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3; 44: 488∼493

488

서      론

  척추마취는 독일의 Bier에 의해서 1898년 처음 시

행된 이래로
1)
 각종 수술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척추마취 시 국소마취제 투여에 따르는 감각차단

의 높이는 연령과 신장, 주입량 및 천자 부위, 국소

마취제 농도 및 비중, 체위, 바늘의 사단 방향, 반복

주사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연령

과 감각차단의 높이와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으며 특

히 인접 연령층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신장도 성인에 있어서 감각차단의 크기를 예

측 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없고 단지 지나치게 크

거나 작을 때는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젊은 성인에서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경우에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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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relationship among age, height and sensory block height in elderly patients who 

underwent spinal anesthesia using 0.5% heavy bupivacaine were studied.

  Methods:  Ninety-seven elderly patients, 65 years of age or older, who were scheduled for spinal 

anesthesia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8 mg of 0.5% heavy bupivacaine was injected in patients 

who were shorter than 160 cm, and 9 mg was injected in patients who were taller than 160 cm.  Then 

they were further divided into a 65-74 year old group and an older than 75 year old group, and the 

area of sensory block was compared by the age and height.

  Results:  Sensory block heigh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65-74 year old group 

and the older than 75 year old group.  Height did not correlate with sensory block height in all groups, 

and the distribution shapes showed variable patterns.

  Conclusions:  The effect of age and height on the spinal sensory block height in elderly patients 

is small.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48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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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의 용량과2) 감각차단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일

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65세 이상의 노

인환자의 척추마취는 젊은 성인과 달리 용량과 감각

차단의 높이와의 관계가 불확실하여 종종 예상보다 

훨씬 고부위 감각 및 운동신경 차단이 일어나는 경

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의 억제가 동반

되어서 기도확보를 위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교감신경 

차단에 의한 심한 저혈압과 심장으로 가는 cardiac 

accelerating nerve fiber의 억제로 인한 심각한 서맥 

또는 심정지의 가능성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신경계 및 척추의 해부학

적 변화 그리고 뇌척수액의 변화가 노인환자의 척추

마취 시 젊은 성인과 비교할 때 동일 용량에서 상이

한 감각 차단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이며, 노인환

자 척추마취 높이는 젊은 환자에 비하여 3-4분절 

정도 차이가 난다는 보고와 1-2분절 정도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척추마취

를 위하여 0.5% 고비중 bupivacaine 8 mg과 9 mg을 

투여하고 연령, 신장 분류에 따른 감각차단의 높이

를 측정하고 연령에 따른 감각차단 높이의 차이와 

신장에 따른 감각차단 높이와의 상관관계와 분포 모

양을 관찰하 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하복부, 하지 수술 및 비뇨기계 수술을 받기로 계

획된 환자 중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상태 분류 I, II 

급에 해당되는 환자로 척추 마취의 절대적 혹은 상

대적 금기가 없으며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나 척추이

상 등의 질환이 없는 수술 예상 시간이 100분 이내

로 예상되는 환자 중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승낙

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하 다.

  대상 환자들은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 74세 이하 

군(group A)과 75세 이상 군(group B)으로 나누었고 

각 군에서 다시 신장에 따라 160 cm 이하를 I군, 

160 cm 이상을 II군이라 하여 A-I, A-II, B-I, B-II의 

네 군으로 관찰하 다(Table 1).

  Group A-I: 65세 이상 74세 이하이면서 신장이 

160 cm 이하

  Group A-II: 65세 이상 74세 이하이면서 신장이 

160 cm 이상

  Group B-I: 75세 이상이면서 신장이 160 cm 이하

  Group B-II: 75세 이상이면서 신장이 160 cm 이상

    연구방법

  대상 환자들은 수술실 도착 후 비 침습적 자동혈

압계(blood pressure monitor, MPV-7201, NIHONKO-

HDEN. JAPAN)와 심전도가 부착된 감시 장치를 환

자에게 거치 하 으며 마취 시술 시 마취높이에 

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수술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측와위로 한 후, 무균 

조작 하에 25 G 척추바늘을 사용하여 제 3－4 요추 

간에 정중 접근법으로 바늘의 사단을 척추와 평행

으로 하여 경막을 천자 한 후, 뇌척수액의 유출을 

확인 하고 8% glucose가 포함된 0.5% 고비 중 bu-

pivacaine (MarcaineⓇ, Astra, Sweden)을 주입하 다. 

