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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강 확인법으로서 Drip infusion법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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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p infusion method as a useful indicator for identification of the epidural space 

Si Young Ok, Seung Hwa Ryoo, Young Hee Baek, Sang Ho Kim, Soon Im Kim, Sun Chong Kim, Wook Park, and Dan Song*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urger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Cervical epidural anesthesia (CEA) is used for pain control and surgical procedures of the head and neck or upper 

arm areas.  However, the failure rate of CEA is reported to be high, is the failure rate being quite higher than other sites, because 

of the anatomical differences of the cervical spine.  We hypothesized that the loss of resistance (LOR) method combined with the 

drip infusion method for confirmation of the cervical epidural space can reduce the failure rat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efulness 

of the drip infusion method.

  Methods:  One hundred chronic renal failure patients undergoing arteriovenous bridge graft for hemodialysis at the upper arm under 

cervical epidural anesthesia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In the cervical epidural puncture, we identified the cervical epidural space 

using a combination of the LOR method with the drip infusion method.  After confirmation of the epidural space with LOR method, 

we decided it was the true epidural space when fluid dripping to the space was present.  Otherwise, if fluid dripping was not present, 

we designated it was pseudo LOR, and we found the true epidural space using the drip infusion method only.

  Results:  In all cases, the combined LOR with drip infusion method, identify the epidural space.

  Conclusions:  Combined LOR with drip infusion method is an efficacious method for the confirmation of the cervical epidural 

space.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181∼4)

Key Words:  Cervical epidural puncture, Drip infusion method, Epidural space, Ligamentum flavum, Loss of resistance method.

서      론

  경추 경막외마취는 두경부, 상완부  흉부의 , 만성 

통증 조  목   수술을 한 부 마취의 목 으로 시행

되고 있다[1-5]. 그러나 경추 경막외마취의 실패율은 6.9%라

고 보고되어 있다[6]. 이처럼 다른 부 의 경막외 마취에 비

해 실패율이 높은 원인은 천자부 의 해부학 인 차이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10]. 이에 자들은 경추 경막외

강 확인에 있어 항소실법과 drip infusion법[11,12]을 병행

하면 경막외강 확인에 정확도를 높  경추 경막외마취의 

실패율을 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를 계

획하 다.

상  방법

  만성 신부 으로 액투석을 받기 해 상완 인조 을 

이용한 동-정맥 술식을 시행 받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2, 3에 해당하는 100명의 환자를 상으로 경추 경

막외마취를 시행하 다. 본원 임상 연구 윤리 원회의 승

인 하에 마취  환자를 방문하여 연구 목 과 연구  발

생 가능한 합병증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

다. 환자의 성별, 나이, 체 , 신장은 다음과 같았고(Table 1), 

기왕력 상 고 압, 당뇨, 심장 질환, 폐 질환이 있었던 환자

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Table 2). 모든 환자는 마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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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Sex (M/F)

Age (yr) 

Weight (kg)

Height (cm)

 41/49

 61.9 ± 12.5

58.4 ± 9.6

157.3 ± 9.1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Table 2. Patient's Past History

Past history Case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eart disease

Lung disease

 84

 40

 22

  4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순 경추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 으며, 경추 수술을 받았거

나 경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경추 경막외

마취를 거부하거나 액응고 검사 상 이상이 있는 경우는 

상에서 제외하 다.

  경추 경막외마취 30분  glycopyrrolate 0.2 mg  mid-

azolam 2 mg 근주로 마취 투약하 고, 수술실 도착 후 비

침습  동맥압, 심 도, 심박수, 맥박산소포화도 등의 기본

인 감시를 하 다.

  좌  하에 목을 최 한 굴곡 시킨 상태에서 환자의 손은 

자연스럽게 반  측 무릎을 잡게 한 후 제 6-7 경추 간 혹

은 제 7 경추-제 1 흉추 간에서 17 gauge Tuohy needle로 정

법으로 경추 경막외천자를 시행하 다.

  공기를 이용한 항소실법으로 항소실이 나타나면 유

리주사기를 제거하고 drip infusion법(100 ml 생리식염수를 

Tuohy needle보다 30 내지 40 cm 높게 치시켜 연결한 후 

수액로를 완 히 개방하고 수액의  여부를 보는 방법)

을 시행하여 수액이 되는 경우는 경막외강이라고 단

하 다. 반면 수액이 되지 않으면 양성 항소실이라 

단하고 수액로를 연결시킨 상태로 수액이 될 때까지 

천자침을 진하여 그 지 을 경막외강이라고 단하 다.

  두 경우 모두 경막외강이 확인된 후에는 카테터를 5 cm 

삽입하고 시험 용량을 주입하여 내 혹은 거미막하 주

입 유무를 확인하고 추가로 0.375% ropivacaine 12 ml와 

fentanyl 20 μg 혼합액을 주입하 다. 부 마취 범 의 목표

는 당김통을 감안하여 감각 차단 범 를 C3에서 T5 사이로 

하 고 약제 주입 후 20분까지 5분 간격으로 pin-prick 검사

로 감각 차단 범 를 확인하 다. 모든 시술은 한 사람의 

마취통증의학과 문의가 시행하여 시술자간에 따른 오차

를 가능한 도록 하 고 카테터가 경막외강에 정확히 

치되어 이를 통해 국소마취제가 올바르게 주입된 것은 경

막외마취의 성공여부로 단하 다.

