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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idocaine blocks sodium channels in nerve membranes, which inhibits sodium influx and prevents development 

of an action potential.  For epidural anesthesia, we usually use lidocaine diluted in normal saline or distilled water.  However, 

diluents containing sodium ions may affect lidocaine activity.

Methods: Fifty patients, ASA physical status class I or II, scheduled for elective epidural anesthesia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For epidural anesthesia, we used 14 ml of 2% lidocaine solution made with 7 ml of 4% lidocaine plus an equivalent of 

distilled water (Group DW) or normal saline (Group NS). In the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 a 19 G Arrow catheter was inserted 

3 cm in the cephalad direction in the L3-4 intervertebral space. In the supine position, 3 ml of 2% lidocaine was injected as a test 

dose, and the remaining 11 ml of lidocaine was injected 2 minutes later. We used a pinprick test for evaluation of sensory block levels 

and a Bromage grade for degrees of motor block every 2 minutes during the first 30 minutes.

Results: Levels of sensory block were higher in Group DW than Group NS at 12, 14 and 30 minutes.  The degree of motor block 

was also higher in Group DW at 12 and 14 minutes.

Conclusions: Diluent containing sodium ions reduces sensory and motor block compared to sodium-free solution in epidural anesthesia.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2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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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에서 흔히 쓰이는 국소마취제는 신경말단에서 흥분

을 억제하거나 말  신경의 도를 차단함으로써 감각의 

소실을 가져온다. 신경자극의 도는 신경세포막을 가로지

르는 차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는 특히 나트륨 

이온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이 요한 역할을 한다.1) 국소마

취제는 불활성화 상태의 나트륨 통로에 결합하여 신경세포

의 탈분극을 억제한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은 amide형 

국소마취제이고 acetanilid의 유도체로 마취 발 시간이 빠르

고, 국소자극 증상이 없으며, 지속 시간이 길고, 표면마취제

로서의 작용으로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리도카인

은 침윤마취, 말 신경차단, 척추  경막외 마취 등에 이

용되고 있다.2)

  리도카인은 증류수나 염화나트륨 용액을 용매로 사용하

고 있는데 정맥용은 인체와의 삼투압을 맞추기 해 주로 

염화나트륨 용액을 용매로 사용하고 분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한다. 따라서 나트륨 통로 

차단제인 리도카인은 희석 용매에 따라 리도카인 용액의 

나트륨 농도가 달라지므로 이와 같은 농도 차이가 마취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사용 목 에 

따라 리도카인은 임상에서 여러 가지 용매로 희석을 하여 

투여되고 있다. 4% 리도카인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2%

로 희석하거나 2% 리도카인을 1%로 희석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흔히 사용되는 희석 용매로 생리식염수와 증류수가 

있지만 이들 희석 용매로 리도카인을 희석하여 경막외 마

취를 하 을 때 희석 용매에 따라 마취 효과의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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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DW Group NS

Sex (M/F)

Age (yr)

Height (cm)

Weight (kg)

Epidural distance (cm)

 14/11

  45.0 ± 13.2

165.8 ± 9.8

  63.8 ± 11.2

  4.4 ± 0.5

 16/9

  46.6 ± 13.8

168.8 ± 6.9

 65.4 ± 9.2

  4.4 ± 0.6

Values are mean ± SD. Group DW: epidural injection of 4% lidocaine 

7 ml plus distilled water 7 ml plus epinephrine 0.07 mg (1：200,000 

epinephrine), Group NS: epidural injection of 4% lidocaine 7 ml plus 

normal saline 7 ml plus epinephrine 0.07 mg (1：200,000 epinephrine).

Table 2.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and pH Level in Group DW 
and Group NS

Na (mEq/L) Cl (mEq/L) pH

 Group DW

 Group NS

Undetectable

82.8 ± 1.3

 75.5 ± 0.5

151.0 ± 0.8

5.99 ± 0.02

6.11 ± 0.01

Values are mean ± SD. Group DW: epidural injection of 4% lidocaine 

7 ml plus distilled water 7 ml plus epinephrine 0.07 mg (1：200,000 

epinephrine), Group NS: epidural injection of 4% lidocaine 7 ml plus 

normal saline 7 ml plus epinephrine 0.07 mg (1：200,000 epine-

phrine).

