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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신경총 사각근간 차단과 국소마취제의 병소내 지속주입법의 병용
이 견관절경 수술 후 진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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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ntinuous intra-lesional Infusion Combined with 
Interscalene Block for Effective Postoperative Analgesia 

after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Joo Han Oh, M.D., Woo Sung Kim, M.D.**, Jae Yoon Kim, M.D., 
Hyun Sik Gong, M.D., Jae Kwang Kim, M.D., Sang Gee Kim, M.D.,

Tae Yune Kim, M.D. and Ka-young Rhee*,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postoperative pain control by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IV) to the effectiveness of postoperative pain control by continuous intra-lesional infu-
sion of local anesthetics (IL) with or without an interscalene brachial plexus block (ISB) after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Materials and Methods: We designed this prospective randomized case-controlled double-blind study, and allo-
cated 84 consecutive patients to four groups according to postoperative analgesic method, i.e., Group IV, Group ISB-
IV, Group IL, and Group ISB-IL after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Postoperative pain, side effects and supplemen-
tal analgesics were recorded at 1 hour and then at every 8 hours for 2 days.

Result: The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four groups were identical statistically. Interscalene block
(Group ISB-IV, Group ISB-IL) was found to be effective at relieving pain and at reducing supplemental analgesic
amounts at 1 and 8 hours postoperatively (p<0.05). Patients in the Group ISB-IL had less pain at 16 and 48 hours
postoperatively than the other groups (p<0.05). Continuous intra-lesional infusion (Group IL, Group ISB-IL) was
superior in reducing analgesic-related side effects (p<0.05).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mbination of an interscalene brachial plexus block and continuous i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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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견관절에 대한 관절경 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견관절경 수술 후 통증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기 시작하였다. 견관절경 수술은 종종 심한

수술 후 통증을 동반한다. 따라서 적절한 수술 후

통증의 관리는 환자의 조기 가동을 도와주고, 수

술 후 재활을 용이하게 하며, 기능적 회복을 향상

시키고, 특히 노인 환자들에 있어서는 심부 정맥

혈전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방지하여 재원 기간

의 단축 및 환자의 안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

므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에 관심이 늘고 있다. 

수술 후 통증 관리의 방법은, 그 작용 부위에

따라 전신, 척수, 말초 부위에 대한 통증 조절로

나뉜다. 고식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구강,

정주 및 근육내 주사법으로 투약할 수 있으나, 이

는 출혈 경향을 높이고, 치료 농도 하에서도 부작

용을 자주 나타낸다. 아편양 제제도 널리 사용되

고 있지만, 오심, 구토, 진정, 호흡 곤란, 변비

및 장 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 정주 자가 통증조

절법(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

sia, IV PCA)은 널리 쓰이고 있으나, 전신적인

부작용이 흔한 편이고, 이로 인하여 환자들이 수

술로 인한 통증 이외의 고통을 경험하거나 퇴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추 경막외 진통이

시행될 수 있으나, 도관의 삽입과 유지가 어렵고,

편측 견관절을 수술할 환자에게 불필요한 양측 차

단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1 0 ), 지속성 상완 신

경총 차단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삽관의 유지가

관건이다. 게다가 횡경막 신경의 마비와 신경 합

병증의 위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소내 국소 마

취제 지속 주입법은 병변의 통증 수용체에 직접 작

용하고 도관 삽입이 쉽지만, 감염의 위험이 있다3 ).

저자들은 국소 마취제의 병소내 지속 주입법이

통증의 감소에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며,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이 수술 후 초기 진통

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국소 마취

제의 병소내 지속 주입법, 정주 자가 통증조절법

의 통증 조절 효과를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

의 동반 유무에 따라 전향적, 무작위적, 환자대조

군, 이중 맹검법 연구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 0 0 4년 5월부터 1 2월까지 회전근개

질환, 상부 관절와순 병변, 혹은 견관절의 불안정

성으로 편측 견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수술 후 통

증 관리를 원하는 8 4명의 연속적인 환자들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 1저자 소속 기관의 임상

연구기준을 준수하였고, 모든 환자들에게 연구 내

용과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시

행하였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 3

에 속한 환자만을 포함하였으며, 통증에 대한 시

각연속 척도표(visual analog scale, VAS)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 아편양 제제나 국소

마취제에 과민 반응이 있거나 금기인 환자들은 제

외하였으며, 견관절경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 제1

저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환자들은 수술 후 진통 방법에 의해 무작위로

Group IV, Group ISB-IV, Group IL,

Group ISB-IL의 네 개의 군으로 나뉘었다.

