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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들어 다양한 종류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국소마취

제를 이용한 신경전도의 차단 즉, 말초신경차단주사가 임

상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다. 말초신경차단주사의 유효기전

은 아직 명확치는 않으나 통증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6)
 즉, 구심성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유해자

극을 차단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비정상 반사기전의 구심

성 신경을 차단하며, 수술이나 외상 후의 통증, 만성통증 등

에 관련된 원심성 교감신경의 전도를 차단함으로써 말초혈

류를 증진시키고, 통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왔다.
6) 국소마

취제는 저농도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Ａδ와 Ｃ섬유를 차단

하고, 상대적으로 큰 유수신경섬유에는 향이 적어 선택

적인 신경차단의 경향을 보인다.
17) 따라서,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으로 통증의 억제가 이루어지는 근거를 제

시한다고 할 수 있다. 

  말초신경차단주사는 통증을 경감시키는 이외에 수술전

후에 환자관리를 용이하게 할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된

다. 또한, 통증을 유발하는 정확한 해부학적 부위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적 용도로도 사용

되며, 주사에 따른 환자의 통증경감정도를 통해 수술 등의 

부가적인 처치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예후 판정의 용도

로도 시행된다.
1)

  말초신경차단주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먼저, 말초신경에 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통

증의 발생과 전달경로에 대한 이해, 사용약물의 약리작용

이나 각 신경별 주사방법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특히, 주사하려고 하는 말초신경의 경로와 주행, 인접구

조물들의 해부학적 위치, 피부와 목표 신경 사이에 위치하

는 구조물, 말초신경이 지배하는 피부감각 역이나 근육 

등에 관련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없이는 성공적인 말

초신경주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의학적 기

초가 확실한 이후에도 말초신경주사를 임상에서 실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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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medical advances of the past decades have in-
fluenced the manner of pain management, of which nerve 
blockade may be a very useful tool to relieve pain. In 
particular, peripheral nerve blockade (PEN) is a safe and 
effective method with cautious application compared to cen-
tral nerve blockade or opioids use. The main prerequisite 
for successful PEN is a full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anatomy of the target nerves and intervening structures, 
pharmacology of local anesthetics, meticulous technique, 
clinical experience, and active cooperation of patients. Con-
traindications to PEN are few and most are only relative, 
such as, infection or trauma over the site of the pro-
posed block, coagulopathy or full anticoagulation, patient 
refusal despite full discussions, or intractable metabolic de-
rangement. Equipments for PEN are general anesthesia 
and resuscitation set, local anesthetic drugs, peripheral 
nerve stimulator, and sterile set including needles and 
syringes. Complications of PEN are related to technique, 
patient factors, and local anesthetics. However, most com-
plications can be prevented by attention to detail in as-
sessing patient, planning and performing the block, and in 
monitoring the patient closely during and after PEN. The 
commonly used sites of PEN are the stellate ganglion, 
peripheral nerves of the upper limb, and less likely, peri-
pheral nerves of lower limb. The exact action mechanism 
of the PEN is not thouroughly understood, but PEN may 
be very powerful in managing patients with pain. Further 
research and clinical study is needed to document the 
action mechanism of PEN and to optimize various medical 
and technical debates of PEN. (J Korean Assoc Pain 
Med 2002;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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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말초신경 주사방법에 대한 

많은 임상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말초신경주사는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수행되

어야 하므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환자와의 

깊은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9)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통증에 대해 전신적인 마취나 마

약성 진통제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널

리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인 말초신경차단주사에 

관한 다각적인 고찰을 통해 그 임상적 유용성을 살펴보고 

통증 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일반적인 해부학적 고려사항

  개개의 말초신경은 대개 피부를 담당하는 감각신경과 근

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 관절주위의 고유수용체감각을 담

당하는 신경섬유를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국소신경차단이 

신경근수준에서 수행되는 경우, 신경차단의 성공여부는 주

사한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신경근 차단이 잘못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배하는 피부절에서 신경차단의 정도나 이상양