는지에 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막외 마취 시 4% 리도카인과 동량

의 희석 용매로 증류수와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때 감각 차

단과 운동 차단의 정도를 조사하여 희석 용매에 따라 마취 

효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계획 수술이 정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

에 해당하며 경막외 마취의 응이 되는 20−65세의 성인 

남녀 50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 계획서는 본원 임상 

연구 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사 에 본 실험의 목

과 방법에 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환

자는 무작 로 25명씩 두 군으로 나 어 4% 리도카인 7 ml

를 동량의 증류수로 희석하여 2% 리도카인 14 ml를 투여하

거나(distilled water군, DW 군), 동량의 생리식염수로 희석하

여 2% 리도카인 14 ml를 투여하 다(normal saline군, NS 

군). 총 50례의 환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 고, 나이, 성별, 

키, 몸무게, 경막외강까지의 거리에는 두 군 간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모든 환자는 마취 투약으로 midazolam 0.05 mg/kg을 마

취시작 30분 에 근주하 으며, 18G 바늘로 정맥로를 확보

하고 수술실 도착까지는 lactated Ringer's solution을 2 

ml/kg/h로 투여한 후 경막외 마취  10 ml/kg를 빠르게 투

여하고 마취동안에는 유지용량으로 10 ml/kg/h로 정주하

다. 상 환자에게는 우측와 로 L3-4에서 정 선 근법으

로 17G Tuohy 바늘을 사용하여 공기를 이용한 항소실법

으로 경막 외강을 확인하고 19G 경막외 카테터를 두측으로 

3cm 진입시켜 거치한 후 앙와 로 하 다. DW 군은 4% 리

도카인(4% LitainTM, 휴온스, 한국) 7 ml를 동량의 증류수로 

희석한 후 그 용액에 epinephrine을 1：200,000의 비율로 첨

가하여 만든 용액을 사용하 으며 시험용량으로 10 에 걸

쳐 3 ml를 경막 외강에 주입하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분 후 나머지 11 ml를 40 에 걸쳐서 주입

하 다. NS 군은 4% 리도카인 7 ml를 동량의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그 용액에 epinephrine을 1：200,000의 비율로 첨

가하여 만든 용액을 DW 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하 다. 

체 용량 투여 후 2분 간격으로 14분까지, 그리고 최종 감

각 차단 높이를 평가하기 해 30분에 각각 감각 차단 높

이를 평가하 으며 pinprick을 이용하여 쇄골 앙선을 따라 

쇄골  감각과 비교하여 좌우가 동일하게 감각이 감소될 

때에 감각 차단 높이로 간주하 다. 동일한 간격으로 운동 

차단은 Bromage grade를 이용하여 하지의 움직임이 자유로

우면 1 , 무릎 이하(발목  포함)의 움직임(굴곡)이 

가능하면 2 , 무릎의 움직임은 불가능하지만 발목 의 

움직임이 가능하면 3 , 하지의 움직임이 불가능 한 경우에

는 4 으로 하 다.3) 각 실험 약물은 pH meter (Bechman 

Instruments Inc., Fullerton, CA)와 synchron LXI 725 (Bechman 

Instruments Inc., Fullerton, CA)를 이용하여 pH, sodium, 

chloride치를 각각 5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 다. Demogra-

phic data와 사용 약제의 성상은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두 군 간의 감각 차단과 운동 차단의 비교는 카이

제곱검정을 이용하 다. P ＜ 0.05인 경우 통계학 으로 유

의하다고 정하 다.

결      과

  사용 약제의 성상에서 나트륨 농도가 DW 군에서는 측정

되지 않았으며 NS 군에서는 82.8 ± 1.3 mEq/L로 측정되었

다. Chloride 농도는 DW 군에서 75.5 ± 0.5 mEq/L, NS 군에

서 151.0 ± 0.8 mEq/L로 DW 군이 NS 군보다 낮게 측정되

었다. pH도 DW 군에서 NS 군보다 낮게 측정되었다(Table 

2).

  감각 차단의 높이는 리도카인 투여 후 2분에서 10분까지

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차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12분에서는 DW 군에서 

T4.6인데 비하여 NS 군에서 T6.7로, 14분에서는 DW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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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evels of sensory block by pinprick test. Group DW: epidural 

injection of 4% lidocaine 7 ml plus distilled water 7 ml plus 

epinephrine 0.07 mg (1：200,000 epinephrine), Group NS: epidural 

injection of 4% lidocaine 7 ml plus normal saline 7 ml plus 

epinephrine 0.07 mg (1：200,000 epinephrine). Time indicates minutes 

following total volume of lidocaine injection via epidural catheter. 

Level of sensory block was higher in group DW than group NS at 

12, 14, and 30 min. *: P ＜ 0.05 vs group NS.