Group IV는 fentanyl 0.3~0.5 μg / k g / m l ,

ketorolac 0.03 mg/kg/ml 그 리 고

ondansetron 0.08 mg/ml을 시간당 1 mL로

정주 자가 통증조절법을 시행하였으며, Group

I L은 0 . 7 5 %의 ropivacaine 10 ml를 최초 주사

량으로 병소내에 주사하고, 0.5% ropivacaine

96 ml를 시간 당 2 ml씩 병소내 지속 주입법을

시행하였으며, Group ISB-IV과 Group ISB-IL

은 전신 마취를 하기 전, 마취전 처치실에서 사각

—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제 8 권 제 2 호 —

lesional infusion of ropivacaine is an effective and safe method of postoperative pain control in patients after arthro-
scopic shoulder surgery.

Key Words: Shoulder, Arthroscopy, Postoperative pain control, Interscalene brachial plexus block, Continuous
intra-lesional i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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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상완 신경총 차단을 시행하고, 수술 후 진통

조절방법으로 각각 정주 자가 통증조절법이나 병

소내 지속 주입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마취전

처치실에서 진정 작용을 위해 1~2 mg의 m i d a-

z o l a m을 투여 후, 산소 공급과 함께 기본적인 감

시를 시행하였다. 상완 신경총 차단은 50 mm 두

께의 22 guage 단경사 바늘(Stimuplex, B

Braun, Melsungen, Germany)과 말초 신경

자극기(Stimuplex-DIG, B Braun, Melsun-

gen, Germany)를 이용하였다. 카테터 삽입의

기준은, 0.5 mA 이하의 전류로 삼각근 원위부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적정한 것으로 판별하였다.

혈액의 흡입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20 ml의

0.25% ropivacaine을 주사하였다. 시술 3 0분

후에 감각 신경을 검사하여 상완 신경총 차단의

여부를 판별하였다. 

전신마취 하에 견관절경 수술이 시행되었다.

Group IV와 Group ISB-IV에서 사용한 정주 자

가 통증조절법은, 수술이 끝난 후 f e n t a n y l

50~100 μg과 ketorolac 30 mg을 주입한 뒤,

fentanyl 0.3~0.5 μg/kg/ml, ketorolac

0.03~0.05 mg/kg/ml 그리고 o n d a n s e t r o n

0.08 mg/ml을 시간당 1 m l씩 주입하였다. 일시

주사량은 1 ml이었으며, 폐쇄 간격은 1 5분 이었

다. Group IL와 Group ISB-IL에서 사용한 병소

내 지속 주입법은, 수술이 종료될 때에 수술자에

의해 견관절경 삽입구를 통해 20 guage 다공 경막

외 카테터를 삽입한 후, 경피적 부착 봉합을 실시

하였다. 견관절이나 견봉하 공간에서 남아있는 수

액을 흡입한 후, 세균 여과기를 연결시킨 후, 여과

기를 통해 0.75% ropivacaine을 10 ml 주입한

후, 주입 펌프(Automed 3200, Ace medical,

Seoul, Korea)를 연결하여 96 ml의 0.5% ropi-

v a c a i n e이 시간당 2 ml씩주입될 수 있게 하였다. 

통증의 정도는 VAS(visual analog scale, 0-

1 0 0 )를 사용하여, 이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측정자에 의해 수술 후 1시간, 그리고 그

이후는 매 8시간마다, 수술 후 이틀간 측정하였

다. 추가 진통제는 시각연속 척도표에서 통증의

정도가 70 이상이거나, 환자가 진통을 원하는 경

우에 주치의에게 알리고 처방하였으며, ketoro-

lac 30 mg, 혹은 Demerol 50 mg을 정주하고

기록하였다. 동시에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 요

축적과 같은 전신적인 진통제 부작용에 대해 세밀

히 기록하였다. Group IL와 Group ISB-IL에서

병소내 지속 주입이 끝난 뒤, 카테터의 말단은 절

제한 후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질병 분포, 수술 시간, 재원 기간, 통증 척도는

A N O V A를 사용하여 통계학적 검정을 시행하였

고, 성별 및 질병 분포, 진통제에 의한 전신 부작

용의 발생 빈도, 그리고 추가 진통제를 복용한 환

자 수는 Chi-square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으로 p<0.05 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 과

각 군 간에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나 질병 분

포, 수술 전 VAS, 수술 시간 및 재원 기간의 차

이는 없었다(Table 1). Group ISB-IV에서 1례가

불완전한 상완 신경총 차단으로, 그리고 G r o u p

I L의 1례에서 카테터가 빠져 제외되었으며, 이 후

이들은 정주 자가 통증조절법을 시행하였다.

