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마취과학회지 2007; 53: 486～90
□임상연구□

Korean J Anesthesiol Vol. 53, No. 4, October, 2007

486

논문 수일：2007년 6월 10일

책임 자：우 균,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가톨릭 학교 성모병원 정형외과, 우편번호: 150-713

Tel: 02-3779-1101, Fax: 02-786-1518

E-mail: wooyk@catholic.ac.kr

슬관절 전치환술 후 관절강 내 Ropivacaine 주입의 효용성

가톨릭 학교 의과 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이    해    진ㆍ우        균*

The Efficacy of Intra-articular Infusion of Ropivacain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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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may not provide complete postoperative analgesia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whether the addition of local, intra-articular ropivacaine improves the quality 

of the analgesia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Methods:  In the prospective, double-blind trial, 17 patients undergoing total knee arthroplasty of both knees with a standard 

general anesthetic technique had a infusion catheter placed at each knee joint at the end of surgery.  The first knee joi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a bolus of 20 ml 0.75% ropivacaine or saline followed by continuous infusion at 2 ml/h for 48 

hours.  The later knee joints received saline or ropivacaine that was not administered in the first knee joints in same manner.  

All patients received IV PCA.  The difference in pain for each knee was assessed before surgery and at 2, 4, 6, 12, 24, 36 

and 48 hours postoperatively.  The use of a visual analogue scale (VAS) for each knee was also assessed at 2, 4, 6, 12, 24, 

36 and 48 hours postoperatively.

  Results:  The difference in pain between each knee significantly increased at 4, 6, 12, 24, 36, 48 hours.  However, the VAS 

in the ropivacaine-infused kne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in the saline-infused knee at 12 and 24 hours.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intra-articular infusion of a bolus of 20 ml followed by continuous infusion at 

2 ml/h with 0.75% ropivacain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has only a marginal analgesic effect.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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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후 창상 부 에 주입된 국소마취제는 손상부 에서 

유래되는 유해한 자극의 도를 차단함으로써 말 신경

달을 조 한다.1) 술 후 통증 조 을 한 국소마취제의 창

상 침윤은 시행하기 용이하고 부작용이 으며, 신 투여

되는 아편양제제의 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아편양제제로 

인한 부작용을 이고 환자의 진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2-4)

슬  경 수술에서 강내 국소마취제의 주입은 환

자의 술 후 통증에 효과 이며 한 신 투여되는 진통제

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5,6) 그러나 슬 치환술 같

이 보다 범 한 조직 괴와 련된 수술의 경우 강 

내 주입되는 국소마취제의 농도와 그에 따른 진통효과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7-12)

  본 연구는 슬  치환술 후 국소마취제의 주입이 술 

후 진통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술 후 슬 강에 국소

마취제의 보편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이 맹검 방법

을 이용하여 양측 슬  치환술을 받는 환자를 상으

로 무작 로 한쪽 슬 강에 생리식염수 혹은 0.75% ropi-

vacaine을 일회 20 ml 투여에 이어 지속 으로 시간당 2 ml

를 주입하고, 반  슬 강은 첫번째 투여된 것과는 반

로 0.75% ropivacaine이나 생리식염수를 같은 방법으로 투여

하여 술 후 48시간 동안 양측 슬 의 통증 차이를 비교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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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법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1, 2에 해당되는 양측 슬  

치환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수술  연구 목 과 방법

에 해 설명한 후, 이 연구에 동의한 17명의 환자를 상

으로 하 다. 심질환, 신질환, 간질환, 국소마취제의 부작용

이나 약물 남용 과거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시켰다.