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말초신경부분에서 차단주사를 

실시하는 경우, 차단되는 말초신경의 피부절이나 근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내의 심부구조의 경우, 그 지배 역이 반드

시 표피의 피부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를 요한다. 가령, 근피신경(제5, 6, 7 경추신경근에 의해 지

배)의 운동신경은 상완의 굴근을 지배하지만, 그 피부신경

은 전완에 분포되어 차이가 있다. 이처럼 동일신경의 운동

지배 역과 감각지배 역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차이는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 즉, Dupuytren 구축의 

수술 시 손목에서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감각신경요소만

을 차단하면, 전완 굴곡근의 기능은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환자는 통증이 없이 수술을 받지만, 근력이 저하되는 부작

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말초신경차단주사

에 있어 주사하고자 하는 신경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

식은 제일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9)

일반적인 적응증과 금기증

  말초신경차단주사는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고령의 경우

를 제외하곤 통증을 호소하는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대부

분에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다. 오심이나 구토 등의 부작

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 전 적어도 8시간의 금식과 

4시간의 공복이 필요하다. 주사부위의 감염이나 외상, 화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경우,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출혈경향

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 음에도 주사를 

거부하는 경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대사 장애

가 있는 경우 등이 일반적인 금기증이라 할 수 있다.
6)

말초신경차단주사 시 필요한 장비

    1. 응급소생술에 필요한 장비

  말초신경차단을 위해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는 혈관내로 

주입되거나 과량이 주입되면, 심각한 심혈관계나 신경학적 

독성을 갖고 있으므로 응급사태에 대비해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비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

어야 한다. 또한, 즉각적인 심폐소생장비와 환자감시장치가 

없는 경우 절대로 국소마취제를 환자에 투여해서는 안 되

며, 가능한 전신마취시설을 통한 심폐소생장비가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2. 주사에 사용하는 국소마취제

  신경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모든 약은 국소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작용기전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

지만, 신경막에서 탈분극을 유도하는 sodium ion의 투과성

을 차단해 신경막을 안정시킴으로써 신경 전도를 가역적으

로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소마취제는 일반적으로 화학적 구조에 따라 크게 ester

군와 amide군으로 분류된다. ester군은 구조적으로 불안정

하여 분해가 쉽고, 반감기도 짧은 단점이 있으나, 주사 시 

혈장내에서 비교적 무독성인 대사산물로 가수분해된다. 임

상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로 procaine, amethocaine, chloro-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Local Anesthetic Agents
ꠧꠧꠧꠧꠧꠧꠧꠧꠧꠧꠧꠧꠧꠧꠧꠧꠧꠧꠧꠧꠧꠧꠧꠧꠧꠧꠧꠧꠧꠧꠧꠧꠧꠧꠧꠧꠧꠧꠧꠧꠧꠧꠧꠧꠧꠧꠧꠧꠧꠧꠧ

Molecular Partition Protein
  Agent

weight coefficient binding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sters

Procaine 236  0.02  5.8

Amethocaine 264  4.1 76

Chloroprocaine 271  0.14 -

Amides

Prilocaine 220  0.9 55

Lidocaine 234  2.9 64

Mepivacaine 246  0.8 78

Bupivacaine 288 27.5 96

Ropivacaine 274 27.5 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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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aine 등이 있다. Amide군은 ester보다 훨씬 더 구조적 안

정성이 크므로, 산염기변화나 열에 강하므로 열소독이 가

능하다. 또한 혈장 내에서도 가수분해되지 않고 간에서 대사

되며, 임상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로 lidocaine이 있다.

