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 례 □

정맥마취 2004; 8: 33∼37

상완신경총 차단 중 발생한 경련
-증례 보고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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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idental Generalized Seizure during Brachial Plexus Block
-A case reportMi Ae Ha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d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Korea

Brachial plexus block for upper limb surgery is the most common major peripheral nerve block
technique. Local anesthetic drugs are relatively free of side effects if these agents are administered in
an appropriate dosage and in the correct anatomic location. However, systemic and localized toxic
reactions can occur, usually owing to accidental intravascular or intrathecal injection or to admininistration
of an excessive dose. We report a case of supraclavicular brachial plexus block for carpal tunnel
syndrome with a generalized seizure after local anesthetic injection. Fifteen minutes after the ropivacaine-lidocaine mixture injection, 55 year old female patient shows confusion and genealized
peripheral muscle twitching. To minimize CNS toxicity, we injected thiopental sodium. The operation
was completed without any events after general anesthesia. The CNS toxicity of local anesthetics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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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급격히 고갈시키기 때문에 경련을 멈추게 하고

국소마취제의 전신 독성은 발생 빈도는 낮지만 혈관

1)

내 주입 시 흔히 발생하여 혀의 이상 감각과 어지러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된다.

및 시각 장애 등 가벼운 증상 뿐 아니라 근육의 뒤틀림

저산소증, 산증 및 과 탄산 혈증은 중추신경 독성을

과 경련 및 혼수상태와 호흡정지, 심혈관계의 억제 등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2)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제의 전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신 중독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며 혈관 내 주사가

전신 경련이 일어나면 효과적 환기가 이루어지기 힘들

되지 않도록 시험 용량의 투여가 우선 추천되나 epi-

고 산소 소모도 급격히 많아지며 이는 뇌와 심장의 산

nephrine을 혼합하지 않을 경우 혈관 내 주사를 알아내
기 어렵고 면밀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초기 증상을 발
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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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예기치 않은 상완 신경총 차단 중 발생
한 전신 경련의 경험을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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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mg, succinylcholine 60 mg을 정주하고 내경 7.0 mm

증

례

비강화 튜브로 기도 삽관하였고 이후 비탈분극성 근이
완제인 vecuronium을 3 mg 정주하였으며, 마취유지는

체중 49 kg, 신장 150 cm인 55세 여자 환자가 오른손

산소와 이산화질소를 각각 분당 2 L로, 흡입마취제는

의 첫째, 셋째 손가락 저림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횡

sevoflurane 1-2 vol%로 흡입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였

수근 인대 비대로 인한 정중 신경 압박으로 진단받고

다. 이때의 환자의 활력증후는 혈압이 140/90 mmHg,

입원하였다. 환자는 같은 증상으로 2주 전에 왼손에 상

맥박은 분당 68회였고 동맥혈 가스 분석(Fi02 0.5) 은

완 신경총 차단 마취 하에 횡수근 인대 절개 수술을 받

PH7.42, PaCO2 40 mmHg, PaO2 466 mmHg, HCO3 26.5

았고 그 외에 다른 병력은 없었다.

mmHg, Hb 11.3 g/dL, Hct 34%였고 전해질은 Na 142

-

+

내원 시 환자의 활력 징후는 혈압 120/70 mmHg, 심

mMol/L, K+ 4.1 mMol/L, Cl- 104 mMol/L로 Ca2+ 4.73

박수는 분당 74회, 호흡수는 분당 14회로 조절되고 있

mg/dL, Mg 1.17 mg/dL로 이상 소견은 없었다. 75분에

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는 모두 정

걸친 수술이 끝나면서 pyridostigmine 10 mg, glyco-

상소견이었다.

pyrrolate 0.4 mg을 투여하고 근이완이 가역된 것과 환

2+

수술 전날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상완 신경총 차단

자 의식이 회복 된 후 기관 내 튜브를 발관하였다. 환자

마취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는 회복실에서 목이 따갑다고 호소하였지만 지남력이

신경 차단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완전한 회복되었고 수술한 오른쪽 팔은 움직일 수 없

마취 전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도착 후 혈압
계와 심전도 및 맥박 산소 계측기를 부착하였고 당시

었고 감각의 소실이 남아있었다.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은 발견되지 않았고 병실 이송 후 다음날 퇴원했다.

혈압은 160/100 mmHg, 심박수는 분당 80회였으며 맥
박 산소 포화도는 비카뉼라로 산소를 분당 5 L로 투여

고

찰

하면서 100%를 유지하였다.
환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하게 하고 어깨를 괴고 오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의 하나인 전신 독성은 국소마

른손은 대퇴부 쪽에 두게 한 후 쇄골의 중간지점을 확

취제의 조직 및 혈중 농도의 증가 때문으로 부위 마취

인하고 그 뒤 부분에서 쇄골 하 동맥의 박동을 촉진하

시 경련의 발생은 천 명당 1-4명꼴로 나타나며 bu-

고 23 G 주사침을 쇄골 하 동맥 직후방으로 찔러 제

pivacaine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1늑골에 닿은 직 후 환자에게서 이상감각을 확인하고