Group ISB-IV와 Group ISB-IL에서 수술 후

1시간과 8시간에 낮은 V A S를 나타내었으며

Group ISB-IL에서 수술 후 1 6시간과 48 시간에

낮은 V A S를 보였다(p<0.05, Fig. 1, Table

2). Group ISB-IV와 Group ISB-IL에 비하여,

G r o u p - I V와 Group IL에서 수술 후 8시간 동안

에 보다 많은 추가 진통제를 필요로 하였다

(p<0.05, Fig. 2). 상완 신경총 차단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의 44.0% (Group IV; 9/21, Group

IL; 9/20)가 수술 후 1시간에 추가적인 비스테로

이드성 소염제 주사를 필요로 하였으며, 상완 신

경총 차단을 시행한 환자들 중에는 4 . 8 %만이 수

술 후 1시간에 추가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주사(Fig. 2)나 마취양 제제를 필요로 하였다.

수술 후 8시간에는 상완 신경총 차단을 시행한 환

자들 중 2 2 . 0 %에서 (Group IV; 5/21, Group

IL; 4/2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주사를 필요로

하였으며, 10%에서는 추가적인 아편양 제제가

필요하였다. 수술 후 1 6시간에는 Group ISB-IV

의 30% 환자가 추가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주사를 필요로 하였고, 이는 다른 군에 비하여 높

— 김우성 외·견관절경 수술 후 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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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빈도를 보였다(Fig. 2). 

수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발생률은 Group IL과

Group ISB-IL에서 현저하게 낮았다( p < 0 . 0 5 ,

Fig. 3). Group IV와 Group ISB-IV 각각 2례

에서 수술 후 오심과 구토가 극심해 정주 자가 통

증조절법을 중단하였다. Group IV에서는 1례에

서 어지러움증과 요 축적을 호소하였다. 카테터와

연관된 감염은 없었으며, 카테터 말단의 세균 배

—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제 8 권 제 2 호 —

Fig. 1. The graph showed the changes of pain VAS after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Group ISB-IV and
Group ISB-IL showed lower VAS for 8 hour
after surgery*, whereas Group ISB-IL had the
lowest  VAS at  16 hour and 48 hour after
surgery** (p<0.05).

Fig. 2. Group ISB-IV and Group ISB-IL showed lower
incidences of supplement NSAIDs injection than
Groups IV and Group IL at 1 hour postoperative-
ly* (p<0.05). After the effect of the interscalene
block had diminished (at 16 hour postoperative-
ly), Group ISB-IV showed a higher incidence of
supplement NSAIDs injection than the other
groups** (p<0.05). 

Table 1. Demographic Data 

Group IV ISB-IV IL ISB-IL

Numbers 21 20 20 21
Disease      RCT* 08 08 08 08

Combined 02 02 03 02
SLAP** 06 05 05 06
Instability 04 03 04 04
Others 01 02 00 01

Age (yr)*** 48±18 44±16 50±16 43±14
Sex (M/F) 13/8 12/8 12/8 14/7
Height (cm)*** 165±900 164±100 163±100 169±100
Preop. VAS*** 58±26 57±23 58±29 56±21
Duration of
Surgery (min)***

120±360 110±49
0

110±48
0

106±32
0

Length of hospital 
stay (days)*** 9±4 8±3 8±3 8±3

* RCT: Rotator cuff tear
** SLAP: 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lesion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SD, unless otherwis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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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서도 균은 자라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의 유무와

함께, 정주 자가 통증조절법과 r o p i v a c a i n e을 이

용한 병소내 지속 주입법의 수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한 효과를 전향적, 무작위적, 환자 대조군, 이

중 맹검법 연구를 이용하여 비교한 최초의 논문이

다. 본 자료들에 의하면 일회의 상완 신경총 사각

근간 차단법과 병소내 ropivacaine 지속 주입법

의 병용이 견관절경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줄여주

며, 추가 진통제의 사용 및 이에 연관된 부작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상완 신경총

차단이 수술 후 초기의 통증 감소와 추가 진통제

의 사용량을 줄였으며, ropivacaine을 이용한 병

소내 지속 주입법은, 정주 자가 통증조절법과 비

교할 만한 진통 효과와 함께, 진통제의 흔한 부작

용인 오심과 구토가 월등히 적었다.  