  국소마취제는 대개 물에 잘 용해되지 않으며, 그 효능은 

지방 용해도(lipid solubility)로 결정되어, 지방에 더 잘 용해

될수록 효능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약제로 작용시간이 짧

은 lidocaine과 작용시간이 긴 bupivacaine이 있으며, 그 외에

도 ropivacaine, prilocaine, procaine, mepivacaine 등 여러 약

제가 있으며 이들의 약리학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9)

    3. 주사기와 주사바늘

  국소신경차단주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소피부

마취를 위해 23 Gauze 혹은 25 Gauze의 가는 바늘이 달린 

5∼50 ml 용량의 주사기와 유사한 굵기의 척수주사바늘을 

흔히 사용한다. 척추주사바늘끝의 경사도에 따라 12˚ (±2˚)

로 긴(long) 경사각의 바늘과 경사각이 18˚∼45˚인 짧은

(short) 경사각의 바늘로 나뉘며, 짧은 경사각의 바늘이 자입

시 저항이 커서 시술에 용이할 수 있다. 주사바늘의 경사각

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Selander 등
13)은 경사각이 짧은 경

우 신경손상이 적다고 한 반면, Rice와 McMahon11)은 쥐실

험을 통해 경사각이 긴 경우에 자입 시 신경손상이 적다고 

한 바 있다. 이런 이견에도 불구하고 경사각이 짧은 것이 

시술자에게 큰 저항을 주어 시술을 용이하게 하므로 더 좋

은 것으로 추전되고 있는 형편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한 부분이다. 

말초신경차단주사의 합병증

  말초신경주사에 따른 합병증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생명

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정도까지 다양하지만, 적절한 환자 

선택과 기술, 약제를 사용한다면 흔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다. 합병증의 발생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주사기법의 문

제, 환자의 문제, 사용약제로 인한 문제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사기법에 관련된 합병증
10)

  1) 신경 손상:  신경손상은 종종 말초신경주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 주사바늘에 의한 직접적

인 신경손상은 대개의 연구에서 0.36∼1.9% 정도로 낮게 보

고되고 있다.
7) 또한, 대개의 신경손상도 일시적으로 주로 

감각이상으로 수일에서 수주에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8)

  가장 흔한 신경손상의 종류는 신경의 해부학적 이상 없

이 신경축삭이나 섬유에 기능적 이상이 생긴 neuropraxia이

다. 그 외에 주사바늘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열상이 가장 흔

한 손상이라 할 수 있으며, 제한된 공간에 약제투입으로 인

한 장기간의 신경압박이나, 자세고정으로 인한 신경기능장

애 등이 피해야 할 합병증이다.

  2) 혈종 형성: 많은 말초신경이 혈관과 나란히 주행하고 

있으므로 부주의한 혈관손상에 따른 혈종의 위험성은 항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약물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한 독성 

효과와 함께 출혈과 혈종형성은 환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신경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출혈

성향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14)

  3) 기흉: 상완신경총, 늑간신경, 흉추의 척추주위신경 등

을 차단 시에는 항상 기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

하는데, 급작스런 흉통이나 기침, 호흡곤란이 기흉의 첫 증

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순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생여

부를 확인하며, 일측 흉강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기흉시 

반드시 배기를 해야 한다.

  4) 광범위 차단: 신경차단이 상완신경총이나 척추주위신

경차단과 같이 중추신경축 주위에서 시행된 경우, 약물이 

광범위하게 퍼져 전신적인 마비나 호흡곤란 등 심각한 합

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9)

    2. 환자에 관련된 합병증

  1) 기왕의 신경병증: 당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그 외 기

왕 신경병변을 갖고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사전

에 철저한 검사와 평가로 주사여부를 결정하여 경험 많은 

숙련가에 의해 시술되도록 해야 한다.

  2) 부적절한 사전 진정(sedation): 주사치료 전의 과도한 

진정은 환자의 의식에 지장을 주어 말초신경차단 주사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게 하는 반면, 진정이 부

족한 경우 환자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치

료를 어렵게 하므로 모두 피해야 될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

에 환자에게 설명을 하여 안정과 신뢰로 적절한 진정을 하

는 것이 중요하다.

  3)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말초신경차단주사 시에 발생될 

수 있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즉각적인 처치가 안되면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국소마취제나 그 외 

약물에 과민반응을 보 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문진이 필

수적이다.