  모든 환자에서 마취 유도로 fentanyl 0.41μg/kg이나 al-

fentanil 410μg/kg과 thiopental 34 mg에 이어 succinylcho-

line 11.5 mg/kg 투여 후 삽 하 다. Sevoflurane이나 iso-

flurane과 50% N2O로 마취 유지를 하 으며 근이완제로 ve-

curonium을 사용하 고 수술시작 에 도뇨 을 거치시켰

다. 양쪽 슬 은 같은 종류의 인공 슬 을 polymethyl-

mathacrylate cement를 이용하여 치환하 다. 먼  슬  

치환술이 시행된 슬 의 지 를 감압하고 피부 합이 

완 히 끝난 후 배액 과 반  방향에 20 G 다공 카테터를 

8 cm 안쪽으로 거치시킨 후 고정하 다. 배액 의 잠김을 

확인한 후 무작 로 0.75% ropivacaine (IA ropivacaine)이나 

생리식염수(IA saline)를 일회 20 ml 투여에 이어 지속 으

로 시간당 2 ml를 주입하 다. 시간당 2 ml의 투여는 지속

 주입기(Sgarlato Labs, Los Gatos, CA, USA)를 이용하

다. 이어 반 쪽 슬  치환술이 끝난 후 슬  강은 

기존에 투여되었던 약물과는 반 로 ropivacaine이나 생리식

염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하 다. 배액 은 약물 투입 

한 시간이 경과한 후 열어 놓았다. 먼  거치된 배액 은 1 

시간 경과 후 반 편 수술 에 열어 놓았으며, 나  거치

된 배액 은 1시간 경과 후 회복실에서 열어 놓았다. 총 마

취  수술 소요시간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제 투여 시차

를 측정 기록하 다. 모든 환자는 수술이 끝날 무렵 ondan-

setron (ZofranⓇ, Glaxo-Smith, USA) 4 mg을 투여하 다.

  모든 환자에서 술 후 진통을 해 회복실에서 정맥 자가

통증조 기를 거치시켰다. 진통제로 1 mg/ml의 morphine을 

이용하여 부하량 510 ml를 주입한 후 지속 주입 0.5 ml/h, 

일회 주입 1 ml, 폐쇄 간격 7분, 4시간 제한 30 ml로 설정

하 다.

  연구자의 의도를 배제하기 해 수술실에서 슬 강 내

에 투여되는 약제를 의사가 모르게 하 으며, 술 후 환자를 

평가하는 의료인 역시 슬 강 내에 투여되는 약제를 모

르게 하 다. 자가통증조 기로 투여되는 약제의 총량과 국

소마취제의 신경 독작용의 구 증상으로 이명,  감각이

상, 입 주  마비 유무를 수술 종료 후 2, 4, 6, 12, 24, 36, 

48시간에 측정하여 24, 48시간에 기록하 다. 통증정도는 

침상에서 안정된 상태의 환자에게 마취유도 직 과 수술 

종료 후 2, 4, 6, 12, 24, 36, 48시간까지 양측 무릎 간의 통

증 차이 유무  수술 종료 후 2, 4, 6, 12, 24, 36, 48시간에 

시각통증등 (visual analog scale, VAS)이용하여 각각의 무릎

에 한 통증을 환자에게 물어 기록하 다. 한 양 슬

의 ropivacaine 주입에 의한 통증 정도의 차이를 정확히 평

가하고자, 침상에서 안정한 상태인 환자에게 오심과 구토 

 소양증은 5-point rating scale [0 = no symptom; 1 = mild 

2 = moderate 3 = severe (treatment necessary) 4 = intractable]

과 진정의 정도는 5-point rating scale (1 = complete awake; 

2 = awake but drowsy; 3 = asleep but responsive to verbal 

command; 4 = asleep but responsive to tactile stimulus; 5 = 

asleep and not response to tactile stimulus)로 세분하 으며, 

동일 시간에 측정한 값  높은 수를 채택하여 24, 48시

간에 기록하 다. 술 후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 발생시

에 metoclopramide 10 mg을 투여하 으며, 오심  구토가 

지속될 경우 자가통증조 기를 단 하고 보조진통제로 di-

clofenac (디코페낙Ⓡ, 일동, 한국) 75 mg을 반복 투여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고, ropiva-

caine 투여로 인한 양측 슬 의 시간에 따른 통증 차이 

유무는 Friedman test 후 Dunett test로 검증하 으며, 양측 

슬 의 VAS의 비교는 정규분포 검사(normality test)를 시

행한 후 independent student t-test나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 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성이 있다고 간

주하 다.