Bupivacaine의 용량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장이 160 

cm 이하인 A-I군과 B-I군은 8 mg을, 신장이 160 cm 

이상인 A-II군과 B-II군은 9 mg을 반복 혼합 없이 

30초에 걸쳐서 서서히 주입하 다.

  국소마취제 주입 후 환자는 곧바로 앙와위로 하

으며, 모든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주입 전에 Lac-

tated Ringer 용액 200 ml을 정주하 고 척추 마취 

전보다 평균 동맥압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는 저

혈압으로 간주하고 ephedrine 4 mg씩을 정주 하

다. 감각신경 차단 범위는 23 G 바늘을 이용한 pin- 

prick 방법으로 확인하 다. 마취 후 처음 5분까지는 

수시로, 그 후 30분까지는 5분 간격으로 통증의 감

Table 1. Demographic Data of Patients
ꠧꠧꠧꠧꠧꠧꠧꠧꠧꠧꠧꠧꠧꠧꠧꠧꠧꠧꠧꠧꠧꠧꠧꠧꠧꠧꠧꠧꠧꠧꠧꠧꠧꠧꠧꠧꠧꠧꠧꠧꠧꠧꠧꠧꠧꠧꠧꠧ

Group Age (yr) Height (cm) Weight (k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I (n = 22) 69.3 ± 2.3 151.2 ± 6.2 48.8 ± 6.4

A-II (n = 34) 69.4 ± 3.3 167.4 ± 4.5 60.0 ± 8.0

B-I (n = 17) 80.2 ± 5.0 153.1 ± 4.3 49.2 ± 6.6

B-II (n = 25) 80.4 ± 3.7 166.0 ± 4.9 55.3 ± 7.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ws are expressed as mean ± SD. group age: 66-

74 yr height; ＜ 160 cm, group age: 65-74 yr height; 

160 cm, group age: ≥ 75 yr height; ＜ 160 cm, group 

age: ≥75 yr height;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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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통 분절의 높이를 측정하

고 연령 구분에 따라 감각 차단높이가 변화하는지 

여부와 신장과 감각차단 높이와의 상관관계 및 분

포 모양을 관찰하 다.

  자료 분석은 PC-SAS (version 6.11)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군의 각 변수에 대한 산술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 으며, 네 군의 비교는 ANOVA를 이용

하 다.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을 이용하

으며, 모든 통계적 검정은 5% 유의수준에서 판정하

다.

결      과

  감각신경의 최고 차단높이를 연령 구분에 따라 

비교한 결과 A-I군과 B-I군이 각각 T6.9 ± 1.9 

(T3-T10), T6.9 ± 1.8 (T4-T10)이었고 A-II군과 B-II

군은 각각 T6.6 ± 1.6 (T4-T10), T7.0 ± 1.9 (T4-

T10)로 연령 구분과 감각차단 높이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볼 수 없었다(Table 2).

  최고 차단높이를 신장 구분에 따라 비교한 결과 

A-I군과 B-I군 및 A-II군와 B-II군 모두에서 낮은 상

관관계를 보 고 분포 모양도 다양하 다(Table 3, 

Fig. 1, 2).

고      찰

  Bupivacaine hydrochloride이 1957년 Ekenstam에 의

해 합성된 이래, 1966년 Ekblam과 Widmen에 의해 

포도당을 혼합한 고비중 bupivacaine으로 척추마취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0.25-0.75%까지 다양한 농도

로 척추마취에 사용되고 있다.
3)

Table 2. Sensory Block Height
ꠧꠧꠧꠧꠧꠧꠧꠧꠧꠧꠧꠧꠧꠧꠧꠧꠧꠧꠧꠧꠧꠧꠧꠧꠧꠧꠧꠧꠧꠧꠧꠧꠧꠧꠧꠧꠧꠧꠧꠧꠧꠧꠧꠧꠧꠧꠧꠧ

Height of 
Group

sensory block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I T6.9 ± 1.9

A-II T6.6 ± 1.6

B-I T6.9 ± 1.8

B-II T7.0 ± 1.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Table 3. Correlation between Height and Block Height in 
4 Groups

ꠧꠧꠧꠧꠧꠧꠧꠧꠧꠧꠧꠧꠧꠧꠧꠧꠧꠧꠧꠧꠧꠧꠧꠧꠧꠧꠧꠧꠧꠧꠧꠧꠧꠧꠧꠧꠧꠧꠧꠧꠧꠧꠧꠧꠧꠧꠧꠧ
Group Level (r)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I 0.149 0.52

A-II -0.012 0.95

B-I -0.007 0.98

B-II 0.305 0.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Group A-I, Age: 65

-74 yr, Height; ＜ 160 cm, Group A-II, Age: 65-74 yr, 

Height; ≧ 160 cm, Group B-I, Age: ≧ 75 yr, Height; ＜ 

160 cm, Group B-II, Age: ≧ 75 yr, Height; ≧ 160 cm.

