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석사학위 논문

요하지 통을 가 진 환자 에서의 요부 경 막외강
차단 및 미추 경 막외강 차단시

국소 마취제 의 분포 범위의 비교

아 주 대 학 교
의 학 과
이 현 호

대 학 원

요하지통을 가진 환자에서의 요부

경막외강차단 및 미추 경막외강차단시
국소마취제의 분포 범위의 비교
지도교수

한 경 림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2월

아 주 대 학 교
의 학 과
이 현 호

대 학 원

이현호의 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심사위원

문

심사위원

한

아 주 대 학 교

찬

인

봉

기

인

경

림

인

대 학 원

200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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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통을 가진 환자에서의 요부 경막외강차단 및 미추 경막
외강 차단시 국소마취제의 분포 범위의 비교

목적:
목적: 요하지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이 척추와 연관된 통증이며, 가장 흔한
퇴행성 병변은 하부 요추 및 제 1 천추 부위이고 이들과 연관된 통증 유발
관련 신경근은 제 5 요추 신경근과 제 1 천추 신경근이다. 이러한 요하지통의
치료에 있어 경막외강내로의 국소마취제 단독이나 국소마취제에 스테로이드의
혼합 투여는 흔히 사용 되어지고 있는 중재적 치료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약물의 적정 용량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
되어지지 않았으며, 시술자마다 경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요부 및
제 1 천추 부위 신경근까지 약물이 분포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량의 약물의
용량을 아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요부 및 미추를 통한 경막외차단술에서 병변의 위치를 고려한 적
절한 약물의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영제가 혼합된 약물을 5 ml와 10
ml로 각각 나누어 요부 및 미추 경막외강으로 투여하고 경막외 조영상을 얻
어 약물이 경막외강에 분포하는 척추 분절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방법: 요부 및 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신환 141 명을
선택하였으며, 무작위 연속적으로 5 ml (2 ml of 1% mepivacai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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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of Iopamidol 370 mg I/ml[iopamiro®370, Bracco, Italy]) 와 10
ml (4 ml of 1% mepivacaine + 6 ml of Iopamidol 370 mg I/ml)
약물을 21 G Tuohy 바늘과 10 ml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0.3 - 0.4
ml/sec 속도로 요부 및

미추 경막외강으로 각각 투여하였다. 좌측

측와위로 약물 주입 후 환자의 자세는 복와위로 유지하였고, 약물 주입 3 분
후에 C 자형 영상증강장치로 조영제가 퍼진 척추체의 전후상과 측면상을
촬영하여 측면상을 기준으로 두부 및 미부로의 약물이 분포된 척추체를
레벨을 판독하였다.
결과 : 경막외강에 주입된 국소마취제와 조영제 혼합액의 두부와 미부
방향으로의 약물의 확산에 의한 전체 척추에 분포된 척추분절수는, 요부
경막외강내 10 ml 의 약물 주입을 한 군이 5 ml 의 약물 주입을 한 군에
비하여 두부 방향 및 전체 약물이 퍼지는 척추분절의 분포 범위가 의의있게
넓었으나 미부 방향으로의 약물의 확산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미추
경막외강내 약물 주입시에는 5 ml 와 10 ml 군 간의 약물이 확산되는 척추
분절수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제 5 요추와 제 1 천추 모두에 약물이 분포하는지에 대한 비교에서는
미추 경막외강내로 5 ml(43/45, 95.6%)와 10 ml(29/36, 83.3%)의 약물을
주입한 군에서 요추 경막외강내로 5 ml(23/31, 74.2%)와 10 ml(16/25,
64%)의 약물을 주입한 군에 비하여 의의있게 많은 수의 환자가 제 5 요추과
제 1 천추 모두에 약물이 분포하였다. 또한 요부 경막외강내와 미추 경막외강
내로의 약물 주입시 약물의 용량에 따라 제 5 요추와 제 1천추 모두에 약물
이 분포하는 환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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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 요부 경막외강차단 및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시 두부와 미부
방향으로의 약물의 확산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퇴행성병변 등에 의한 요하지
통을 가진 환자에서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 방법이 요추 경막외강으
로의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보다는 병변 부위로의 약물의 확산이 용이하다고
생각되며,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시 10 ml 와 5 ml 간의 약물 확산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5 ml의 용량이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유용
할 것으로 생각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핵심어: 요부 경막외강차단, 미추 경막외강 차단,, 두부와 미부 방향으로의
약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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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만성 통증으로 통증 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들의 가장 많은 원인이 척추와 연
관된 통증이며, 그 중 요하지통은 대부분이 하요추부의 퇴행성 변병과 연관된다.
이러한 요하지통의 통증 치료에 있어 경막외강내로의 국소마취제나 국소마취제
에 스테로이드를 혼합 사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재
적 치료법 중의 하나이다( Manchikanti 등 , 2003 ; Manchikanti 1992). 경막외강내의 스
테로이드 주입법은 1952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Robechhi , 1952), 현재까지 통증
치료를 하는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이 되고 있다.
요하지통의 치료로 이용되는 경막외강내의 약물 주입 경로는 요부의 극돌기사
이, 미추의 천골공과 요추간공(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을 경유하여 바늘을 삽
입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Abdi 등, 2005). 일반적으로 요부의 극돌기 사이를 경
유하여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은 병변에 가깝게 바늘을 거치시킬
수 있어 미추 경막외강내의 약물 주입 방법에 비하여 적은 용량의 약물이 필요
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졌으며, 반대로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시
에는 바늘의 자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경막 천자의 위험이 적은 반면에 요부
병변 부위까지 약물을 투여하기 위하여는 요부 경막외강내 약물 주입 방법에 비
하여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다( Abdi 등, 2005). 또한 추간공을
경유한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투여 방법은 가장 적은 량의 약물을 필요로 하며
통증이 편측일 경우에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신경근에 가깝게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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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척수의 전측부에 약물을 쉽게 퍼지게 하는 장점
이 있으나 절대적으로 방사선 조영하에 행하여져야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 모두에 있어서 아직까지 적절한 용량의 국소마취제나 스테로이드에 대
한 일치하는 견해가 없으며, 이전의 보고에 의하면 요부 경막외강을 통한 약물
주입의 경우 2~10 ml 가 주로 사용되었고 (Snoek 등, 1977 ; Dilke , 1973 ; McGregor ,
2001), 미추 경막외강을 통한 약물 주입의 경우에는 8~50 ml 가 사용되어져 왔다