  4) 환자의 자세불량: 말초신경차단주사 시 환자는 편안한 

상태로, 주사부위도 안전하게 정확히 확보되어야 주사에 

따른 불편과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나쁜 자세는 주사 자체

를 어렵게 하여, 혈관손상이나 신경손상 등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CLINICAL

PAIN  VOL. 1, NO. 1, 200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ain Medicine34

    3. 약제에 관련된 합병증

  국소마취제는 강력한 막 안정기능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

의를 요하며, 특히 약제의 효능과 약리학적 성질, 혈중농도, 

체내 이용률 등에 따라 약제의 독성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1) 혈관 내 주사: 말초신경은 대개 동정맥과 나라히 주행

하므로 약제의 혈관 내 주사는 상존하는 위험요인으로, 정

맥내로 주입된 약제의 농도와 환자의 증상이 서로 일치된

다고 한다. 동맥 내 약제의 주입은 드물지만 훨씬 더 치명적

이며, 특히, 두경부에 주사를 하는 경우, 경동맥이나 척추동

맥에 극히 소량의 국소마취제라도 주입되면, 치명적인 독

성을 야기하게 된다.

  2) 약제 과다: 약제의 혈관 내 주입은 수초나 수분 내에 

심각한 독성을 야기하는 반면, 과다 사용된 국소마취제는 

증상 유발에 수시간이 걸리며, 대개 약물을 지속적으로 주

입하거나 반복 주입 시에 문제를 유발한다. 

  3) 아나필락시스 반응: 과거에 국소마취제에 과민반응을 

보 던 경우, 이를 반드시 문진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아

나필락시스반응은 대개 혈관 내 주사나, 주사제에 포함된 

아드레날린이나 심리적인 향에 기인되며, amide군의 국

소마취제사용 시 발생이 잘 안 된다고 하며, 일부에선 국소

마취제에 첨가된 methylparaben이나 metabisulphite와 같은 

보존제에 기인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확한 문진과 경우에 

따라 피부반응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고 할 것이다.
2)

  4) 혈관수축: 아드레날린은 가장 흔히 첨가되는 혈관수축

제로, 약 2∼3 ml만 혈관 내 주입되어도 심각한 고혈압, 빈

맥,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야기한다. 따라서, 종동맥이거나, 

주사로 혈관이나 신경이 압박받는 부위 등에는 아드레날린

을 함유한 약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2)

대표적인 말초신경차단법

    1. 성상신경절차단15)

  성상신경절은 하경부교감신경절과 제1흉부 교감신경절

이 융합된 경흉부 교감신경절로 두경부와 상지에 분포하는 

교감신경들이 지나므로 두경부와 사지의 혈류개선 및 통증

감소를 위해 흔히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두경부에 발생되

는 다양한 통증이나 혈액장애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 성상

신경절차단은 특별한 금기는 없지만 가장 주의할 것이 주

사후의 출혈이므로 출혈경향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사용중

인 경우 주의를 요한다.

  성상신경절차단방법에는 다양한 접근이 있으나 가장 대

표적인 방법은 제6경추의 횡돌기를 촉지해 주사하는 방법

이다. 먼저, 주사를 위해 환자의 협력이 필요하며, 앙와위에 

환자를 눕히고 낮은 베개를 베고 얼굴을 정면으로 한 채 

눕힌다. 입을 약간 벌려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턱을 앞으로 

내 며, 경추를 전만시키고, 제6경추의 횡돌기가 잘 만져지

도록 한다. 시술자는 환자의 환측에 서서 왼손 검지와 중지

로 경추의 연부조직과 혈관을 제끼면서 제6경추의 횡돌기

를 촉지한다. 우측손에 주사기(보통 5∼7 ml 정도 국소마취

제를 희석한 주사액 포함)를 쥐고 횡돌기의 전결절에 주사

후, 주사기의 끝을 고정한 채 흡인하여 혈액이 나오지 않음

을 확인하고 주사액을 주입한다. 주입 후 바늘을 빼는 것과 

동시에 주사부위를 거즈위에서 5분 정도 압박하여 출혈을 

예방한다. 30분간 안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일어나 앉히

고, 차단으로 목이 쉬었을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음식

을 피하고, 주사 후 약 4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지않도록 지

도한다.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성상신경절차단 후 나타나는 성공

적인 차단의 지표는 차단을 시행한 동측의 축동, 안검하수 

등의 Horner syndrome이 발생되거나, 동측 결막이나 비점막

의 충혈 등이 생기는 것이다(Fig. 1).

