuronium 정주시의 통증을 감소시켰고 lidocaine 

용량이 많을수록 더 효과 이라고 보고하 으며 lidocaine 

50 mg 처치가 통증을 완 히 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 그러나 Reddy 등은29) lidocaine 50 mg 처치군

에서 35%의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 0.5 mg/kg군에서는 30%의 환자들이 회

피반응을 보인 반면 약 64 mg을 사용한 lidocaine 1.0 mg/kg

군에서는 회피반응을 보인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심박수의 변화를 볼 때, fentanyl 처치군에서만 rocuro-

nium 투여 10  후에 lidicaine 0.5 mg/kg군에 비하여 유의하

게 감소된 결과를 보 고, 회피반응 정도에 따른 심박수는 

severe 반응을 보인 군에서 다른 군보다 높은 수치를 보

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압박 를 사용할 경우, 정맥울 을 일으키므로 lidocaine 

같은 국소마취제의 작용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합할 수 있

으나, fentanyl 같은 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달을 

방해할 수 있다.27) 한 압박 를 거치하여 lidicaine을 정주

한 후 몇 간 기다린 후 압박 를 풀고 rocuronium을 정주

하는 일련의 과정이 빠른 시간 내에 기도유지가 필요할 경

우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다른 

보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lidocaine을 혼합 정주하는 것이 

실용 이라는 제안이 있다.5) 그러나 성인에서 rocuronium의 

정주 시 나타나는 통증을 이기 해 사용되는 lidocaine은 

사  정주하는 것이 혼합 정주하는 것보다 효과 인 방법

이라는 보고도 있다.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과 

fentanyl의 비교를 해 압박 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lido-

caine은 용량을 다르게 하여 사  정주하 다. 압박 를 사

용하지 않았음에도 lidocaine 1.0 mg/kg군에서는 회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으로 rocuronium 정주 시 통증으로 인한 회피반응

을 감소시키기 해 압박 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fen-

tanyl 혹은 두 가지 용량의 lidocaine을 사  정주하 을 때 

lidocaine 0.5 mg/kg와 lidocaine 1.0 mg/kg의 사  정주는 모

두 효과가 있었으나 특히 lidocaine 1.0 mg/kg은 유의한 역

학  변화 없이 rocuronium 정주 시 발생하는 회피반응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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