Fig. 2. Degrees of motor block by Bromage grade in right (A) and left (B) legs.  Group DW: epidural injection of 4% lidocaine 7 ml plus 

distilled water 7 ml plus epinephrine 0.07 mg (1：200,000 epinephrine), Group NS: epidural injection of 4% lidocaine 7 ml plus normal saline 

7 ml plus epinephrine 0.07 mg (1：200,000 epinephrine). Time indicates minutes following total volume of lidocaine injection via epidural catheter. 

Degree of motor block was higher in group DW than group NS in both legs at 12, 14 min. *: P ＜ 0.05 vs group NS.

T4.5인데 비하여 NS 군에서 T6.7로 DW 군의 감각 차단 높

이가 높았다(Fig. 1). 최종 감각 차단 높이는 마취 30분 후

에 측정하 는데 DW 군에서 T4.4인데 비하여 NS 군에서 

T6.7로 DW 군이 높았다(P ＜ 0.05). 

  운동 차단의 정도는 리도카인 투여 후 2분에서 10분까지

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2분에서는 

우측 하지에서 DW 군은 1.64, NS 군은 1.28로 나타났고 좌

측 하지에서 DW 군은 1.72, NS 군은 1.32로 나타났고 14분

에서는 우측 하지에서 DW 군은 2.00, NS 군은 1.40로 나타

났고 좌측 하지에서 DW 군은 1.88, NS 군은 1.36로 DW 군

에서 NS 군보다 차단 정도가 높았다(P ＜ 0.05)(Fig. 2).

고      찰

  리도카인은 임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국소마취

제로 신경 내의 기  도를 차단시켜 효능을 보인다. 

도 차단을 해 나트륨 통로에 결합하여 구조 인 변화를 

일으키고 나트륨의 투과도를 떨어뜨려 신경세포의 탈분극

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1) 경막외 마취 시 리도카인은 

paravertebral space의 척수신경과 경막내 척수신경, 그리고 

척수에 작용하여 마취 작용을 나타낸다.4)

  본 연구에서는 4% 리도카인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NS 

군에서 최종 감각 차단 높이가 T6.7로 증류수로 희석한 

DW 군의 T4.4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운동 신경 차단에

서는 NS 군에서 투여 14분 경과시 Bromage grade가 우측 

1.40, 좌측 1.36로 DW 군의 우측 2.00, 좌측 1.88보다 차단 

정도가 더 낮았다. Kanai와 Hoka도5) 2% 리도카인을 동량의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만든 1% 리도카인은 1% 순수 리도

카인보다 경막외 감각 신경 차단의 효능이 떨어진다고 하

다. 희석용액으로 사용한 생리식염수에는 1 ml 당 9 mg

의 염화나트륨(0.9%)이 함유되어 있고, 그  나트륨은 154 

mEq/L가 들어 있다. 4% 리도카인의 희석 용액으로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첨가한 군에서는 나트륨치가 82.8 mEq/L로 

측정되었고, 증류수로 희석한 군에서는 나트륨이 측정되지 



 김정호 외 5인：희석 용액에 따른 경막외 마취 비교

259

않았다(5 mEq/L 이하). 국소마취제는 신경 세포막의 구조  

변화를 일으켜 나트륨 이온의 세포내로의 이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국소마취제는 신경 기 흥분성의 역치를 증가시켜

서 결과 으로 탈분극을 억제한다. 신경 기 흥분성은 세

포외액의 나트륨 이온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6) 세포외액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국소 신경 흥분성이 증가

하기 때문에 마취에 필요한 국소마취제 양이 증가되고, 동

량의 국소마취제 사용 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7) 따라서 

희석액으로 증류수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 을 때 경막외 

마취에 이용하는 리도카인 내의 나트륨 농도 차이로 인하

여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 차단의 높이와 정도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Schimek 등은8) 등장성 나트

륨 용액과 등나트륨(isonatric) 용액의 비교에서 등장성 나

트륨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자극에 한 A-fiber의 불응

기가 두 배로 증가하고, 자극시 A-, C-fiber의 막 의 진폭

이 감소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기 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에서도 나트륨 이온 농도가 높은 NS 군에서 감각  운

동 차단이 낮게 나타난 원인이 나트륭 이온 농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Hähnel 등은9) 희석용액에 따른 기 지를 통해 흡수된 리

도카인 장 농도의 비교에서 증류수를 희석 용액으로 사

용한 경우가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높은 리도

카인 장 농도를 보 다고 하 다. 이것은 DW 군이 NS 

군보다 lipophilicity가 커서 흡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경막 외강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lipophilicity가 큰 DW 군에서 경막 외강 내 지방에 더 많이 

흡수되어 상 으로 작은 lipohilicity를 가진 NS 군보다 차

단 범 가 작아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DW 군이 NS 군보다 감각  운동 차단이 더 높게 나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lipophilicity는 감각  운동 차단 

정도에 미치는 향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리도카인은 2%, 4% lido-

caine HCl이다. 제조사에 따라 lidocaine HCl은 용매에 염화

나트륨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자는 

본 실험 에 비 실험에서 4% 리도카인(4% LitainTM, 휴

온스, 한국) 7 ml와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군과 상용

화된 2% 리도카인(2% Lidocaine HClTM, 한, 한국) 14 ml

를 비교한 실험을 하 다. 상은 2% 리도카인을 사용한 

군보다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군에서 나트륨이 국소마취제

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상하 다. 