결      과

  총 17명의 양측 슬  치환 환자를 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고, 나이는 68 ± 3.3세, 키 152 

± 4.9 cm, 몸무게 63 ± 7.1 kg이었다. 마취  수술 소요시

간은 263 ± 13.4, 220 ± 14.0분이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제 투여의 시차는 101 ± 9.3분이었다. 자가통증조 기로 

투여된 morphine의 양은 24시간에 22.3 ± 6.8 mg, 48시간 

41.7 ± 12.9 mg이었다.

  슬  치환술을 먼  시행 받은 강의 투여 약물

로 IA ropivacaine 8 , IA saline이 9 이었으며, 따라서 반

쪽 강은 IA saline이 8 , IA ropivacaine 9 다. 술

 침상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물어본 양측 슬 의 통증

차이는 없었으며, 술 후 침상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상

으로 통증이 덜한 무릎의 경우는 모두 IA ropivacaine 투여

된 무릎이었다. Ropivacaine 투여와 시간에 따른 양측 슬

의 통증 차이 유무는 술 과 비교해 술 후 4시간부터 

유의한 차를 보 다(P ＜ 0.05)(Fig. 1). 반면에 침상에서 안

정된 상태에서 물어 본 양측 슬  간의 VAS는 IA ropiva-

caine이 IA saline 보다 술 후 12, 24시간에만 유의하게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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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is figure shows serial changes of difference in pain between 

each knee due to ropivacaine-infused analgesia after surgery. Values 

are mean ± SE. Pre: time before surgery. *: P ＜ 0.05 vs pre.

Fig. 2. This figure shows serial changes of visual analogue scale 

between each knee infused with intra-articular (IA) ropivacaine and IA 

saline. Values are mean ± SD. *: P ＜ 0.05 vs IA saline.

다(P ＜ 0.05)(Fig. 2).

  모든 환자에서 국소마취제로 인한 독성은 찰되지 않았

다. 오심과 구토는 첫 24시간에 11명(mild: 3, moderate: 6, 

severe: 2)이 발생하여 65%의 빈도를 보 고, 2448시간에는 

8명(mild: 4, moderate: 2, severe: 2)이 발생하여 47%의 빈도

를 보 다. 이  metoclopromide 투여에도 불구하고 지속

인 구역  구토를 호소한 2명(11.8%)의 환자에게 PCA를 

단 시키고 diclofenac을 반복 투여하 다. 소양증은 1명

(5.9%)에서만 경하게 나타났다. 진정 정도는 첫 24시간에 2

등 이 6명(37.5%) 3등 이 3명(17.6%)이었으며, 2448시간

에는 2등  1명(5.9%), 3등  1명(5.9%)이었으며 4등  이상

의 진정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의 요한 결과는 슬  치환술 후 0.75% ro-

pivacaine을 강 내에 20 ml 일회 투여에 이어 시간당 2 

ml를 지속 으로 투여된 슬 이 생리식염수가 투여된 슬

보다 4시간부터 통증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VAS

로 평가된 통증에는 12, 24시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슬  치환술 후 슬 강에 국소마취제를 20 

ml 투여 후 시간당 2 ml의 투여하는 것은 술 후 진통에 미

치는 향이 부분 이므로 충분하지 못한 진통 방법이라 

단된다.

