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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법을 이용한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환자에서의 0.5% 
Levobupivacaine과 0.5% Ropivacaine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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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We performed a prospective, double blind study to compare the clinical effect of vertical infraclavicular brachial 

plexus block produced by 0.5% levobupivacaine and 0.5% ropivacaine for upper limb surgery.

  Methods:  We included 60 patients receiving upper limb surgery under infraclavicular brachial plexus block.  The infraclavicular 

brachial plexus block was performed via the vertical technique with 30 ml of 0.5% levobupivacaine or 0.5% ropivacaine.  We 

observed which nerve type was stimulated and scored the sensory and motor block.  The quality of block was assessed 

intraoperatively.  The duration of sensory and motor block and complications were assessed.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requencies of stimulated nerve type, evolution of sensory and motor block 

quality, or success of block.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uration of sensory block, but duration of motor block was 

prolonged after 0.5% levobupivacaine.  There were no complications.

  Conclusions:  Both 0.5% levobupivacaine and 0.5% ropivacaine had similar effects in the vertical infraclavicular brachial plexus 

block.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162～8)

Key Words:  Infraclavicular brachial plexus block, Levobupivacaine, Ropivacaine, Upper limb surgery.

서      론

  Levobupivacaine과 ropivacaine은 bupivacaine에 비해 심

계 독성이 어 최근에 임상에서 리 사용되는 장시간의 

작용을 갖는 국소마취제이다. Bupivacaine의 S(−) 이성질체

인 levobupivacaine은 경막외 차단 시 bupivacaine과 마취 역

가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Ropivacaine는 S(−) 

이성질체로 경막외 차단 시 마취 역가가 bupivacaine의 40−
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빗장  근법으로 상완 신경총을 차단할 경우 0.5% lev-

obupivacaine은 0.5% bupivacaine과 신경 차단 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으며 [3], 0.5% ropivacaine도 0.5% bupiva-

caine과 비슷한 신경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4]. 

한 겨드랑 근법으로 상완 신경총 차단 시 0.5% bupiva-

caine, 0.5% levobupivacaine과 0.5% ropivacaine을 비교하 을 

때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5].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시 0.5% levobupivacaine과 

0.5% ropivacaine을 사용해서 직 으로 비교한 경우는 없

었고, Piangatelli 등은 [6]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시 

0.5% levobupivacaine과 0.75% ropivacaine을 비교하 을 때 

0.5% levobupivacaine이 감각  운동 차단 지속 시간이 길

어 0.5% levobupivacaine이 더 합하다고 보고하 다. Levo-

bupivacaine이 ropivacaine에 비해 마취 역가는 높지만 상완 

신경총 차단 시 많은 용량의 국소 마취제를 필요로 하고 

상완 신경총은 쇄골 하에서는 다발(cord) 형태의 해부학  



 Cho et al：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163

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L (n = 30) Group R (n = 30)

Age (years)

Gender (M/F)

Height (cm)

Weight (kg)

ASA physical status (I/II/III)

Type of surgery (n) 

  Hand

  Wrist

  Forearm

  Elbow

43 ± 14

18/12

165 ± 8

66 ± 11

16/13/1

13

 8

 5

 4

41 ± 15

21/9

166 ± 8

63 ± 9

17/12/1

11

 9

 6

 4

Values are mean ± SD. Group L: 0.5% levobupivacaine, Group R: 

0.5% ropivacaine.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제 주입 후 신경에 

따른 약물의 축 이 환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두 약제

의 의한 임상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측된다. 한 0.5% 

ropivacaine의 사용은 0.75% ropivacaine의 사용에 비해 국소 

마취제의 용량을 일 수 있어 그로 인한 독성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지 수술을 한 정 법을 이용한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시 0.5% levobupivacaine과 0.5% ro-

pivacaine을 사용하 을 때 감각과 운동차단의 양상, 감각과 

운동 신경의 회복 그리고 부작용 등을 비교해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원 임상 연구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지 수술이 

정인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 분류 1−3에 속하는 환자 60

명을 상으로 하 다. 임산부, 액응고 장애, 정신 신경학  

장애  국소 마취제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 다.