Fig. 1.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Block Height and 

Height in Group A-I and A-II •: 75 yrs ＜, ￭: 75 yrs 
≧,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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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Block Height and 

Height in Group B-I and B-II, •: 75 yrs ＜, ▴: 75 yrs 
≧,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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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다른 국소마취제에 비해 bupivacaine은 

혈압의 저하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 용해도가 높

아서 마취의 강도가 높고, 단백질결합이 잘 되므로 

작용시간이 길며, pKa가 낮아 작용발현이 느리다고 

한다.
4,5)

  척추마취에 사용하는 bupivacaine은 뇌척수액의 비

중과 비교하여 저비중, 등비중, 고비중으로 나누어지

는데, 고비중 bupivacaine은 마취의 발현이 빠르고 

감각소실의 분절높이가 높으며 작용시간이 짧고, 등

비중 bupivacaine은 마취의 발현이 느리고 작용시간

이 길다고 하나,
6) 
고비중 bupivacaine이 약제의 분포

를 조절하기 쉬워 주로 사용되고 있다.
7,8)

  척추마취에 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9-13) 

주 향인자로는 환자의 연령과 신장,
14) 
천자부위와 

주입량, 바늘의 사단방향과 국소마취제의 농도,
13) 
주

입속도 및 국소마취제의 비중과15) 체위, 복압 유무 

등이 있다.

  연령이 감각차단 높이에 미치는 향은 보고가 다

양하여 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향이 

없다는 보고가 있다.

  Pitkanene 등은
16)
 0.5% 등비중 bupivacaine 15 mg 

(3.0 ml)로 척추마취를 할 경우 마취의 높이가 젊은 

세대(20대)의 경우 T9, 고령 세대(70대)의 경우 T7로 

차이가 있지만 인접 세대간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다

고 보고하 다. 김병기 등은9) 17-63세 비 노인 군

을 대상으로 평균 신장 168 cm의 환자 군을 0.5% 

고비중 bupivacaine 11 mg (2.2 ml)으로 척추마취를 

하 을 때 최고 감각차단의 높이는 T7.0 ± 1.6라고 

보고하 다. 노인환자의 척추마취의 연구에 있어서 

이귀용 등은
17)
 0.5% 고비중 bupivacaine 7 mg을 주입

한 후 T7.5 ± 2.4 (중수위 T8)의 감각차단을 보고했

는데 이 연구 환자군의 평균나이는 77.9 ± 5.9, 신

장 151.0 ± 6.2 cm, 몸무게 51.5 ± 10.1 kg이었다. 

Liu 등도18) 0.75% bupivacaine 7.5 mg을 사용하여 유

사한 결과(중수위 T7)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 따르면 평균 신장 151.2 ± 6.2 cm의 

65-74세 노인환자(Group A-I)는 감각차단의 높이가 

T3-T10까지로 평균 T6.9 ± 1.9이고, 평균 신장 

167.4 ± 4.5 cm의 65-74세 노인환자(Group A-II)는 

감각차단의 높이가 T4-T10으로 평균 T6.6 ± 1.6이

었다. 또한 평균 신장 153.1 ± 4.3 cm의 75세 이상 

노인환자(Group B-I)는 감각차단의 높이가 T4-T10으

로 평균 T6.9 ± 1.9, 평균 신장 166.0 ± 4.9 cm의 

75세 이상 노인환자(Group B-II)는 감각차단의 높이

가 T4-T10으로 평균 T7.0 ± 1.7로 연령에 따른 비

교에 있어서 이귀용 등의17) 연구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국소마취제 용량을 결정하는 인자들 중에 환자의 

개인적 특징으로 신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 신장

에 있어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장보다는 척추

의 길이가
16,19)
 마취높이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보

고도 있으나 신장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으면 

큰 향은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Greene에
15)
 