  슬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슬 강 내에 희석된 

농도의 bupivacaine을 사용한 보고로 Mauerhan 등은8) 0.17% 

bupivacaine 30 ml를 투여하고 배액 을 45분간 잠그는 방법

을 사용하여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군과 비교해 4시간의 진

통효과를 보 다고 하 다. 그러나 Ritter 등은9) 강내 

0.25% bupivacaine 10 ml를 투여하 으나 생리식염수의 투여

에 비해 진통제의 요구량을 감소시키지 못하 다고 하 으

며, 최근 Nechleba 등은11) 배액 을 잠그지 않고 0.25% bu-

pivacaine 40 ml의 주입과 시간당 0.25% bupivacaine 4 ml를 

주입하 으나, 생리식염수 투여군에 비해 진통이나 진통제

의 감소 효과를 보이지 못하 다고 하 다. 따라서 수술 후 

슬 강 배액 의 잠  여부가 강내 투여된 국소마취

제의 작용에 향을 미칠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으나,  

농도의 국소마취제 투여로는 진통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

고 생각된다.

  슬  치환술에서 슬 강 내에 0.5% bupivacaine을 

사용한 보고로 Badner 등은7) 1：20만 epinephrine이 첨가된 

0.5% bupivacaine 30 ml를 주입하여 아편양제제의 요구량을 

감소시켰다고 하 으나, 최근 Browne 등은10) 1：20만 epi-

nephrine이 첨가된 0.5% bupivacaine 20 ml를 투여하 으나 

통증 정도  진통제 요구량에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는 상

반되는 보고를 하 다.

  슬  치환술에서 DeWeese 등은13)
 슬 강 내에 배

액  없이 0.5% bupivacaine을 강내에 20 ml 일회 투여

에 이어 시간당 2 ml를 지속 으로 투여하는 경우, 2μg/ml 

fentanyl과 0.125% bupivacaine을 경막외 자가통증조 기의 

투여에 비해 진통제의 추가 요구량이 많음을 보고하 다. 

따라서 배액 이 없는 상태에서 슬 강에 국소마취제의 

투여가 경막외 진통보다 진통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시사하

으나, 국소마취제 투여 자체가 술 후 통증에 미치는 향

에 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는 슬 강 내에 국소마취제의 향을 보다 정

확히 평가하고자 치환술이 시행된 양측 슬 의 통증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 자들의 이러한 방법이 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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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국소마취제 주입과 진통에 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Ropivacaine은  수축 작용이 있어14) 

 흡수의 지연  작용기간이 연장되어 심독성이 bupi-

vacaine보다 으며,15) 임상 으로 0.75% ropivacaine이 0.5% 

bupivacaine 보다 진통 작용이 우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5,16) 한 자들은 슬 강에 국소마취제 부하용량의 

주요 결정 요소라 단되는 배액 을 임의로 1시간 동안 

잠가놓은 결과, ropivacaine이 투여된 슬 이 생리식염수가 

투여된 슬 과 비교해 수술 종료 후 4시간부터 통증 감

소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범 한 조직 괴와 련

되는 슬  치환술에서 인공 치환된 골막 부 에 약물

이 작용하기까지는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러한 작용발  시간은 슬 강의 기 통증조 에 문제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20만 epinephrine이 첨가된 

0.5% bupivacaine 30 ml를 주입한 Badner 등과7) 술 후 1620

시간 사이에 강 내로 1% ropivacaine 15 ml를 투여한 

후 배액 을 잠그는 방법으로 진통제 요구량과 통증을 감

소시켰다는 Vendittoli 등의12) 보고가 있으므로, 슬 강의 

배액  개방 시간의 지연이나 ropivacaine 농도  용량의 

증량에 따른 작용발  시간  진통 정도에 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양측 슬 의 통증차이는 술 후 4시간부터 

계속 지속되었으나, VAS의 차이는 12, 24시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따라서 자들이 정맥 자가통증조 기와 같이 

술 후 진통을 해 사용한 슬 강 내에 ropivacaine의 부

하 용량  지속 주입량이 한 진통을 해서는 충분하

지 못한 용량임을 알 수 있었다. 술 후 창상에 국소마취제

를 투여하는 진통 방법에 가장 큰 제한은 용량이다. 조기 

연구로 Knudsen 등은17) ropivacaine을 정주 시 추신경계 

독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는  농도를 0.340.85μg/ml이

라 보고했으며, Santos 등은18) ropivacaine이  외로 천천

히 투여되는 경우에는 약제의 재분포가 많이 일어나 

농도의 격한 증가는 없으나, 장시간 투여로 약제의 재분

포가 많아지면  농도가 낮더라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Pettersson 등은19) 서혜부 탈장 수

