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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유아 및 소아의 요추부에서의 피부-경막외강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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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Lumbar epidural block is now a popular technique for anesthesia and post operative analgesia.  It may be helpful 

for prevention of complication during this procedure to know the depth from the skin to the lumbar epidural space before the 

procedur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depth from the skin to the lumbar epidural space and to determine any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a patient’s data (age, weight, and height) and the measured depth in Korean children.

  Methods:  We investigated the electronic records of 662 Korean children who were received urologic surgeries with epidural 

catheterization for postoperative analgesia.  The patients’ gender, age, weight, height and epidural depth were recorded and analyzed 

with multiple linear regression test using SPSS 13.0 (SPSS Co., Ilinois, USA). 

  Results:  The patient’s age and weigh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he skin-epidural space depth in Korean children.  Body 

weight was more significant variable than age on the epidural depth.  The empirical formula derived from the results was as 

follow; epidural depth (mm) = 9 ＋ 0.5 × body weight (kg) − 0.2 × age (months).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depth of skin-lumbar epidural space can be estimated with the empirical formula based 

on body weight and age.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531～4)

Key Words:  Body weight, Children, Epidural depth, Lumbar epidural block, Lumbar epidural space.

서      론

  최근 소아에서 수술 후 제통의 필요성 증가와 제반 장비

들의 발달로 경막외 카테터를 이용한 지속  경막외 통증

조 법이 차 증가되고 있다. 소아에서는 피부에서부터 경

막외 공간까지의 깊이가 매우 얕고 경막외강이 소하여 

경막 천자의 험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안 한 경막외강 

천자를 해서는 경막외강까지의 깊이를 측하는 것이 

요하다. 최근, 천자 에 음  검사를 하거나 실시간 

음 를 이용한 천자가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다[1,2]. 따라서 피부-경막외강까지의 

깊이를 측할 수 있는 계산을 한 공식들이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3-6]. 이러한 공식들은 서구소아들을 상으로 

하여 도출 되었으며 서구인과 한국인의 체격여건이 다른 

것은 소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러한 공식들을 

그 로 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들은 본 병원에서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소아 경막외

강 천자에 한 기록을 검토하여 환아들의 나이와 체 ,  

키를 근거로 하여 요추 부에서 경막외강까지의 깊이를 

측할 수 있는 공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  방법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소아 비뇨기과에서 요

도하열, 방 -요도 역류, 신-요도 폐쇄  기타의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  요추부 에서 경막외 통증 조  시

술을 받은 연령 1개월에서 84개월 사이의 692명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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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lationship of lumbar epidural depth and body 

weight (A), height (B), and age (C). Lumbar epidural depth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weight, height, and age on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However, body weight showed most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pidural depth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1. Demographic Data (n = 662)

Age (months) 14 [1−84]

Sex (M/F)

Weight (kg)

Height (cm)

562/100

10.5 [3.6−35] 

  81 [34−124]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r median [Range].

록을 조사하 다. 상들의 연령과 체   키는 Table 1과 

같다. 이  경막외강 차단에 한 기록이 미비된 30 를 

제외한 662명(남아 562명, 여아 100명)에서 나이(months), 몸

무게(kg), 키(cm)  피부에서 경막외강까지의 바늘의 깊이

(mm)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들의 계를 다 선형회귀분석

법(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여 공식으로 

도출하 다. 

  과거 이 환아들의 경막외 천자시 모든 환아에서 마취유

도  기 내 삽 을 한 후에 좌 혹은 우 측와 에서 고

을 굴 시킨 자세를 취하 다. 유아에서는 경막외강의 

간격이 좁고 신경손상이나 경막천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요추부에서 음  검사를 하여 피부-황인 간의 거리

를 미리 측정하고 이를 참조로 하여 요추 2-3번 사이, 3-4번 

사이 는 4-5번 사이에서 경막외강 천자를 시행하 다. 천

자시 Tuohy 바늘(PericanⓇ, B-Braun Co, USA)은 피부에 수

직이 되도록 하여 정 근법으로 시도하 고 생리식염수

를 이용한 항 소실법으로 Tuohy 바늘이 경막외강에 들어

간 것을 확인한 후 Tuohy 바늘의 표식을 보아 바늘의 깊이

를 표기 하 었다.

결      과

  각 변수들 별로 단순 회귀분석에 있어서는 몸무게, 키, 

나이 모두 경막외강 깊이와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나



 Choi et al： 유아  소아의 피부-경막외강 깊이

533

Table 4. The Coefficients of Age, Weight and Height on Epidural Needle Depth by Age Clas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Constant

Age

Weight

Height

 9.197/9.559

 −0.019/−0.019

 0.496/0.484

 0.012/0.010

0.700/1.317

0.009/0.012

0.046/0.057

0.013/0.221

 −0.163/−0.163

 0.877/0.828

 0.083/0.061

13.144/7.258

 −2.211/−1.564

10.869/8.431

 0.930/0.494

0.000/0.000

0.028/0.119

0.000/0.000

0.353/0.622

≤12 months of Age/13−84 months of Age, Dependent variable: needle depth.