국소마취제의 전신독성은 혈중 농도와 관련되어 있

2% lidocaine 10 ml와 0.75% ropivacaine hydrochloride 20

는데 이는 신경 차단이나 경막외마취 시 실수로 혈관

ml가 혼합된 30 ml의 국소마취제를 서서히 주사하면서

으로 주사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나 때로는 투여된

중간 중간 흡인하면서 혈액이 흡인되지 않는 다는 것

국소마취제가 과량 흡수되는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을 확인하였다. 환자는 1-2분부터 서서히 오른손이 무

다. 전신 흡수량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첫째로 조직으

거워지기 시작한다고 하였고 활력 증후의 변화는 없었

로 투여된 국소마취제의 용량과 둘째로는 주사 부위의

다. 10분 정도 지나 환자의 오른팔 감각이 둔해 지는

혈관분포, 셋째로 국소마취제에 포함된 epinephrine과

것을 확인하면서 수술 준비를 위해 오른 손을 베타딘

약제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독액으로 닦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환자는 말이 잘

주사 부위에 따른 국소마취제의 전신흡수는 늑간신경

안나온다고 한다고 하였지만 사람과 시간, 공간에 대한

차단 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막외마취가 중간 정도

주의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활력 증후를 살

의 흡수를, 상완신경총 차단 시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피며 비 카뉼라를 재 호흡낭이 있는 산소 마스크로 바

있다. 또한 국소마취제 1 ml당 5μg의 epinephrine (1：

꾸었다. 그리고 약 5분이 경과하자 환자의 의식이 둔해

20만)을 혼합 시 국소 마취제의 전신 흡수를 약 1/3으로

지며 환자는 신음소리를 내는 동시에 손과 발의 말단

줄일 수 있다.

이 뒤틀리며 머리와 목에도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온

ropivacaine에 epinephrine을 첨가하는 것은 상완 신경총

몸이 뒤틀려 환자를 여러 사람이 잡으면서 100% 산소

으로 흡수된 ropivacaine의 약동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

로 용수호흡을 하고 동시에 정맥로로 thiopental sodium

치지는 않는다.

4)

5)

그러나 상완신경총 차단 시 0.5%의

한미애：상완신경총 차단 중 발생한 경련

0.5% ropivacaine은 0.5% bupivacaine과 약제의 효과
발현시간과 약제의 효과기간, 운동신경 차단에서 큰 차
6)

이는 없지만 감각신경 차단이 비슷한데 반하여 운동
신경의 차단은 bupivacaine이 좀 더 심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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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국소마취제 자체의 강도와 중추신경계 독성을 나타
내는 용량은 반비례 관계이고, 혈중 농도와 중추신경계
독성은 서로 연관되는데 bupivacaine의 경우는 혈중 농

통상적으로 상완 신경총차단 시 국소마취제인 lidocaine은 14분, bupivacaine은 23분 정도에 마취 효과의
8)

도 2-4μg/ml에서 혹은 문헌에 따라 4.5-5.5μg/ml에
14)

서 경련이 유발되며

lidocaine은 5-10μg/ml에서 경

발현이 시작된다. 두 가지의 국소 마취제를 혼합해서

련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회성 정주로 경

사용한 목적은 lidocaine의 빠른 작용 발현 시간과 bu-

련이 유발되는 용량은 bupivacaine은 3.4 mg/kg, lido-

pivacaine의 긴 작용 지속시간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caine은 11.0 mg/kg 인데 ropivacaine의 경우도 bupiva-

였는데 lidocaine과 bupivacaine의 혼합시 lidocaine의 농

caine과 비슷하며 심혈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bupiva-

도가 높아지면 분리된 쥐의 좌골신경에서 A-fiber com-

caine이 더 치명적이다.

15)

pound action potentials (A-CAPs)의 진폭 감소 시간이 줄

쇄골상 차단법을 이용한 상완신경총 차단시 가장 흔

어들고 반대로 bupivacaine 농도가 증가되면 A-CAPs의

한 합병증은 폐기흉이며 간혹 횡경막 신경 마비나 호

9)

회복 속도가 늦춰진다고 하며 어떤 혼합비가 가장 적

너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전신 독성은 흔히 일어

절한지는 임상적 상황에 따라 선택에 여지가 있다.