( Barre , 2004 ; Meadeb 등, 2001).
일반적으로 통증 환자에게 시행되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 방법은 외래에
서 일회 주사 요법으로 흔히 이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국소마취제의 농도와 량을
투여하는 것이 최대한의 통증 조절 효과를 얻는 것뿐 아니라 합병증을 발생시키
지 않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요하지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가장 흔한 병
변은 하요추와 제 1 천추 부위에 해당되며, 제 5 요추 신경근과 제 1 천추 신경
근이 가장 흔한 병변을 나타내는 신경근이다. 따라서 하요부와 제 1천추 부위 신
경근까지 약물이 분포하는 가장 적은 량의 약물의 용량을 아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요부 및 미추를 통한 경막외차단술에서 병변의 위치를 고려한 적절
한 약물의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영제가 혼합된 약물을 5 ml와 10 ml 로
나누어 요부 및 미추 경막외강으로 투여하고 경막외 조영상을 얻어 약물이 경막
외강에 분포하는 척추 분절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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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본원 신경통증클리닉에서 2006년 6월에서 2006년 9월까지 요부 및 하지통을
호소하는 1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환자에게
시술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대상은 요부 및 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신환을
선택하였다.

B. 방법
무작위 연속적으로 5 ml (2 ml of 1% mepivacaine+ 3 ml of Iopamidol 370 mg
I/ml[iopamiro®370, Bracco, Italy]) 약물을 요부 및 미추 경막외강으로 투여 받은 군
을 각각 제 1군과 제 3군으로 하였고, 10 ml (4 ml of 1% mepivacaine + 6 ml of
Iopamidol 370 mg I/ml)를 요부 및 미추 경막외강으로 투여 받은 군을 각각 제 2군
과 제 4군으로 하였다.
요부 경막외차단시에는 환자는 왼쪽이 아래로 하여 모로 누운 자세로 하였고,
미추 경막외차단시에는 환자를 복와위로 하였으며, 방사선 투시기에서 요부 경막
외차단시에는 L4-5 간격을 확인한 후 천자부위를 무균소독한 후 1% mepivacaine 1
ml로 국소마취하고 21 G Tuohy 바늘을 이용하여 정중접근법으로 피부 천자 후 극
간 인대 사이로 바늘을 전진하였다. 경막외강의 확인은 생리식염수룰 채운 주사
기로 저항소실법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10 ml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
여 0.3 - 0.4 ml/sec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였다. 약물 주입 후 환자는 모두 복와위
로 유지하였고, 약물 주입 3분 후에 C자형 영상증강장치로 조영제가 퍼진 척추
체의 전후상과 측면상을 촬영하였다. 숙련된 의사가 X-선상 조영제 분포 레벨을
-3-