  모든 환자에서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다. 환자가 수술

실 도착한 후 심 도와 수술 받을 부 의 반 편 상지에 

비침습  압 측정계와 맥박 산소 계측기를 거치하 다. 

환자를 무작 로 두 군으로 나 어 levobupivacaine 투여군

(group L, n = 30)은 0.5% levobupivacaine (ChirocaineⓇ, Abott 

S.p.A., Italy) 30 ml을 사용하 다. Ropivacaine 투여군(group 

R, n = 30)은 0.75% ropivacaine (NaropinⓇ, AstraZeneca, 

Sodertalje, Sweden) 20 ml와 생리 식염수 10 ml을 혼합하여 

얻은 0.5% ropivacaine 30 ml을 사용하 다. 상 환자의 특

징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숙련된 마취과 의사 한 명이 정 법을 이용한 빗장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법을 시행하도록 하 다. 환자의 자세는 

앙와 로 하 으며 머리는 이환된 상지의 반 편으로 돌렸

다. 이환된 상지는 복부에 올리도록 하 다. 바늘의 자입

은 목오목(jugular fossa)과 우리(acromion)의 배쪽 돌기

(ventral process)를 잇는 선의 앙으로 하 으며 신경총의 

확인을 해 22 guage short-beveled, Teflon-coated needle set 

(StimuplexⓇ A, B/Braun, Germany)와 nerve stimulator (Stimu-

plexⓇ-DIG, B/Braun, Germany)을 이용하 다. 1 Hz, 1.5 mA

의 자극으로 시작하여  류의 크기를 낮추어 최소 0.5 

mA 이하에서도 지속 인 정 , 척골 는 요골 신경 유형

의 근수축이 있는 경우에만 비된 약제를 투여하 다. 자

극된 각 신경의 치는 손목의 신   손가락의 신 과 

회외 으로 요골 신경 유형을, 손목과 2, 3번 손가락의 회

내 과 굴곡으로 정  신경 유형을, 4, 5번 손가락의 굴곡

과 엄지손가락의 내 으로 척골 신경 유형으로 확인하 다. 

2 ml의 국소마취제 주입 후 근수축이 사라지면 바늘의 

치가 당하다고 단하여 남은 국소마취제를 천천히 주입

하 다.

  환자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모르는 다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국소마취제를 주입한 시기를 기 으로 하여 각각 5

분, 10분, 15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후에 근피 신

경, 요골 신경, 정  신경  척골 신경의 감각과 운동 차

단 정도를 찰하 다. 감각 신경 차단의 정도는 근피 신

경, 요골 신경, 정  신경  척골 신경의 신경 분포 역

의 정 에 알코올을 신 거즈를 이용하여 냉감의 소실 정

도를 평가하 다. 반 편 상지의 신경 분포와 비교해서 냉

감의 차이가 없으면 0 , 50% 이상 차이가 있으면 1 , 

 차가움을 못 느끼면 2 으로 간주하 다.

  운동 신경의 차단은 근피 신경은 아래팔의 굴곡, 요골 신

경은 손목의 신 , 정  신경은 엄지와 검지손가락 집기, 

척골 신경은 손가락 벌림의 정도를 반 편 상지와 비교하

여 환자에게 차단 정도를 확인하여 평가하 다 [7]. 반 편 

상지와 비교하여 힘의 크기가 차이가 없으면 0 , 50% 이

상 차이가 있으면 1 , 완 히 운동 차단이 일어나면 2 으

로 간주하 다.

  상완 신경총 차단의 정도는 완 히 실패한 경우는 0, 불

만족스러운 경우는 1, 만족스런 차단은 2로 간주하여 수술 

에 평가하 으며 0인 완 히 실패한 경우는 신마취로 

환하 다.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fentanyl 1−2 μg/kg 정

주한 후 propofol 50 μg/kg/min을 지속 으로 투여하여 수술

을 진행하도록 하 다. Fentanyl과 propofol을 투여해도 통증

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완 히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마취로 환하 다.

  한 어지러움, 경련, 부정맥 등의 국소마취제에 의한 부

작용  호  증후군, 횡격막 마비, 기흉 등의 합병증을 기

록하 다. 