Table 3. The Coefficients of Age, Weight and Height on Epidural Needle Depth by Sex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Age

Weight

Height

9.197/9.283

−0.019/−0.021

−0.496/0.588

0.012/0.002

0.700/1.839

0.009/0.021

0.045/0.120

0.013/0.036

−0.163/−0.182

0.877/0.982

0.083/0.013

13.144/5.047

 −2.211/−0.994

10.869/4.881

0.930/0.053

0.000/0.000

0.028/0.324

0.000/0.000

0.353/0.958

Male/Female, Dependent variable: needle depth.

Table 2. The Coefficients of Age, Weight and Height on Epidural 

Needle Depth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Age

Weight

Height

9.158

−0.019

0.497

0.012

0.699

0.009

0.046

0.013

 

−0.165

0.878

0.000

13.107

−2.252

10.900

 0.957

0.000

0.025

0.000

0.339

Dependent Variable: needle depth.

(Weight; R2 = 0.798, Height; R2 = 0.702, Age; R2 = 0.684) 

(Fig. 1) 다 회귀분석 결과, 키를 제외한 나이와 몸무게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 에서도 몸무게가 B값 = 0.497, 

Beta값 = 0.878로(P = 0.000) 더 유의하 다(Table 2). 

  이 공식에 근거하여 경막외강 깊이(mm) = 9.158 ＋ 0.497 × 

체 (kg) − 0.019 × 연령(개월)의 방정식이 성립되었다. 

  성별 구분에서는 남아의 경우 세 변수  몸무게와 나이

가 경막외강 깊이에 유의한 변수임을 나타냈으나 여아의 

경우엔 몸무게만이 유의하 다(Table 3). 나이가 12개월 이

하인 아(309명)와 12개월이 넘는 유소아(353명)로 분류했

을 때, 아의 경우 경막외강까지의 거리에 하여 몸무게

와 나이가 유의한 변수임을 보 으나 그 이후의 나이군에

서는 몸무게만이 유의한 계를 나타냈다(Table 4).

고      찰

  경막외 차단은 수술에 한 자율신경계나 내분비, 사반

응을 이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회복률과 환자의 편안함

을 증가시키는 한편, 재원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7]. 소아의 경막외 차단 역시 성인에서와 같은 목

으로 용되지만 합병증에 한 우려로 험성과 이득의 

비율을 더 고려하게 된다[8-12]. 유아  소아는 작은 해

부학  구조로 인해 경막외강으로의 근이 어려울 수 있

다. 한 천자시 경막외강을 확인하기 한 항 소실법 

용시 바늘조작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천자 깊

이를 측할 수 있는 계산공식들이 제공되고 사용되어 왔

다[3-6,13,14]. 소아의 피부-경막외강 깊이를 측하기 한 

공식들은 부분 환아의 나이, 몸무게 는 키를 근거로 하

여 도출되어 있다. Busoni는[3] 신생아시엔 경막외강까지의 

깊이가 약 10 mm 정도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막외

강 깊이(cm) = 1 ＋ 0.15 × 연령(yr)의 등식이 성립된다고 

하 다. Bosenberg 등도[4] 6개월에서 10세 사이의 소아들의 

경우 경막외강 깊이(mm) = 0.8 × 체 (kg) ＋ 3.93의 공식

이 용될 수 있으며 이 연령의 소아들에서는 체  1 kg당 

1 mm를 용할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Hasan 등은[5] 경막

외강 깊이(cm) = 1 ＋ 0.15 × 연령(yr) , 경막외강 깊이

(cm) = 0.8 ＋ 0.05 × 체 (kg)로 나이와 몸무게를 각기 

용하여 그 깊이를 측할 수 있다고 하 으며, 소아의 흉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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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의 경막외강 천자시에도 나이와 몸무게를 입하는 

공식이 유용하다는 보고도 있다[6]. 이외에도 요추부 경막외

강 천자를 해 도출되어 있는 공식들에서 나이나 몸무게 

혹은 키가 유용한 계측인자로 주장되고 있다[8,14]. 그러나 

Kil등은[2] 음 상 측정한 경막외강까지의 거리와 경막외

강 천자시 삽입된 바늘의 깊이 모두 나이나 키보다는 몸무

게와 더 높은 상 계를 나타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도 경막외강까지의 거리는 단순회귀분석상 나이, 몸무게, 

키 모두 각각이 비교  한 상 계를 보인 것으로 나

타났으나 다 회귀분석에서는 나이보다는 키와 몸무게가, 

그 에서도 몸무게가 경막외강 깊이에 해 더 유의한 변

수임을 나타내었다. 남아와 여아의 성별간 분류에서 남아는 

나이와 몸무게가 유의한 변수 고 여아의 경우엔 몸무게만

이 유의하 으며 1세 이하의 아에서나 그 이상의 소아에

서도 몸무게가 더 유의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를 에 열거한 여러 연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서구의 소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유아  소아들

에서도 경막외강까지의 깊이는 나이 보다는 키와 몸무게, 

그 에서도 몸무게와 더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유아를 비롯한 소아에 있어 

경막외강 천자시 바늘의 깊이와 환아의 몸무게가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음  사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경막외강 깊이(mm) = 9.158 ＋ 

0.497 × 체 (kg) − 0.019 × 연령(개월)의 소수 을 인 9 ＋ 

0.5 × 체 (kg) − 0.02 × 연령(개월)의 공식이 유아  

소아의 요추부 경막외강 천자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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