의하면 동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척추마취를 

할 경우 키 큰 사람보다는 키 작은 사람에서 보다 

높은 척추마취 높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는데 이

는 척추강내 뇌척수액의 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입된 국소마취제가 희석되어 위쪽으로 확산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마취높이가 다르다고 하 으며 

키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임상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고 또한 Brown 등에 의하면6,20) 고비 중 

bupivacaine 7.5-15 mg 사이의 용량에서는 차단 높

이에 향이 없다고 하 고, Chambers 등은
21)
 고비 

중 tetracaine 10-20 mg 사이의 용량은 차단 높이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으며 10 mg 이하 군과 

10 mg 이상 군에서 2.5 피부분절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 보고가 있는데 이는 여러 가

지 인자들이 척추마취 높이에 향을 미치고 아울러 

L3-4의 전만 과 T5에서의 측만 사이에서 고비중의 

특징인 하향으로 약물의 퍼짐도 중요인자로 작용한

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감각차단 높이와 신장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상관계수를 보면 각 군 각각 0.149, -0.007, 

-0.012, 0.305로 나타나 감각차단 높이와 신장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장을 각

각 160 cm 미만 군(138-159 cm), 이상 군(160-178 

cm)으로 분류하여 투여 용량을 8 mg, 9 mg으로 투

여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투여 용량의 향을 배제 

할 수는 없으나 Chambers 등의 보고를 고려하면 8 

mg, 9 mg 투여는 동일 조건에서 최고 차단 높이의 

차이가 없을 수 있으므로 동일 용량을 투여한 비교

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Fig. 1, 2에서 보면 차단 높이의 분포가 어떤 

일정한 모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신장, 연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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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외의 여러 복합적인 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노인에서는 중추신경의 퇴행성변화,
22)
 척추굴곡의 

해부학적 변화,23) 척수 액의 감소14) 등으로 젊은 사람

보다 동량의 국소마취제 투여 시 감각차단이 3-4분

절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14,24,25)
 있으나 Racle 

등은26) 1-2분절정도 차이로 연령 자체는 척추마취

의 분절 확산에 중요치 않다고 하 다. 본 연구 결

과에 의하면 노인환자의 0.5% 고비중 bupivacaine을 

사용한 척추 마취 시, 신장 152 cm에서 0.5% 고비중 

bupivacaine 8 mg 사용 한 젊은 성인의 감각차단 높

이가 T12 임에 비해 노인 감각 차단높이는 T7이었

다. 신장 167 cm에서는 0.5% 고비 중 bupivacaine 9 

mg 사용한 젊은 성인의 감각차단 높이는 L1이었고 

노인의 감각 차단높이는 T7로, 약 5-7분절 정도의 

차단높이 차이가 나타난다. 한편 Dripps 등에 의하면 

20-29세의 젊은 성인에서 T7 감각차단을 위해, 신

장 152 cm에서 0.5% 고비중 bupivacaine 11.5 mg, 신

장 167 cm에서는 13.5 mg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한 노인용량과 젊은 성인에 있어서 

용량 차는 3.5-4.5 mg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노인에서 젊은 사람과 비교시 동일 감각차단의 

높이를 위해서는 분절 당 약 0.7 mg만큼의 감량투여

가 필요하다 하겠다.

  노인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향 자체보다 개인적

인 변이와 특성이 건강상태 주 요인으로 작용되어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65-74세와 75세 이상의 감각

차단의 차이점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왔는데 65세 이상에서는 기본적인 생체요구와 최대 

기관능력 사이의 기능적 생체능력 보유가 연령에 따

른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27)

  그러나 다양한 감각 차단 높이가 관찰되므로 노인

에서 필수적으로 척추마취가 요구되어지는 환자의 

상복부 수술시 젊은 성인용량으로 투여함으로 인한 

고위 전 척추마취의 위험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

므로 노인 척추 마취 시 얼마만한 용량을 줄여야지 

하는지의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투

여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

히 담낭절제술과 같은 상 복부 수술시 충분하고도 

적절한 투여용량을 결정하여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국소마취제 용량 결정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서 척추마취시 

0.5% 고비중 bupivacaine의 신장에 따른 8 mg, 9 mg 

투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한 차단높이를 보 으

며, 동일 투여 용량에서 신장과 감각 차단높이와의 

상관관계는 낮았다.

  그러나 신장 구분 없이 동일 투여용량에 대한 비

교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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