  수술 후 환자를 방문하여 국소마취제 주입 시각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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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volution of sensory block quality in the territories of the musculocutaneous, median, radial, and ulnar nerves over the 60-min eval-

uation period. Group L: 0.5% levobupivacaine, Group R: 0.5% ropivacaine. *P ＜ 0.05 between the groups.

Table 2. Incidence of Stimulated Nerve Type 

Group L (n = 30) Group R (n = 30)

Radial nerve

Median nerve

Ulnar nerve

 6 (20)

18 (60)

 6 (20)

10 (33.3)

19 (63.3)

1 (3.3)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Group L: 0.5% levobupiva-

caine, Group R: 0.5% ropivacaine.

술한 상지의 감각  운동 신경이 완 히 회복된 시각을 

문진하여 각각 감각 신경 차단 지속과 운동 신경 차단 지

속 시간을 계산하 다.

  통계는 한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통계자료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고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범주형 변수는 환자의 수(%)

로 나타내었고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상완 신경총 차단 시 신경 자극기로 확인된 각 신경 유

형의 빈도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각 측정 시간 별 요골, 정   척골 신경의 감각 차단

의 개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근피 

신경의 경우 30분과 40분에서 ropivacaine군이 levobupiva-

caine군보다 감각 차단의 정도가 강했다(P ＜ 0.05, Fig. 1). 

4개의 감각 신경이 완 히 차단된 환자의 수는 ropivac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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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volution of motor block quality in the territories of the musculocutaneous, median, radial, and ulnar nerves over the 60-min evalu-

ation period. Group L: 0.5% levobupivacaine, Group R: 0.5% ropivacaine. *P ＜ 0.05 between the groups.

Fig. 2. Proportion of patients in each group with complete sensory 

block in the musculocutanous, median, radial, and ulnar territories 

over time. Group L: 0.5% levobupivacaine, Group R: 0.5% 

ropivacaine.

군에서 levobupivacaine군에 비해서 많았으나 측정 시간 별

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2). 

  정  신경의 운동 차단의 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요골 신경은 40분과 50분, 척골 신경

은 50분, 그리고 근피 신경은 30분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 0.05, Fig. 3). 4개의 운동 신경이 완 히 

차단된 환자의 수는 30분, 50분, 60분에 ropivacaine군이 유

의하게 많았다(P ＜ 0.05, Fig. 4).

  상완 신경총 차단이 완 히 실패하여 신 마취로 환

한 환자는 양 군에서 각각 1명 있었다. Propofol과 fentanyl

을 사용하여 진정시킨 환자를 포함한 상완 신경총 차단의 

성공률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감각 신경의 차단 지속 시간은 levobupivacaine군이 ropiva-

caine군에 비해 연장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운동 신경 차단 지속 시간에는 levobupivacaine군이 ropiva-



 Vol. 56, No. 2, February 2009  Korean J Anesthesiol

166

Fig. 4. Proportion of patients in each group with complete motor 

block in the musculocutanous, median, radial, and ulnar territories 

over time. Group L: 0.5% levobupivacaine, Group R: 0.5% 

ropivacaine. *P ＜ 0.05 compared with Group L.

Table 3. Quality of Brachial Plexus Block 

Group L (n = 30) Group R (n = 30)

Complete failure

Unsatisfactory block

Satisfactory block

 1 (3.3)

11 (36.6)

18 (60)

 1 (3.3)

 6 (20)

23 (76.6)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Group L: 0.5% levobupiva-

caine, Group R: 0.5% ropivacaine.

Table 4. Duration of Sensory and Motor Block

Group L (n = 30) Group R (n = 30)

Sensory block (min)

Motor block (min)

1,021 ± 238

 1,023 ± 251*

 920 ± 265

 865 ± 199

Values are mean ± SD.  Group L: 0.5% levobupivacaine, Group 

R: 0.5% ropivacaine. *: P ＜ 0.05 compared with Group R.

caine군에 비해 유의하게 연장되었다(P ＜ 0.05, Table 4). 