전후 사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측면상으로 확인하였다.
경막외강으로의 국소마취제와 조영제 혼합액이 퍼지는 척추 레벨을 두측과 미
측에서 측정하여 척추체의 상부종판(upper endplate), 척추체 중간, 하부종판(lower
endplate)을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두부쪽으로의 약물의 척추체 분포 레벨의 계산
은 하부종판까지 퍼진 경우는 아래 레벨의 척추체에 포함시켰고, 척추체 중간과
상부종판까지 퍼진 경우는 그 척추체 레벨에 포함시켰다. 또한 미측으로 약물의
척추체 분포 레벨의 계산은 상부종판과 척추체 중간까지 퍼진 경우는 위 척추체
레벨에 포함시켰고, 하부종판까지 퍼진 경우는 그 척추체 레벨에 포함시켰다. 이
러한 것은 추간공 사이에서 각 척추체 레벨에 해당하는 신경근이 존재하게 되고
투여된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경막외강을 통해 척수로 흡수되는 것뿐
아니라 신경근까지 약물이 도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간공을 포함하느냐
의 여부로 약물의 퍼지는 범위를 결정하였다.

C.

통계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2.0)을 사용하였으며, 가장 흔한 퇴행성

요추부 병변이 발생하는 부위인 제 5 요추 및 제 1 천추 신경근으로의 약물의
분포가 각 군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요부 및 미추 경막외차단시 투여된 약
물의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의 약물 분포 범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Chi-square test 를 이용하였고, 나이, 체중, 키가 약물분포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Spearman 상관분석(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학
적 유의수준은 P < 0.05 이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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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전체 대상 환자 141명 중 미추 경막외차단을 시행한 4명의 환자에서 조영제
삽입 3분 후에 찍은 방사선사진에서 조영제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이 연
구에서 제외되어 모두 137명의 환자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영제가 전혀 남아있
지 않은 네 사람의 경우는 경막외강의 혈관내로 주입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
서 제 1군은 31명, 제 2군은 25명 이었고, 제 3군은 45명, 제 4군은 36명이었다.
네 군간에 성별, 나이, 키, 몸무게의 통계학적 유의는 없었으며,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1). 양군 환자들을 원인 질환별로 분류하였을 때
대부분의 환자가 요추 디스크병변과 척추관협착증 및 퇴행성 척추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근막증후군, 척추압박골절, 대상포진 연관성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
군, 척추 수술후 통증 증후군,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환자였다(Table 2).
경막외강에 주입된 국소마취제와 조영제 혼합액의 두부와 미부 방향으로의 약
물의 확산에 의한 전체 척추에 분포된 척추분절수는 (Table 3)과 같으며, 요부 경
막외강내 10 ml의 약물 주입을 한 군이 5 ml의 약물 주입을 한 군에 비하여 두부
방향으로 퍼지는 약물의 분포 범위가 의의있게 넓었으며, 따라서 두부와 미부 전
체를 합하여 약물이 분포하는 범위도 의의있게 넓었으나 미추 방향으로의 약물
의 분포 범위는 5 ml군과 10 ml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미추 경막외강내 약물
주입시에는 5 ml 와 10 ml 군 간의 약물이 확산되는 척추 분절수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Table 3).
각 군에서의 두부 및 미측으로의 약물이 분포하는 척추체의 레벨은 Table 4와
같으며, 요부 경막외강내 약물 주입의 경우에는 두부 방향으로 제 12 흉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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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e and patient characteristics in study population
Group 1

Group2

Group3

Group4

(n=31)

(n=25)

(n=45)

(n=36)

Sex (M/F)

18/13

13/12

26/19

19/17

Age (yrs)

57.9 ±13.0

64.3 ±15.5

52.3 ±18.0

61.4±15.1

Height (cm)

163.1± 7.9

158.4±8.4

166.2± 8.8

163.4±9.1

Weight (Kg)

61.4 ±8.0

60.3±9.4

65.0 1±0.6

6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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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dications for cervical epidural block in the study patients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Name of Diseases

Pt (%)

Pt (%)

Pt (%)

Pt (%)

L-HNP, stenosis,

20(64.5%)

15(64%)

Myofascial pain syndrome

2(6.5%)