결      과

  항소실과 수액 의 시 이 일치한 경우는 53명이었

으며, 두 시 이 일치하지 않아 drip infusion법을 시행하면

서 천자침을 더 진행시켜야 했던 양성 항소실의 경우

는 47명이었다. 실험을 진행하던  1 에서 경추 경막외천

자 시 뇌척수액이 유출되는 합병증이 발생하 으나 추후 

신경학  이상 소견은 발생하지 않았고, 상기 환자는 실험 

상에서 제외하 다. 경막외마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

마취로 환한 경우는 없었다.

  국소마취제 주입 20분 후 감각 차단 범 는 C3.0 ± 0.98 

(C2−C5)에서 T7.5 ± 3.0 (T3−T12) 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자들은 경추 경막외강 확인 시 항소실

법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성 항소실로 인한 

문제를 이는데 drip infusion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방법

이 효과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막외마취시 우발 인 경막천자와 이로 인한 합병증은 

모든 부 의 척추에서 발생될 수 있다. 특히 경추 부 의 

척수가 손상을 입는다면 매우 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

다. 따라서 부분의 마취통증의들은 경추 경막외천자 시에

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술 하고 있다.

  경막외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공기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항소실법[13], hanging drop법[13], 압력의 변화를 

감시 하는 방법[14-16], 음  감시 하 경막외천자법[17-19], 

음  탐지법[20,21], drip infusion법[11,12], Queckenstedt test

를 이용하는 방법[22], 신경자극기를 사용하는 방법[23-25]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항소실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Rissanen과[7] Sharrock은[8] 양성 항소실에 

해 보고하면서 이들은 천자침이 경막외강에 도달하지도 않

았는데도 항소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 극돌간

인 의 변성으로 인해 공동형성이 된 부 로 천자침이 진

행된 결과로 이를 설명하면서 61−79세 노인의 경우 요추 

부  부검 결과 85%에서 극돌간인 에 공동형성이 있었다

고 보고하 다. 

  한 Hogan은[9] 척추에 한 해부학 인 연구 결과 경추

부 에는 황인 에 틈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흉추와는 달

리 극돌간인 가 불완 하거나 거의 없어 LOR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C7-T1 이상 부 의 경막천자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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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따른다고 보고하 다. 이후, Lirk 등은[10] 52명의 사

체로부터 C3-T5 사이의 척주를 채취하여 해부, 조직학  연

구를 시행한 결과 태생학 으로 황인 의 midline fusion이 

이루어지지 않아 틈이 있는 경우가, C3-C4: 66%, C4-C5: 

58%, C5-C6: 74%, C6-C7: 64%, C7-T1: 51%, T1-T2: 21%, 

T2-T3: 11%, T3-T4: 4%, T4-T5: 2%, T5-T6: 2% 으며 이 틈

의 평균 넓이는 1.0 ± 0.3 mm라고 보고하 다. 따라서 경추 

경막외천자시 황인 를 안 한 landmark로 항상 믿어서는 

안 되며, 경추 경막외천자시 주로 이용되는 C6-C7, C7-T1의 

경우, 50% 이상에서 틈이 있어 불확실한 항소실법으로 

인해 경막 천자나 척수의 손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 항소실로 인해 천자침의 경막외

강 진입 여부가 정확하게 단되지 않는 경우가 47/100명이

었고 이런 결과는 Lirk 등이[10] 발표한 C6-T1 사이의 틈의 

평균인 57.5%와는 다른 결과 으나 그 이유는 천자침이 항

상 정 선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 다

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경추 경막외천자 시에는 항소실

법이 정확치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실법을 시행함

과 동시에 다른 방법들을 경막외강 확인에 병행하는 것이 

안 하겠다. 실제 Kil 등은[17] 7세 이하의 소아를 상으로 

수술  음 로 경막외강까지의 깊이를 미리 측정한 후 

요추 경막외천자 시에는 drip infusion법을 이용함으로써 

179/180명(99.4%)에서 한번 시도로 경막외천자가 성공되었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성인 경추의 경우에는 경막외강까지의 깊이가 깊

어 음 로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운 이 있으며 고가

의 장비를 사용함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이 간편한 drip infusion법을 항소실법의 

보조 인 방법으로 병행 이용하 다. 

  Drip infusion법에 해서는 Matsuda가[11] 처음 보고한 이

후 Yamashita와 Tsuji 등이[12] 9세 이하의 소아 350명(요추

부 300명, 흉추부 50명)을 상으로 drip infusion법으로 경막

외강을 확인하여 97.7%인 342명에서 정확도를 보 다고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100  모두에서 drip infusion법으

로 경막외강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경우에서 성공 으로 경

추 경막외마취가 되었다.

  본 연구는 만성 신부  환자에게 동-정맥루 형성술식을 

시행하기 해 경추 경막외마취를 하 으며 이와 같은 

 수술시 경막외마취의 장 에 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26,27]. 그러나 경추 경막외마취나 고  척추마취시에

는 Bezold-Jarisch reflex로 인한 서맥과 cardioaccelerator fiber 

block으로 인한 서맥을 특히 조심해야 하며 이에 한 신속

한 치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두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하 기 

때문에 각 방법의 경막외강 확인에 한 정확도  민감성

을 독립 으로 서로 비교하지 못하 다는 을 들을 수 있

겠다.

  결론 으로 경추 경막외천자 시 양성 항소실로 인한 

험을 이기 해 항 소실법에 병행하여 drip infusion법

을 시행하는 것은 유용하고 안 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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