  두 군 모두에서 국소마취제에 의하거나 빗장아래 상완 

신경총 수기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다. 

고      찰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은 손, 손목, 아래팔, 팔꿉 

  먼쪽 팔의 수술을 가능하게 하며 1973년 Raj에 의

해 임상에 처음 도입되었다 [8]. 그 이후 Whippler가 [9] 부

리돌기 근법(coracoid approach), Kilka 등은 [10] 정 법을 

도입하 고 이 방법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으로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의 장

은 차단할 팔의 치에 계없이 시행할 수 있고, 겨드랑 

근법과는 달리 근피  액와 신경을 차단할 수 있으며, 

압박띠에 의한 통증을 일 수 있다. 한 횡격막 마비 혹

은 기흉 등과 같은 호흡기 합병증의 험도도 낮다 [11]. 

  본 연구에서 정 법을 이용하여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시 0.5% levobupivacaine과 0.5% ropivacaine을 비교하

을 때 운동 신경의 차단 지속 시간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

는 차이가 없었다. 한 propofol과 fentanyl을 이용하여 진정

시킨 환자들을 포함한다면 수술을 한 차단의 성공률에는 

두 군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국소 마취제 주입 후 60분에서 측정한 감각 신경이 완

히 차단된 환자는 통계학 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ropivacaine군이 21명(70%)으로 levobupivacaine군의 

16명(53.3%)에 비해 많았다. 한 감각 신경 차단의 개도 

levobupivacaine군에 비해 ropivacaine군이 측정 시간 별로 

강하고 빠른 양상을 보 다. 이 결과는 Liisanantti 등의 [5] 

겨드랑 근법을 이용한 상완 신경총 차단 시 levobupiva-

caine에 비해 ropivacaine이 감각 차단이 우수하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그리고 운동 신경의 차단도 ropivacaine군이 levobupiva-

caine군에 비해서 강하고 빠른 양상을 보 으며 국소 마취

제 주입 후 60분에서 측정한 운동 신경이 완 히 차단된 

환자도 ropivacaine군에서 많았다. 이 한 Liisanantti 등의 [5] 

겨드랑 근법을 이용한 상완 신경총 차단 시 levobupiva-

caine에 비해 ropivacaine이 운동 차단이 우수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에 Casati 등은 [12] 목갈비 사이 상완 신경총 

차단 시 0.5% levobupivacaine을 사용한 군에서 0.5% ropiva-

caine군에 비해서 운동 신경 차단 효과가 더 크다고 하 다. 

이러한 두 국소 마취제에 의한 운동 신경 차단 효과의 상

이함은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감각 신경 차단 지속 시간은 통계학 으로 차이가 없지

만 levobupivacaine군이 ropivacaine군에 비해서 연장되었다. 

Piangatelli 등도 [6]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시 0.5% 

levobupivacaine과 0.75% ropivacaine을 비교하 을 때 감각 

신경의 차단 지속 시간이 ropivacaine에 비해 levobupivacaine

이 연장되었다고 보고하 다. 운동 신경의 차단 지속 시간

은 levobupivacaine군이 ropivacaine군에 비해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도 Piangatelli 등의 [6] 보고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을 한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의 성공률은 levobupivacaine군에서 60%, ropivacaine군에서 

76.6% 이었다. 반면에 감각 신경의 완 한 진통을 고려한 

차단의 성공률은 levobupivacaine군에서는 53.3%, ropivacaine

군에서 70% 이었다. 이러한 두 군 간의 성공률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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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본 연구에서의 체 표본수

가 기 때문에 검정력에 문제가 있는 단 이 있다.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의 성공률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보

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마다의 성공률의 차이는 자극

의 횟수, 자극된 신경의 유형,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용량, 

성공의 정의  시술 후 찰 시간 등으로 평가 기 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극의 횟수를 고려하면 많은 연구들에서 빗장 아래 상

완 신경총 차단 시 국소 마취제의 일회 주입으로 한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0,11,13-15]. 