3(12%)

4(8.8%)

4(11.1%)

Compression fracture

2(6.5%)

3(12%)

2(4.4%)

3(8.3%)

Herpes zoster related pain

1(3.2%)

0(0%)

2(4.4%)

1(2.8%)

32(71.1%) 22(61.1%)

and spondylosis

FBSS

2(6.5%)

1(4%)

2(4.4%)

1(2.8%)

CRPS

3(9.7%)

2(8%)

2(4.4%)

3(8.3%)

DM neuropathy

1(3.2%)

1(4%)

1(2.2%)

2(5.6%)

31(100)

25(100)

45(100)

36(100)

Total

Pt; patient, HNP; herniated nucleus pulposus, FBSSl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s, DM;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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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radiographic vertebral spreading segments of the solutions in the
lumbar and caudal epidural injection.
Group 1

Group 2

(n=31)

(n=25)

Cephalad

3.5 ± 2.1

6.4 ± 4.2

(min-max)

(1-9)

(1-17)

Caudad

2.0 ± 1.0

2.4 ± 0.8

(min-max)

(1-5)

(1-4)

Total

5.6 ± 1.9

8.9± 4.2

(min-max)

(2-10)

(3-20)

p-value

0.002*

Group 3

Group 4

(n=45)

(n=36)

6.4 ± 1.1
(4-9)

0.875

(3-10)

0.169
0.001*

6.4 ± 1.1

6.4 ± 1.9

(4-9)

(3-10)

LEI; lumbar epidural injection, CEI; caudal epidural injection
*

6.4 ± 1.9

p-valu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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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5

이상으로 약물이 분포하는 환자의 수가 10 ml 를 주입한 군에서는 13 명(52%)
이였으며, 5 ml 군에서는 2 명(6.4%) 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퇴행성 요추
병변에 의하여 가장 흔히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근이 위치하는 제 5 요추와 제 1
천추 모두에 약물이 분포하는지에 대한 비교에서는 미추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주입한 군에서 요추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주입한 군에 비하여 의의있게 많은
수의 환자가 제 5 요추과 제 1 천추 모두에 약물이 분포하였다. 또한 요부와
미추 경막외강내 5 ml 와 10 ml 의 약물을 투여한 각각의 군에서 주입된 약물의
용량에 따른 제 5 요추와 제 1 천추 모두에 약물이 분포하는 환자의 수는 차이가
없었다(Table 4). 또한 경막외강내 약물의 분포 범위와 환자의 나이, 체중과 키는
두 군에서 상관 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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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ertebral spreading levels of epidural injection in lateral radiographs
Group 1(n=31)
frequency

Cumulative

Group 2(n=25)
frequency

(%)

Group 3(n=45)

Cumulative

frequency

(%)

T5

2

2(8)

T6

1

3(12)

1

4(16)

Cumulative

Group 4(n=36)
frequency

(%)

Cumulative
(%)

T7
T8
T9
T10
T11

1

1(3.2)

5

9(36)

T12

1

2(6.4)

4

13(52)

L1

3

5(16.1)

7

20(80)

1

1(2.2)

2

2(5.5)

L2

11

16(51.6)

3

23(92)

2

3(6.7)

1

3(8.3)

L3

9

25(80.6)

1

24(96)

3

6(13.3)

4

7(19.4)

L4

6

31(100)

1

25(100)

14

20(44.4)

10

17(47.2)

†

Total
(Rostral
31

25

spreading
of LEI)
L5

8

31(100)

9

25(100)

23

43(95.6)

12

29(80.5)

S1

17

23(74.2)

10

16(64)

1

44(97.8)*

1

30(83.3)**

2~4

6

6(19.4)

6

6(24)

1

45(100)

6

36(100)

Total

31

25

45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2, P < 0.001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3, P < 0.006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2 and 4, P <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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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Ⅳ. 고 찰

