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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상완신경총 차단술(brachial plexus block, BPB)은 상완신

경총 주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여 팔, 손목, 손 등의 수술

시 전신마취를 신할 수 있는 유용한 부위마취 방법이다. 그

러나 BPB 시술 시 혈관천자, 기흉, 호흡부전,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들이 발생될 수 있어 시술에 주의를 요한다1. 쇄골상 접

근법은 상완을 포함한 상지 전체의 수술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신경이 조 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시술도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여러 다른 신경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합병증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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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examined the success rate and adverse effects of ultrasound-guid-

ed axillary and supraclavicular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Methods: From December 2013 to February 2014, 580 cases of patients received

ultrasound-guided axillary approach or supraclavicular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All blocks were performed by one anesthesiologist under ultra-

sound visualization using 0.2% or 0.75% ropivacaine 1% lidocaine with epi-

nephrine in 1:200,000 as the anesthetic mixture.

Results: Failure rate of ultrasound-guided brachial plexus block was 1.2% and

0.2% in axillary and supraclavicular approach, respectively. In supraclavicular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Honer's syndrome was observed in 17.9%,

chest discomfort in 14.9%, and arterial puncture in 1%. There was no adverse

effect in axillary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Conclusion: Ultrasound-guided brachial plexus block serves higher success rate

and lower occurrence rate of adverse effect and makes it useful for hand and

upper extremity surgery. Supraclavicular approach has relatively higher success

rate and lower rate of adverse effect than axillary approach. 

Keywords: Brachial plexus block, Axillary approach, Supraclavicular approach,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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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상 적으로 높다. 그에 반해 액와 접근법은 주로 팔꿈치

아래의 수술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률은 비교적 낮

으나, 신경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을 어렵게 한다. 한편

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하는 고전적인 BPB 시행은 불완전한 마

취가 가능하며, 그 성공률은 약 90% 초반으로 보고되고 있

다2. 따라서 30여 년 전부터 BPB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합

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신경자극기3 혹은 초음파4를 사용

한 BPB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신경자극기 사용 시 바늘 자체

가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며5, 비침습적인

초음파를 이용함에도 기흉 등의 합병증 발생이 여전히 보고되

어 있다6. 이에 저자들은 수부 및 상지 수술 시 초음파 유도하

액와 접근법 및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BPB의 성공률과 합병

증을 조사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초음파 유도하에 액와 접

근법 및 쇄골상 접근법으로 BPB를 시행한 총 580명의 환자들

을 상으로 하 으며, 모든 시술은 단일 시술자에 의하여 시

행되었다. 쇄골상 접근법의 경우 인접한 횡경막 신경에 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과거력, 폐기능, 비만도, 흉부엑

스선사진 결과 및 수술 범위에 따라 접근 방법을 결정하 다.

기존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전 1초간 노력성 호기

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또는 노력성 폐활

량(forced vital capacity)이 30% 이상 감소되어 있는 경우,

높은 비만도로 인하여 픽위키안 증후군(pickwickian syn-

drome)이 예상되는 경우, 흉부엑스선사진상 이상이 있는 경

우, 위팔 후내측(posteromedial side of upper arm)이 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액와부 접근법(axillary

approach)을 시행하 으며, 그 외에는 쇄골상부 접근법

(supraclavicular approach)을 시행하 다. 

초음파 상은 linear type의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하여 시

행되었다(SonoAce R7, Samsung medison Co., Seoul,

Korea). 액와 접근법(axillary approach, AA군)에 의한 BPB

는 초음파로 상완골, 광배근, 및 액와동맥을 확인한 후 근육피

부신경(musculocutaneous nerve) 주변에 마취약제를 투여

한 다음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의 순서로 마취약제를

투여하 다. 쇄골상 접근법(supraclavicular approach, SA

군)에 의한 BPB는 초음파로 쇄골상오목(supraclavicular

fossa)에서 쇄골하동맥, 제1 늑골, 전사각근, 중사각근, 그리

고 상완신경총을 확인한 다음 쇄골하동맥과 상완신경총 사이

에 1-2 mL의 마취약제를 우선 주사한 후 바늘 끝이 신경집

(nerve sheath)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수력분리법(hydrodis-