그러나 10여명씩의 자료가 모아졌을 때 상과는 달리 두 

군 사이에 감각 차단이나 운동 차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오히려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군에서 감각 차

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상과 다른 결과에 약제 성분 

검사를 시행하 더니 2% 리도카인에서는 91 meq/L의 나트

륨치가, 4% 리도카인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용액에서는 

82.8 meq/L의 나트륨이 검출되었다. 2% 리도카인에는 주로 

정맥투여용으로 이용하기 해 인체와 유사한 삼투압을 맞

출 목 으로 용매제로  0.5% 염화나트륨(5 mg/ml)이 포함되

어 있었고 4% 리도카인은 주로 정맥투여보다는 분무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삼투압 조정이 필요없고 용매로 증류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동량의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4% 리도카인은 0.45% 나트륨 용액이 되어 2% 리도

카인과(0.5% sodium) 비슷한 성상이 되었고 결과 으로 두 

군 간에 마취 역가에서도 미미한 차이를 보 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상과는 다르게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군에서 

감각 차단이 높은 경향을 보인 이유가 설명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 리도카인의 희석용액으로 생리식염

수와 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증류수를 사용하여 두 군 간

을 비교하 고 상 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군에서 경막

외 마취 시 마취 높이가 낮게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감각 신경 차단이 고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마취의 높

이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로 정 하 는데 DW 군은 

8.9분, NS 군은 7.5분으로 NS 군에서 더 빨리 고정이 되었

다. 즉 희석 용액으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경우에 감각 차

단 높이도 낮았지만 고정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DW 군의 pH는 평균 5.98이었고 NS 군에서

는 pH 6.10으로 측정되었다. 국소마취제의 작용 발  속도

를 직  비교하지는 못하 지만 생리  pH에 좀 더 가까운 

NS 군에서 최종 감각 신경 차단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볼 때 발  속도도 NS 군에서 더 빨랐을 것으로 생

각된다. Di Frazio 등도10) 생리 인 pH에 근 할수록 2% 리

도카인의 발  속도가 빠르다고 하 다. 자는 각 개인에

서 시간에 따른 마취 높이의 변화를 찰하 는데, 10분 이

후에 마취 높이가 증가한 경우가 DW 군은 8명, NS 군은 3

명이었으며, 12분 이후에 마취 높이가 증가한 경우가 DW 

군은 2명, NS 군은 없었다. 결과 으로 12분 이후에 마취 

높이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 볼때 2% 리도

카인을 사용한 경막외 마취 시 마취 높이를 평가하기 해

서는 최소한 12분 정도를 면 히 찰하는 것이 좋다고 생

각된다. 

  경막외 마취의 발 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주입되는 

국소마취제의 용 , 주입 속도, 나이, 몸무게, 키, 그리고 주

입시의 환자 체  등이다.11) 환자의 체 가 경막외 마취의 

발 에 향을 미치는 것에 한 논란이 있으나, Apostolou 

등은12) 측와 에서 2% 리도카인을 주입하여 경막외 마취 

시 발  속도, 작용 시간, 마취 범 가 비의존부보다 의존

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측 측

와 로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하고 앙와 에서 국소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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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입했는데, 두 군 모두에서 평균 으로 양쪽 다리의 운

동 차단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감각 차단 

높이도 두 군 모두에서 좌측과 우측이 동일하게 차단되었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방사선 촬 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

지만 우측와 로 인하여 경막외 카테터가 의존부나 비의존

부  한쪽방향으로 편향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막외 마취 시 4% 리도카인은 희석용액에 따라 감각 차

단 범 와 운동 차단 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희석용

액으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류수에 비하여 

감각 차단의 높이나 운동 차단의 정도가 감소된다. 이러한 

감소는 희석용액 내 나트륨 이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경막외 마취 시 리도카인을 희석하여 사용할 때

에는 희석용액의 농도뿐만 아니라 희석용액의 성상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 리도카인이 사용되는 

다른 침윤 마취, 말  신경 차단, 척추 마취 등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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