나지는 않으며 이는 비의도적 국소마취제의 혈관 내

중추신경계 독성의 증상은 낮은 혈중 농도에서는 혈

주사이거나 지나친 양의 국소마취제 사용이다. 그러나

관이 풍부한 혀와 입주위의 얼얼함에서 시작하고 blood-

적절한 처치 시 이는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하지는 않

brain barrier를 통과하게 되면 중추신경계 증상이 유발

는다. 사용할 수 있는 국소 마취제의 총량은 문헌마다

되어 불안정, 현훈, 이명, 안구 초점 장애 등이 나타나

약간씩 다른데 lidocaine의 말초신경 차단 시 허용 총량

다가 국소마취제 농도가 더 오르게 되면 말을 더듬거

은 7 mg/kg이고 bupivacaine은 3 mg/kg로

리고 근육의 뒤틀림이 얼굴과 사지에 나타나다가 전신

시는 한번에 투여될 수 있는 최대량은 성인에서 lido-

발작으로 진행한다. lidocaine과 같은 아마이드 계통의

caine은 300 mg, ropivacaine은 200 mg이므로17) 이 환자

국소마취제는 경련보다 졸림 증세가 먼저 일어나는 것

에게 신경 차단 시 투여된 lidocaine은 200 mg, ropiva-

으로 되어있다. 경련은 중추신경 억압 후 일어나는데

caine은 150 mg으로 각각은 허용 한도를 넘기지 않았다

저혈압과 무호흡이 동반된다. 경련의 시작은 국소마취

고 볼 수 있으나 병용 투여로 합산 시 허용한도가 초과

제에 의해 억제성 대뇌 피질 뉴론이 차단됨으로 흥분

되어 전신 독성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10)

16)

침윤 마취

또는 국소 마취제

국소마취제가 중추신경계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가 gamma-aminobutyric acid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

소는 혈 중 이산화탄소 분압으로 상승 시 뇌혈류가 증

비를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소마취제 유발

가되고 아울러 국소 마취제의 중추신경계 전달도 많아

경련의 정확한 발생 부위는 측두엽이나 소뇌편도(amy-

지고 뇌조직의 흥분효과도 높아진다.

gdala)부위로 추측된다.

pH의 감소는 뇌조직 내 국소마취제의 활성 형태인 양

성 전달로의 활성으로 인한 것으로

18)

아울러 혈중

심혈관계는 중추신경계보다 독성에 4-7배 강한 것

이온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형태는

으로 되어있어 발작은 심혈관계 허탈이 일어나는 혈중

확산도 잘 안되기 때문에 세포 내 농도가 올라가고, 국

농도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일어난다. 또한 국소마취

소마취제와 단백질 결합도 감소시켜 뇌로 확산되는 국

11,12)

제를 혼합하는 경우 독성은 가산효과를 보인다.

19)

소마취제의 자유형 약제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중추신경계는 국소마취제의 독성에 취약하고 여기

혈중전해질인 potassium 농도가 오르면 탈분극을 용이

에는 약물의 농도 뿐 아니라 중추신경계 노출 속도가

하게 하여 국소마취제의 독성을 증가시키며 반대의 경

중요하다. 그 예로 빠른 속도의 etidocaine 주사는 더 낮

우 마취 독성을 감소시킨다. 또 mexiletine 같은 항부정

13)

은 용량으로도 중추신경계 독성을 보인다.

적은 양이

라도 실수로 동맥 주사가 된다면 독성 반응이 일어나

맥제 투여자는 수술기간 동안 사용된 lidocaine의 신경
독성을 감소시킨다.20)

게 된다. 반대로 높은 혈 중 농도라도 긴 시간 동안 경

그리고 국소마취제의 독성은 barbiturates, benzodia-

막주위나 경막외 공간에 노출된다면 환자에게 독성 증

zepines, 흡입마취제 등에 의해 뇌경련의 역치가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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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치료로는 산소
21)

국

환기로 동맥저산소증과 대사성 산증을 방지하고

소마취제의 초기 독성이 보일 때 산소를 투여하기 시
작함으로서 과환기로 뇌에 전달되는 국소마취제 양을
줄여 줄 수 있다. 또한 lidocaine을 경막외 마취에 사용
시에 대사산물인 monoethyl-glycinexylidide는 활성이 있
어 전신 독성에 부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
여된 총량이 900 mg 이상인 경우는 혈 중 농도를 모니
22)

터 하는 것이 좋다.

7. Bader AM, Datta S, Flanagan H: Comparison of Bupivacaine- and Ropivacaine-induced conduction blockade in the isolated rabbit vagus nerve. Anesth Analg
1989; 68: 724-7.
8. Bromage P, Gertel M: An evaluation of two new local
anesthetics for major conduction blockade. Can J Anaesth 1970; 15: 557-64.
9. 조성강, 임중우, 임항수, 한성민, 공현석, 최 윤: Lidocaine과 Bupivacaine의 다양한 혼합비에 따른 신경전
도 차단 양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마취과학회지

또한 lidocaine의 경련 역치는 sero

tonin의 중추 신경 내 농도와 관련이 있고 serotonin의

10.

축적은 Lidocaine의 경련 역치를 낮추고 경련 기간을
길게 한다. 토끼에서 midazolam의 전처치 시 bupivacaine 과량 정주로 인한 심장독성을 완화하고 심정지에

11.

23)

이르는 시간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로 유발된 국소마취제 유발 경

12.

련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의 생성과 산소 소모는 증가
하며 따라서 적절한 환기가 필수적이고 아울러 경련과

13.

함께 저산소증, 과탄산혈증과 동맥혈 산증의 발생이 쉽
기 때문에24) 마취과 의사는 국소마취제의 전신 독성을

14.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환자를 잘 관찰해야
하며 또한 적절하고 빠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15.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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