Bloc 등은 [16]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시 요골 신경 

형태의 근육 반응을 보여 약제를 일 회 투여하 을 때 성

공률이 90%라고 보고하 다. 반면에 Rodriguez 등은 [17] 신

경 자극기로 상지의 원 부 근육 자극을 확인하고 국소 마

취제를 한번에 주입해도 상완 신경총 차단이 성공 이지 

않다고 보고하 다. 한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시행 시 

두 번 혹은 세 번 자극하여 국소 마취제를 나 어 주입하

는 것이 일 회 자극하여 국소 마취제를 일 회 주입한 경우

보다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여러 자극에 의

한 상완 신경총 차단은 환자에게 통증과 불편을 야기하며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근피 

신경 유형이 자극된 경우에는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의 성공률이 낮아 [17] 본 연구에서는 근피 신경 유형이 자

극된 경우는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 빗장 아래 상완 신경

총 차단 시 요골 신경, 정  신경, 척골 신경 유형 자극의 

빈도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국소 마취제의 용량이 부  마취의 성공률에 미치는 

향은 명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30 ml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

하 다. 부분의 연구에서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에 

사용된 국소 마취제의 용량은 40 ml 이상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40 ml 이상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 다면 

성공률이 더 증가하 을 것이다. 그러나 용량 증가는 국소 

마취제 부작용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을 고려

해야 한다. 

  상완 신경총의 차단의 성공률은 마취 는 진통을 기

으로 마취 는 진통을 채택하는 지와 감각  운동 차단

을 모두 고려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의 정의를 수술을 한 차단을 기 으로 하 으며 네 

가지 감각 신경이 모두 진통 상태가 아니더라도 수술 부

의 신경이 차단되어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성공된 

것으로 인정하 다. 진통을 기 으로 한 성공률에서는 수술

을 한 차단이라는 기 에 비해 성공률이 levobupivacaine

군에서는 53.3%, ropivacaine군에서 70%로 낮았다. 그러나 

불만족스런 차단인 경우에도 fentanyl과 propofol을 이용하여 

진정시킨 후에 수술을 성공 으로 진행한 환자를 포함한다

면 성공률은 약 97%가 된다. 

  시술 후 평가 시간도 성공률에 향을 미친다. Mepiva-

caine과 같은 간 작용 시간을 갖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한 

부분의 연구에서는 평가 시간을 30분내로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시간의 작용 시간을 갖는 levobupiva-

caine과 ropivacaine은 약제 주입 후 30분 후에서도 차단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감각  

운동 차단 정도를 1시간 동안 찰하 다. Rettig 등도 [18] 

0.75% ropivacaine을 이용하여 빗장 아래와 겨드랑 근법 

상완 신경총을 비교하 을 때 30분 이후에도 차단이 지속

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국소 마취제에 의한 

차단의 완 한 효과를 보기 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소마취제에 의하거나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

술 후 흉부 방사선 사진을 촬 하지는 않았지만 흉통 혹은 

호흡 곤란과 같은 기흉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다.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은 목갈비 사이 는 빗장  

상완 신경총 차단보다 기흉의 험성이 낮다 [11]. Neuburger 

등은 [19] 정 법을 이용한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시 

기흉의 발생률이 0.2−0.7% 라고 보고하 다. 

  목갈비 사이 상완 신경총 차단 시에는 횡경막 마비는 

100% 발생하며 폐기능도 25−32% 정도 감소한다 [20]. 

Neal 등은 [21] 빗장  상완 신경총 차단 시 횡격막 마비

는 목갈비 사이 차단보다 은 약 50% 이고 건강한 성인에

서는 폐기능의 감소를 유발하지는 않다고 보고하 다.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은 호흡 기능의 감소를 래하지 않

는다고 한다 [22]. 이러한 기흉과 횡격막 마비 등의 합병증

이 다는 것은 호흡 기계 질환을 동반한 환자의 부  마

취 선택에 있어서 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결론 으로 0.5% levobupivacaine과 0.5% ropivaciane을 이

용하여 정 법을 이용한 빗장 아래 상완 신경총 차단 시 

0.5% ropivacaine군에서 반 으로 감각  운동 신경의 차

단이 빠르고 성공률도 높았다. 그러나 운동 신경의 차단 지

속 시간을 제외한 두 약제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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