section)으로 5 mL 씩의 마취약제를 추가 주사하 다. 매번

마취약제 투여 전에는 주사기 음압으로 혈관 천자 유무를 확

인하 다. 가장 접근이 어려운 부위인 제1 늑골, 쇄골하동맥,

아래신경줄기(inferior trunk) 사이에 약제가 고르게 분포되

면 프로브를 이동하여 중간신경줄기(middle trunk), 위신경

줄기(superior trunk)를 차례로 확인하면서 약제를 투여하

다. 수술 범위에 따라 추가로 늑골사이위팔신경(intercosto-

brachial nerve) 차단이 필요한 경우는 본 연구 상에서 제외

하 다. 마취약제는 2% 리도카인(lidocaine HCl 2% inj.,

DAI HAN PHARM. Co., Seoul, Korea) 20 mL와 0.2% 혹

은 0.75% 로피바카인(ropivacaine HCl∙H2O 2 mg/mL or

7.5 mg/mL inj., Han lim pharm. Co., Seoul, Korea) 20

mL의 혼합 용액에 생리식염수 10 mL와 에피네프린 0.1 mg

을 섞어 사용하 다. 

마취약제를 투여하고 시술 부위를 10분간 압박한 후 요골신

경, 척골신경, 정중신경, 근육피부신경 지배 부위의 통증 및

운동을 관찰하 다. 각 부위에 핀셋으로 통증 유무를 확인하

여 차단 목표 신경 중 한 부위라도 통증이 있어 추가적인 차단

이 필요하거나 수술을 예정 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마취 실

패로 판단하 으며, 이 경우 해당 신경 역의 추가 마취나 수

술 부위에서의 국소마취 혹은 진정을 시행하 다. BPB 시행

후 동맥 천자, 호너증후군(Horner’s syndrome) 및 흉부 불편

감 등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조사하 다. 마취로부터 회복 시

운동 기능이 먼저 회복되고 감각 기능이 뒤늦게 회복되기 때

문에, 수술 진행이 가능한 마취 유지 시간은 마취된 상지의 운

동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하 다.

통계처리는 SPSS ver. 17.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각 군에서 평균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 고, 빈도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사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의

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결과

연구기간 동안 총 580건의 BPB가 시행되었으며, 이 중 AA

군은 84건, SA군은 496건이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46.9±

14.6세 으며, AA군에서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빈도가 의의

있게 높았다(p<0.01) (Table 1). BPB 시행 시 총 주입된 마취

약제의 양은 AA군이 49.1±3.8 mL, SA군이 38.8±5.7 mL

로 AA군에서 의의있게 많았다(p<0.001). 마취유지 시간은 평

균 4.6±1.2시간이었으며, AA군과 SA군에서 두 군 간 의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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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이는 없었다(p>0.05).

초음파하 시행된 580건의 BPB 중 2건에서 불완전한 마취

가 되어 전체 실패율은 0.3%이었으며, AA군과 SA군에서 각

각 1건으로 실패율은 AA군이 1.2%, SA군이 0.2%이었으며,

두 군 간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AA

군의 불완전한 마취는 요골신경 역에서, SA군의 불완전한

마취는 척골신경 역에서 발생되었다. 불완전한 마취가 발생

한 두 경우 진정제의 투여와 추가적인 국소마취로 마취를 유

지할 수 있었다. 

BPB 시행 후 SA군의 143명(28.8%)에서 호너증후군, 흉부

불편감, 동맥 천자 등의 합병증이 발생되었다. 호너증후군이

나 흉부 불편감이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는 각각 68건, 53건이

었으며, 21건에서는 호너증후군과 흉부 불편감이 동시에 나타

났다(Table 3). 호너증후군은 89건에서 발생되었으며, 마취

회복 시 자연적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흉부 불편감을 호소한

74명 모두 증상은 경미하 으며 69명은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었고, 5명은 약간의 두부 거상으로 불편감이 해소되었으며

모두 마취 회복 후 증상이 소실되었다. 동맥 천자가 발생한 5

명의 경우 10분간 시술 부위를 압박 지혈함으로써 혈종은 발

생하지 않았다. 시술 후 기흉의 발생이 의심될 만한 증상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AA군에서는 동맥천자와 같은 시술 합