경막외강의 약물 분포는 해당 척추 분절에서 경막외강의 부피에 따라 결정되
며 경막외강의 공간이 클수록 분포 범위는 작아지므로 미부에 위치한 경막외강
보다는 두부에 위치한 경막외강으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할 때 분포의 범위가 커
진다( Cheng, 1963 ; Grundy 등, 1978). 따라서 통증 환자 치료를 위하여 경막외차단법
을 시행하는 경우는 병변 부위 혹은 통증 발생 부위와 근접한 척추 분절에서 경
막외차단을 시행하는 것이 적은 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퇴행성과 연관된 요추부에서의 병변은 하요추와 제 1 천추부 사
이에서 발생하며,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환자(약 70%)의 요하지 통증의 원인이
척추의 퇴행성 병변에 해당되는데 주입되는 약물의 용량과 분포 양상 및 분포
범위를 고려한 약물 주입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통증 치료 뿐 아니라 합병증 예
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경막외강조영술은 척추질환, 경막외강내의 바늘위치, 경막외 카테터 위치, 그리
고 경막외강으로의 약물 분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Du Pen 등 , 1996). 경
막외강으로 조영제의 분포가 약물의 분포와 비례한다면 이러한 경막외강 조영술
을 이용하여 마취 및 진통작용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Slappendel 등은
(Slappendel, 1988) 경막외강에서 방사선학적 조영제 분포와 진통효과에 대한 관련
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Yokoyama 등은(Yokoyama , 2004) 조영제 분포가 경
막외강 차단 범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며 1.5% lidocaine 5 ml와 iotrolan 5 ml를 주
입하는 군과 1.5% lidocaine 10 ml와 iotrolan 10 ml를 주입하는 군 모두 조영제 분포
가 경막외마취 범위와 관련성이 있고 용량이 증가할수록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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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Yokoyama등의(Yokoyama 등, 2004) 연구에 의하면 경막외강내 거치된 카테터를
통한 조영제 주입시 경추, 흉추, 요추부위의 분포 범위는 차이가 없었으며, 요추
와 흉추 부위에서 약물 분포 양상은 미측 보다 두측 방향으로 많이 확산된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요부에서 시행한 5 ml와 10 ml 양군 모두에서 미측 방향으
로의 확산은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나 두측 방향으로의 확산은 10 ml군에서는
52 %의 환자에서 흉추부까지 퍼지는 양상이었으며, 25명의 환자 중 2명(8 %)은 제
5흉추, 1명(4 %)은 제 6 흉추 부위까지 약물이 확산되었고, 10명(40 %)의 환자들은
하흉추부위까지 확산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요하지통의 치료 목적으로
는 흉추 부위로의 약물의 확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병변부위가 하흉추
와 연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하지통을 위한 요부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
입시에는 5 ml 용량이 10 ml 용량보다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분만통
을 조절하기 위한 경막외차단을 시행시 천추신경부위가 감각 신경의 차단이 일
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Cousins 등, 1998) 본 연구에서도 요부 경막외
강내의 약물 주입시 미추 방향으로의 약물의 확산은 평균 2 척추 분절이었으며,
5 ml를 투여한 31명의 환자 중 8명(26 %) 와 10 ml를 투여한 25명중 9명(36 %)의
환자는 제 1 천추 신경근 레벨까지의 약물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한다면 제 1 천추 신경근 이하 부위에서 오는 통증 관리를 위하여는 요
부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방법이 병변 부위의 신경근 쪽으로 충분히 가지 않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추 경막외강내로 투여한 약물은 5 ml군에서는 4.4 %(2/45), 10 ml군에
서는 19.4 %(7/36) 환자에서 제 5 요추 신경근 레벨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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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막외강내의 약물 주입시와 비교하여서는 현저히 하요부 및 천추 부위로의
약물 확산이 용이한 것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10 ml군에서 더 많은 수의 환자가
두부 방향으로 약물의 확산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10 ml 주사기를 이
용하여 같은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여 약물 주입시 압력을 같게 하려고 시도하기
는 하였으나 10 ml 주사기에 10 ml의 약물이 채워진 것과 5 ml의 약물이 채워진
것에서 약물 주입시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용량을 투
여하여도 각각의 천골공으로 약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량에 비례한 두부 방
향으로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Kwang-Min Kim 등, 2001).
위에서 논한 요부 경막외강내의 약물 주입시 확산 범위나 미추 경막외강내의
약물 주입시 확산 범위의 특징을 고려하고 요하지통의 대부분의 병변이 하요부
및 천추 부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5 ml 용량의 미추 경막외강내의 약물 투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bdi 등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의 척추
병변에서 오는 통증 조절에 이용된 요부 및 미추 경막외차단과 경추간공 경막외
차단의 효과를 비교한 종설에 의하면 단기 밎 장기 추적 결과에서 요부 경막외
차단은 단기 추적에서 강한 근거(strong evidence)와 장기 추적에서 제한적인 근거
(limited evidence)를 보인 반면, 미추 경막외차단 및 경추간공 경막외차단은 단기
추적에서는 강한 근거를 장기 추적에서는 중등도의 근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전의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미추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투여
하였을 때가 요부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에 비하여 하요추 부위 및
천추 부위의 병변 부위의 신경근으로 약물의 확산이 더 용이한 것이 하나의 요
인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퇴행성 요추 병변에 의하여 가장 흔히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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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제 5 요추와 제 1 천추 모두에 약물이 분포하는지에 대한 비교에서는
미추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주입한 군에서 요추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주입한 군
에 비하여 의의있게 많은 수의 환자가 제 5 요추과 제 1 천추 모두에 약물이 분
포하였다. 그러므로 퇴행성병변등에 의한 하부요통을 가진 환자에서 요추 경막외
강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보다는 미추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시 5 ml에서는
10 ml에서의 약물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5 ml의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은 일반적인 요하지통 환자의 외래 치료시 권장될 수 있는 용량이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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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요부 및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국소마취제와 조영제의 혼합 주입시의 척추
분절의 약물의 확산에는 차이가 있다. 요부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시에는
두부(흉추) 방향으로는 10 ml 군에서 5 ml 군에 비하여 바늘의 천자부위에서 멀리
확산되었으나 미부 방향으로의 약물의 확산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약물이 확산되는 전체 척추의 분절수도 10 ml 군에서 5 ml 군에 비하여 의의있게
넓었다. 미추 경막외강으로의 약물의 주입시에는 용량에 따른 약물 확산 범위의
차이가 없었다.
가장 흔한 요하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근이 위치하는 제 5 요추와 제 1
천추 모두에 약물이 분포하는지에 대한 비교에서는 미추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주입한 군에서 요부 경막외강내로 약물을 주입한 군에 비하여 의의있게 많은
수의 환자가 제 5 요추과 제 1 천추 모두에 약물이 분포하였으며, 요부
경막외강내 약물 주입시와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 각각의 용량에 따른
제 5 요추와 제 1 천추에 약물의 분포 여부는 차이가 없었다.