Singelyn 등1 4 )은 일회의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은 외래 환자의 당일 수술의 체계에서도 안전

하게 실행될 수 있으며, 수술 후 초기 2 4시간에는

견갑상 신경차단(suprascapular nerve block)

이나 병소내 지속 주입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진통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게다가 전신 마취하의

환자에게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을 시행하면,

수술 중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고 출혈 관리를 용

이하게 할 수 있다2 ). 최근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

부분의 견관절 수술에 있어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이 만족스러운 마취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2 ), 수술과 통증 관리에서의 편리성으로 인해,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은 수술 후 통증 관리

의 필수적인 방법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7 ). 이렇

듯, 사각근간법에 의한 일회성 상완 신경총 차단

법은 마취 방법으로 또한 수술 후 초기 진통의 방

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만큼 추가 진통제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사각근간법에 의한 상완 신경총 차단법을 시행받

은 환자들은 수술 후 8시간까지 유의하게 적은 통

증을 나타냈다.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을 시

행받지 않은 환자들 중 4 0 %가 수술 후 1시간에

추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상완 신경총 차단을 시행받은 환자들의 빈도

에 비해 1 0배에 이른다. 

국소 마취제의 병소내 지속 주입법은 최근 수술

후 통증 관리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소

마취제의 병소내 지속 주입법은 진통제와 연관된

부작용을 줄이는데 있어 정주 자가 통증조절법 등

에 비해 우월하며, 상완 신경총 마취에 비해 카테

터의 삽입이 쉽고, 관절경하에서 직접 확인할 수

— 김우성 외·견관절경 수술 후 진통 —

Table 2. The changes of pain VAS after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 

Postop time
Group 1 h 8 h 16 h 24 h 32 h 40 h 48 h

IV 81* 70* 57* 53 45 40 35
ISB-IV 20* 51* 63* 56 52 45 34
IA 68* 72* 66* 49 44 42 31
ISB-IA 21* 39* 47* 43 38 32 21*

* p < 0.05

Fig. 3. Incidences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were lower in Groups IL and Group ISB-I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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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수술 부위에 정확히 위치시킬 수 있으며, 필

요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1 3 ). Klein 등8 ) 은 일회성 상완 신경총 사

각근간 차단과 r o p i v a c a i n e을 사용한 병소내 지

속 주입법의 병용이,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

의 단독 사용보다 더 나은 통증 소실을 보인다고

하였다.  국소 마취제의 병소내 지속 주입법을 위

약과 국소 마취제로 비교하여 국소 마취제의 병소

내 지속 주입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다
1 , 3 , 6 , 1 0 , 1 1 ). 하지만, 현재까지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의 동반 유무와 관련하여 정주 자가 통증조절

법과 국소 마취제의 병소내 지속 주입법의 수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저자

들의 연구가 처음이라고 생각되며, 저자들의 결과

에서 보듯이 r o p i v a c a i n e의 병소내 지속 주입법

은, 정주 자가 통증조절법에 비해 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줄이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통증 조절 방법

이라고 생각된다.  

Group ISB-IV와 Group ISB-IL에서 수술후

1시간보다 8시간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추가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요구하였다. 이는 상완 신

경총 사각근간 차단의 작용이 수술 후 8시간 경에

소멸되어, 상완 신경총 차단을 시행받지 않은 환

자들에 비하여 주관적으로 더욱 심한 통증을 호소

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겠다. 하지만, 수술 후 1 6

시간에는, Group ISB-IV와 Group ISB-IL은

추가 진통제의 사용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Group ISB-IV에서 3 0 %의 환자가 추가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하였는데, 이 빈도는

다른 세 개의 군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 p < 0 . 0 5 ) ,

Group ISB-IL에서는 다른 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유추하면, 상완 신경총 사각

근간 차단으로 인한 진통 작용이 사라진 후에는

국소 마취제의 병소내 지속 주입법이 정주 자가

통증조절법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b u p i v a c a i n e보다 안전역이 큰

r o p i v a c a i n e을 사용하였다. ropivacaine 은

b u p i v a c a i n e과 비슷한 발현 시간, 작용 시간,

감각 차단의 정도를 나타내지만, 중추 신경계와

심장 독성이 적고5 , 9 , 1 2 ), bupivacaine에 비하여 운

동 신경에 대한 차단의 정도 약하고 그 작용 시간

도 짧아서 불필요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4 , 9 ).

저자들은 국소 마취제의 병소내 지속 주입법을

받은 환자들에게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인 카테터

와 연관된 감염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

행하였다. 병소내 주입 카테터는 무균술을 사용하

여 수술 종료시에 삽입하였으며, 모든 약제는 세

균 여과기를 통해 주입되도록 하였고, 예방적 항

생제를 정주로 투여하였으며, 병소내 지속 주입법

을 마친 후 카테터의 끝을 잘라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r o p i v a c a i n e의 항생 작용도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견관절경 수술 후 통증 관리 방법으로 일회성의

상완 신경총 사각근간 차단과 국소 마취제의 병소

내 지속 주입법의 병용은 효과적인 진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진통제의 복용을 줄일

수 있으며, 진통제에 의한 전신적 부작용이 적어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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