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찰

BPB는 해부학적 시술 위치에 따라 사각근간(interscalene),

쇄골상, 쇄골하, 및 액와 접근법의 네 가지 형태로 시행되는데

이는 수술 부위에 따라 선택된다. 이 중 액와 접근법을 이용한

BPB는 상완신경총 하단부를 마취하여 팔꿈치 이하의 수술에

흔히 사용되는 부위마취이며 다른 접근법에 의한 BPB에 비하

여 기흉 및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없는 가장 안전한 접근법

이다.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BPB는 어깨 및 상완골 하단 부위

부터의 수술에 용이하며 마취발현시간이 빠르나 기흉 혹은 호

흡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 비록 위의 두 가지 접

근법에 의한 마취가 비교적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긴 하나 전

신마취와는 달리 불완전한 마취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약

30여년 전부터 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한 BPB의 실패율 및 합

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시술이 시도

되었으나 신경자극기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불편감과 자극

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후 1994년에는 Kapral 등4이

Table 1. Demographic data

Age (yr) 46.9±14.6 48.7±16.8 46.6±14.1 >0.05

Sex (male/female) 306/274 57/27 249/247 <0.01

Injected volume (mL) 40.3±6.55 49.1±3.85 38.8±5.7 <0.001

Anesthetic duration (hr) 4.6±1.2 4.6±1.3 4.6±1.2 >0.05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except sex (number of cases).

Group AA, axillary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group SA, supraclavicular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p-value, group AA vs. group SA.

Parameters Total (n=580) Group AA (n=84) Group SA (n=496) p-value

Table 2. Incomplete anesthesia and its involved nerve and management

Group AA (n=84) 1 1.2 Radial nerve Sedative

Group SA (n=496) 1 0.2 Ulnar nerve Local injection and sedativ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cess rate between two groups.

AA, axillary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SA, supraclavicular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Group No. of cases Failure rate (%) Failed nerve Management

Table 3. Adverse events after supraclavicular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Horner’s syndrome - 68 (13.7%)

Chest discomfort 0 53 (10.6%)

Horner’s syndrome & chest discomfort 0 21 (4.2%)

Artery puncture 0 5 (1%)

AA, axillary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SA, supraclavicular approach brachial plexus block.

Events Group AA (n=84) Group SA (n=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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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를 이용한 쇄골상 접근법 BPB를 최초로 시행하여 성공

률이 95% 음을 보고하 다. 근래에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BPB를 시행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줄임과 동시에 성공률이 높

고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이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다7.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BPB를 시행할 경우 해부학

적 지표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보다 성공률이 상당히 증가되

는데 시술 위치나 상 환자 수, 시술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95%-100% 정도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8-10. 본 연구 결과 총 580건의 초음파 하 BPB의 성공률은

99.7%이었으며, 액와 접근법 및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BPB

성공률이 각각 98.8%와 99.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

부학적 지표를 이용한 Thompson 등11에 의한 액와 접근법 및

쇄골상 접근법의 BPB 성공률이 83.5%이었고, Pearce 등2의

액와 접근법에 의한 BPB 성공률이 92.5%이었음을 비교하여

볼 때 초음파의 사용이 BPB의 성공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본 상 환자들의 불완전한 마취가 된 두 경우에

서도 진정제 투여 및 국소마취를 추가 시행함으로써 전신마취

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BPB 성공률에는 마취약제의 양과 농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 중에서 마취약제의 양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BPB 시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12,13. 일반적으로 국소마취의 성

공률은 95% 이상을 기준으로 보는데 Song 등14은 초음파 유

도하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BPB 시 95% 이상에서 마취가 되

는 최소효과용량은 17 mL라고 하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쇄

골상 접근법과 액와 접근법에 의한 BPB 시 약 30-40 mL 정

도의 마취약제가 사용되는데15,16 Jeon 등17은 초음파 하 쇄골

상 접근법에 의한 BPB 시 30 mL를 사용한 경우 90% 이상의

마취 성공률이 되므로 이의 용량을 권장하 고, Lo 등18은 평

균 40 mL의 마취약제를 사용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상

환자들에서는 평균 40 mL의 마취약제가 투여되었는데 쇄골

상 접근법에 의한 BPB 시 액와 접근법에 비하여 보다 적은 양

의 마취약제가 사용되었다.