    2. 상완신경총차단
3)

  상완신경총차단은 가장 흔히 시행되는 대표적인 말초신

경차단법으로 40여 가지가 넘는 주사법이 기술되고 있으

나, supraclavicular approach, interscalene approach, axillary 

approach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 각 방법은 나름의 장

단점이 있어 우열을 가릴 수는 없으며, 액와를 통한 접근 

즉, axillary approach가 가장 쉽고 합병증의 발생이 적은 것

으로 되어 있다(Fig. 2). 즉, supraclavicular approach는 상완

Fig. 1. Stellate ganglion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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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총이 제1늑골을 지나는 좁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

로 신경차단은 확실하지만 주사가 흉강상부에 시행되므로 

기흉 발생이 흔한 단점이 있으며, interscalene approach는 주

사약이 신경총의 상부(제5, 6경추신경근)에 위치해 기흉발

생은 적지만, 하부(제8경추와 제1흉추신경근)의 신경근 차

단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Axillary approach는 부작용

이 적은 반면, 다량의 약물이 아니면 제1늑골상부의 신경근

은 차단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모든 주사법에 있어, 사용되는 바늘의 경사각이 짧아야 

신경의 직접손상을 피할 수 있으며, 말초신경자극기를 사

용하면 주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상완신경총차단시

에는 주사법에 따라 항상 심각한 합병증-척추동맥 내 주사, 

지주막하추사, 횡격막신경손상, 회귀성 후두신경손상, 기

흉, 성상신경절차단-이 종종 발생되므로 주사차단 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 상견갑신경차단

  상견갑신경은 상완신경총에서 분지되어 견관절을 지배

하는 주요 감각신경으로 견관절의 점액낭염, 관절주위염, 

관절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이 관절 내 주사로 호전되지 않

을 경우에 유용하게 시행될 수 있다.

  앉는 자세에서 주사가 시행되므로 환자는 반드시 의식이 

명료해야하며, 먼저 견갑골극을 이분하는 부위를 촉지해 

그 상방 1 cm에 위치한 견갑상 절흔부위에 주사하게 된다

(Fig. 3). 이 때, 주사바늘을 상방으로 하여 너무 깊게 자입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시적인 견갑근의 마비나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4. 정중신경차단
4)

  정중신경은 팔꿈치부위와 손목부위에서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거나 신경손상을 진단할 목적으로 흔히 차

단된다. 팔꿈치의 경우 상완을 신전시키고, 이두박근과 상

완동맥의 내측으로 자입하여 차단할 수 있으며, 이 때 팔꿈

치하부의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는 모든 근육과 경피신경이 

차단됨을 확인할 수 있다(Fig. 4). 주의할 점은 자입 시 상완

동맥내로 주사액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신경자

Fig. 2. Brachial plexus block.

Fig. 3. Suprascapular nerve block.

Fig. 4. Median, ulnar and radial nerve block at the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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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히 주사할 수 있다. 손목에서는 

수근관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널리 적응이 되며, 

척골점액낭을 통해 정중신경을 차단하는 것이 정중신경부

위를 직접 주사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어 선

호한다(Fig. 5).