술 후 0.75% ropivacaine 50 ml를 투여하여 최고 장농도가 

3.0μg/ml까지 이르 으나 신  독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고 보고하 고, Burm 등은20) 경막외로 0.3% ropivacaine을 

이용하여 술 후 72시간 동안 투여한 결과 최고 농도가 

7.1μg/ml까지 증가하여도 신  독성은 없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슬  치환술에서 ropivacaine을 자들이 

사용한 용량보다 증량시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슬

의 출 로 인한 국소마취제의 희석과 한 배액 의 

사용으로 ropivacaine의 조기 배출의 가능성 때문에 환자의 

액  배액 의 ropivacaine의 농도 측정이 병행되어야 

하고도 안 한 국소마취제의 용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이다.

  양측 슬 을 비교한 본 연구의 첫 번째 제한 으로 두 

슬 의 수술 종료 시간 차이이다. 술 후 생리식염수나 국

소마취제를 일측 치환술이 끝난 직 후부터 투여하 으나 

술 후 통증 측정은 모든 수술이 종료된 시 을 기 으로 

하 으므로 무릎간의 서로 상반되는 약제 투여는 약 2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들은 상기의 시차가 술 후 통증에 

미치는 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단 하에 본 연구를 시행

하 으나, ropivacaine 투여에 따른 작용발  시간 변수를 

측하지 못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 술 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술 후 2시간에 측정된 슬  간의 통증 

차이는 먼  ropivacaine 투여된 슬 에서 차이를 보인 것

이며, 술 후 4시간부터 술 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나 에 ropivacaine이 투여된 슬 이 포함되었기 때

문이다. 두 번째 제한 으로 일측 슬  치환술과는 달리 

양측 치환술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슬  간 통증의 

상호 연계 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 술 후 통각과민

은 조직 손상 부 (일차 통각과민)와 손상 받지 않은 주변 

부 (이차 통각과민)로 나뉘어질 수 있고, 일차 통각과민은 

주로 말  심해수용체의 감작을 통해, 이차 통각과민은 주

로 추감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21) 동물 실험에서 발바닥 

수술 시 척수후각의 활성화와 추신경 감작으로 수용야

(receptive field)가 수술 반  다리까지 확장된다는 보고도 

있으나,22) 임상 으로 수술 후 추감작이 VAS와 진통제 

요구량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23)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양측 슬 의 통증 상호 작용이 VAS 상

승  통증 차이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되나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술 후 진통에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정맥 자가통증조 을 시행하 으나 술 후 24시간 동안의 

VAS가 높아 한 진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정맥 

자가통증조  시 심한 진정이 동반되지 않고 충분한 진통

을 얻을 수 없다는 과24) 여성, 비흡연, 장시간 흡입마취제

의 투여, 술 후 아편양제제의 사용으로 인한 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발생 빈도의 증가로25,26) 진통제 요구량을 충분히 사

용하지 못했던   통증을 참고 견디려는 환자의 성향 

등이 복합 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론 으로 양측 슬  치환술 후 정맥 자가통증조

과 병용된 추가 진통 방법으로 0.75% ropivacaine을 강

내에 20 ml 일회 투여에 이어 시간당 2 ml를 투여하고 슬

의 배액 을 1시간 후에 개방하는 경우에 슬  진통

의 작용발  효과는 술 후 4시간부터 나타나나, VAS로 평

가된 통증에는 12, 24시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결국 충

분하지 못한 진통 방법이라 단된다. 한 슬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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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경우 아편양제제만을 이용한 정맥 자가통증조 기로

는 진통이 하지 못하므로 정맥 진통제 선택의 다변화

에 따른 연구와 추가로 구조 약제를 포함한 통증 리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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