한편 BPB는 시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 중 호너증후군은 BPB 시술 동측의 교감신

경 차단에 의하여 흔히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사각근간 접근법

에 의한 BPB 시에는 부분 나타나며 쇄골상 접근법의 경우

에는 약 10%-40% 정도로 발생된다19,20. 호너증후군은 비록 심

각한 후유증이 발생되는 합병증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불쾌감

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초음파하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BPB 시행 후 호너증후군은 89건에서 발생되어 17.9%의 빈도

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Gamo 등19과 Tran 등20의 보고와 비슷

한 빈도로 발생되었다.

BPB 시 호흡부전 혹은 흉부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는 상완신경총과 인접한 횡경막 신경의 차단에 의하여 발생된

다. 사각근간 접근법에 의한 BPB 시에는 횡경막 신경 마비가

부분 발생되며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BPB 시에는 최고

67%까지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BPB를 시행한 환자의 14.9%에서 흉부 불편감

을 호소하 다. 그러나 이들 환자들 모두의 증상은 경미하여

정서적 지지 및 두부 거상으로 마취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마

취 회복 시 증상이 모두 소실되었다.

호너증후군이나 흉부 불편감 등의 합병증은 투여한 약제가

상완신경총 주변의 별신경절이나 횡경막 신경으로 번져서 나

타나는 합병증으로 약물의 용적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시술시 바늘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근막을 따라 해당 신경

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물의 용적과 합병증의 상

관 관계에 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완신경총이 해부학적으로 폐에 가까이 위치하여 기

흉이 발생될 수 있는데 해부학적 지표로 BPB를 시행한 경우

그 발생 빈도는 0.5%-6%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그

러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늘의 위치를 정확히 보면서 BPB를 시행함으로써 기흉의 발

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Gauss 등22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쇄골 상부에서 신경 차단을 시행한 경우 기흉의 발생이

0.06%이었음을 보고하 다. 본 연구 상 환자들에서는 기흉

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결론

초음파 유도하 상완신경총 차단술은 성공률이 매우 높고 합

병증 발생률이 적어 수부 및 상지 수술에 매우 유용한 마취 방

법이다. 성공률, 시술의 용이성 및 약제 투여량을 고려하여 쇄

골상 접근법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수술 전 환자 상태에 따라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액와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빈도는 극히 적지만 호흡부전 혹은 기흉과 같은 합병

증이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시술함에 있어 항상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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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유도하상완신경총차단에서액와접근법과
쇄골상접근법의비교

서보병1∙김 우2∙김종민2∙이미 3∙장 호4∙우상현2

1W(더블유)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2‘천 앤 우’수부외과 및 미세재건수술센터, 3계명 학교 의과 학 예방의학교실, 4윤성 병원

목적: 초음파 유도하 액와 접근법 및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상완신경총 차단(brachial plexus block, BPB)의 성공률과

합병증을 조사하고자 하 다. 

방법: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580건에서 초음파 유도하 액와 접근법 및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BPB가 시

행되었다. 모든 BPB는 한 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BPB는 0.2% 혹은 0.75% 로피바카인과 1%

리도카인 혼합 용액에 1: 200,000 에피네프린을 첨가하여 시행되었다. 

결과: 초음파 유도하 BPB의 실패율은 액와 접근법 시 1.2%, 쇄골상 접근법 시 0.2%이었다. 쇄골상 접근법에 의한

BPB 시 호너증후군이 17.9%, 흉부 불편감이 14.9%, 동맥 천자가 1%에서 발생되었다. 액와 접근법에 의한 BPB 시에

는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았다. 

결론: 초음파의 사용은 수부 및 상지 수술 마취 시 BPB의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줄이는 유용한 방법이다. 쇄골상

접근법이 액와 접근법에 비하여 상 적으로 성공률이 높으며 합병증 발생률도 더 높다.

색인단어:상완신경총 차단, 액와 접근법, 쇄골상 접근법,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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