흉추 부위로의

약물의 확산여부는 10 ml 의 약물을 요부 경막외강내로 투여하는 경우에 현저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퇴행성 병변등에 의한 하부요통을 가진 환자에서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 방법이 요추 경막외강으로의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보다는 병변 부위
로 약물의 확산이 용이하다고 생각되며, 미추 경막외강내로의 약물 주입시 10 ml
와 5 ml 간의 약물 확산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5 ml의 용량이 안전하고 유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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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Differences of vertebral spreading levels of solutions
in the epidural space between the lumbar and the caudal injection

Hyun Ho Le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Kyung Ream Han)

Object ; Epidural injection of local anesthetic solutions with or without steroid and other
neuromodulatory agents is one of the treatment methods for the management of chronic low
back pain with or without lower extremity pain in the outpatient pain clinic. Most common
possible lesions of the low back and lower extremities pain are lower lumbar and sacral area.
The authors evaluated epidural spreading spinal segments of solutions radiographically in
lumbar and caudal injection depending on injected volumes.
Methods ; Total 141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and lower extremities pain were
undertaken the lumbar epidural block at L4-5 space and caudal epidural block with a 21gauge disposable epidural needle in our outpatient pain clinic. The solutions injected were
either 5 ml of 0.4 % mepivacaine (containing 3 ml of contrast media), or 10 ml of 0.4 %
mepivacine (containing 6 ml of contrast media). Rate of injection was constantly,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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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ec. Epidurograms were taken in th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planes to record the
extent of spread three minutes after the injection.
Results ; The rostral direction and total radiographic spreading vertebral segments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5 ml and 10 ml of the lumbar epidural injection (LEI). However,
caudal vertebral spreading levels were no difference in 5 ml and 10 ml of the LEI. In the
caudal epidural injection (CEI), there was no difference of spreading vertebral levels of the
solutions depending on 5 ml and 10 ml of injections. The LEI at L4-5 was more likely to
spread the upper segments above the L5 and the CEI was more likely to spread up to the
lower lumbar area. Spreading of the solutions below the L5 area was more likely to be
covered by the CEI regardless of injected volume.
Conclusions ; Radiographic spreading vertebral segments of the solutions in the CEI and
LEI are different. Considering the lower lumbar and sacral areas as the most common lesions
in the chronic low back and lower extremities pain clinically, CEI with 5 ml solution would
be enough to cover those areas with the least anesthetic volumes.
Keywords : lumbar epidural injection, caudal epidural injection, radiographic spreading
vertebral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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