    5. 척골신경차단
4)

  척골신경은 팔꿈부위와 손목부위에서 압박신경증이 발

생된 경우에 통증을 없애기 위해 혹은 질병의 진단목적으

로 차단된다. 팔꿈치의 경우, 내상과 5 cm 상방에서 신경을 

촉지한 후 국소마취제를 통해 차단하거나, 척골구부위에서 

차단하게 되는데, 이 때 주사액의 용량을 5 ml 이하로 하여

야 구획증후군에 의한 신경 압박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손목부위에서 신경을 차단하는 것이 팔꿈치부위보다 용이

한데, 손목부위의 척골굴근과 두상골을 촉지한 후 두상골 

1 cm 상방에서 척골굴근의 양측에 국소마취제용액 2∼5 ml

정도를 주사하여 신경을 차단한다(Fig. 5).

    6. 요골신경차단
4)

  요골신경은 상완과 팔꿈치, 손목 등 여러 부위에서 차단

할 수 있으며, 신경주행에 따라 압박이 용이한 부위에서 신

경차단을 하게 되며, 특히, 팔꿈치에서 회외근에 의해 압박

되거나, 상완신전근 사이에서 후골간신경이 압박되는 경우

에 진단과 치료적인 목적에서 사용될 수 있다(Fig. 4).

    7. 하지 신경차단5)

  하지에는 요추신경총과 천추신경총에서 분지하는 신경

들이 앞뒤로 분포하고 있다. 이 중 대퇴신경이 요추신경총

에서 기원하는 가장 큰 신경으로 하지의 앞쪽에 분포하며, 

뒤쪽에는 천추신경총에서 기원하는 좌골신경이 위치한다. 

그러나, 하지의 병변이나 수술로 진통이 필요한 경우, 대부

분 척추나 경막외 마취를 통해 장기적인 진통효과를 유도

하게 되고, 심부에 위치한 말초신경의 차단주사 자체가 매

우 어려우며, 임상 경험도 적으므로 상지보다는 신경차단

주사가 적게 사용된다. 

  대퇴신경은 약 10∼15 ml의 국소마취액으로 단일신경을 

차단하기도 하지만, 20∼30 ml의 주사액으로 요추신경총의 

말단부위를 차단함으로써 폐쇄신경과 대퇴 외측경피신경

을 함께 차단되는 “3 in 1”차단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

만, 이 경우 대퇴 외측경피신경이 보다 상부에 위치함으로 

불완전하게 차단되거나, 요추신경총의 하부에 있는 천추신

경총까지도 주사액이 퍼져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좌골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큰 말초신경이며 또한 가장 

심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서는 신

경차단이 어렵고 고통을 유발하므로 대부분 말초신경자극

기를 이용해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며, 주사하는 국소

마취용액의 농도(가령 0.75% bupivacaine 혹은 2% lidocaine)

를 높게 해야 하고, 완전한 운동, 감각신경의 차단에 45∼60

분정도 기다려야 한다. 주사방법으로는 환자의 환측다리를 

위로 오도록 측와위로 눕힌 후 좌골신경부위에 주사하는 

Fig. 5. Median and ulnar nerve block at the wrist.
Fig. 6. Sciatic nerv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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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가장 근위부에서, 가장 완벽하게 신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Fig. 6).

    8. 발 신경차단

  발의 신경은 비교적 차단이 용이하고 따라서 성공률도 

높다. 발을 지배하는 신경은 비골신경, 복재신경, 비복신경, 

경골신경 등이 있으며 그 지배부위에 따라 발 등부위의 통

증 시엔 주로 비골신경을, 발바닥부위의 통증에는 경골신

경을, 발의 내측 통증에는 복재신경을, 발의 외측통증에는 

비복신경을 차단하게 된다.

결      론

  이상으로 말초신경차단은 정확한 작용기전이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한 통증

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용한 진단 및 치료법의 하나로 신체

의 각 부위에서 발생되는 국소적인 통증에 효과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공적인 말초신경차단을 

위해서는 먼저 차단하고자 하는 말초신경의 경로와 주행 

및 인접구조물들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 신경차단에 쓰이

는 국소마취제의 약리작용에 대한 이해, 환자의 상태에 대

한 정확한 진단과 신경차단수기가 요청된다. 또한 합병증

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치 한 준비가 필요하며, 합병

증이 발생하 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처치에 익

숙해져야만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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