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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절제술에서 구후마취 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또는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의 효과 비교

Bupivacaine-lidocaine versus Ropivacaine-lidocaine Retrobulbar Anesthesia in 
Vitreoretinal Surgery

최영아⋅정아름⋅사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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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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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compare efficacies of bupivacaine-lidocaine and ropivacaine-lidocaine mixtures in terms of inducing retrobulbar an-
esthesia during vitrectomy.
Methods: Sixty patients who underwent retrobulbar anesthesia during vitrectom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Patients in group 
1 received a mixture of bupivacaine and lidocaine (n = 30); patients in group 2 received a mixture of ropivacaine and lidocaine 
(n = 30). The effects of the two combinations were retrospectively compared and analyzed. The onset times of analgesia and aki-
nesia were measured. Two hours after surgery, sensory blockade was assessed by touching the corneas with cotton swabs and 
by communicating with patients. Ocular movement was evaluated in four gaze direction quadrants. A 10-point visual analog pain 
scale was used to assess pain during and 2 hours after surgery. Intra-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ere recorded.
Results: The mean analgesia onset times in groups 1 and 2 were 94.62 ± 28.87 and 92.32 ± 35.53 seconds, respectively 
(p = 0.071); the mean akinesia onset times were 147.89 ± 59.35 and 132.57 ± 76.38 seconds (p = 0.223), respectively. Patients 
in group 2 reported significantly less postoperative pain and exhibited less postoperative ocular movement, compared with pa-
tients in group 1 (both p = 0.002). One patient in group 1 experienced respiratory depression after retrobulbar blockade.
Conclusions: When retrobulbar anesthesia is required during vitrectomy, a ropivacaine-lidocaine mixture and a bupivacaine-li-
docaine mixture induce anesthesia with similar rapidity. However, the ropivacaine-lidocaine mixture is safer and affords bet-
ter-quality intra- and postoperative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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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체망막수술은 다른 안과 수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이 길고 환자가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동반

하는 경우가 흔해서 마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1 과거

에는 유리체망막수술에서 전신마취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소마취제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전신마취의 단

점을 피할 수 있어 구후마취나 구주변마취와 같은 국소마

취가 일차적으로 선호되고 있다.2-5 구후마취는 부작용이 상

대적으로 적고 적절한 마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며 구후마취 주사 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는 구후출혈, 망막동맥폐쇄, 시신경손상, 주사침에 의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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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공, 중추신경계 내로의 마취제 주입 등이 있다.6-8 마취

제를 다량 정맥 주사할 경우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이명, 

무의식, 떨림, 정신착란증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전신적 

부작용으로 드물게 호흡정지가 나타날 수 있고 심근의 전

도와 수축력을 감소시켜 서맥과 혈압하강을 일으킬 수 있

다. 또한, 알레르기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환자에게 치

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9,10

구후마취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국소마취제로는 리도카

인, 부피바카인, 로피바카인과 같은 아미노아미드 계열의 

약물이 있다. 리도카인은 최초의 아미노아미드 형태의 국

소마취제이며 조직 투과성이 높아서 발현 시간이 가장 빠

르지만 지속 시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11 부피바카인은 피

페리딘 고리에 4개의 메틸렌기를 포함하는 긴 곁사슬을 가

지고 있어 리도카인보다 4배 이상의 효능을 나타내고 발현 

시간이 느리지만 장시간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12 아미드 

계열의 약물은 공통적으로 심방 수축력과 심장의 흥분도를 

감소시키고 심박수를 저하시킬 수 있으나 부피바카인은 리

도카인에 비하여 10-20배의 심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3 이러한 심독성을 감소시키면서 마취 효과는 극

대화시키기 위해 부피바카인의 광학 이성질체인 로피바카

인이 개발되었는데 분자 구조의 변형과 낮은 친유성을 통

해 약물의 세포내 침착을 감소시킴으로써 심독성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현재까지 시술 방법 및 국소마취제의 종류에 따른 효능 

및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보고되었다. 백내

장수술 시 구후마취를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 약제와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 사이에 차

이가 없었다.13 구주변마취에서 로피바카인, 리도카인과 부

피바카인 혼합 약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 사

이에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테논낭하마취에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간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15,16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백내장수술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이 길고 통증을 유발하는 시술

이 많이 포함된 유리체절제술에서 구후마취 시 약제에 따

른 비교 연구는 없었다. 다만 유리체절제술 전 구주변마취

에서 로피바카인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부피바카인, 리

도카인,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 약제보다 수술 후 통

증 경감에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보고가 있으며, 부피

바카인 단독 사용이 리도카인 단독 사용 또는 혼합 사용보

다 수술 중 마취 지속 시간이 길다는 보고도 있다.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리체절제술에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또는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를 사용한 구후마취 시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원에서 유리체절제술 시 구후마취를 시행 받았던 환자

를 대상으로 사용한 혼합 약제의 종류에 따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2020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후

마취 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 약제를 사용하였고 

2021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를 사용하였다. 양안을 수술받은 경우, 먼저 수술

받은 쪽만 연구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미드 계열의 국소마취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유리체망막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대

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유리체절제술과 공막두르기를 

병행한 경우, 안와 기형이 동반되어 있거나 안와수술의 기

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헬

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며 영남대

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2021-05-014).

구후마취는 2% 리도카인(Huons lidocaine hcl inj 2%, 

Huons Co., Seongnam, Korea)과 0.5% 부피바카인(하나부

피바카인염산염주, 하나제약, 한국)을 1:1 비율로 혼합한 

약제, 또는 2% 리도카인과 0.5% 로피바카인(나로핀, 미쓰

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한국)을 1:1 비율로 혼합한 약제를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한 명의 시험자가 1-3 mL의 국소마

취제를 안와의 측하벽을 따라 주입하였으며 국소마취제 주

입 후 안구마사지를 시행하였다. 마취 및 수술 중 추가적인 

점안마취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구후마취 전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혈압, 심박수,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유리체절제술은 한 명의 술자에 의해 모두 25게이지 시스

템(Constellation Vision System, Alcon Laboratories Inc., 

Fort Worth, TX, USA)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술 중 통증

이 느껴지는 경우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마취제 주입 후부터 무통각과 무운동증이 시작되는 시간

을 측정하였으며 수술 후 2시간째 감각 및 네 방향으로의 

안구운동을 측정하였다. 감각의 경우 면봉을 각막의 표면

에 접촉시키고 무통각일 경우 0점, 거의 못 느끼는 경우 1점, 

약간 느껴지는 경우 2점, 모두 느낄 경우를 3점으로 기록하

였다. 안구운동의 경우 완전한 무운동일 때 0점, 50% 미만

의 움직임을 보일 때를 1점, 50% 이상의 움직임을 보일 때

를 2점, 자유롭게 움직일 때를 3점으로, 각 주시 방향당 

3점씩 총 12점을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통증의 정도는 수

술 후 2시간째 환자를 직접 개별 방문하여 1:1 설문을 통하

여 수집하였으며 수술 중, 수술 후 2시간째 통증에 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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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Lidocaine + bupivacaine

(n = 30)
Lidocaine + ropivacaine

(n = 30)
p-value

Age (years) 64.2 ± 11.4 62.8 ± 10.6 0.323*

Sex (male/female) 16 (53.3)/14 (46.7) 15 (50.0)/15 (50.0) 0.706†

Eye (right/left) 15 (50.0)/15 (50.0) 17 (56.7)/13 (43.3) 0.612†

Weight (kg) 65.75 ± 9.26 63.49 ± 10.09 0.758*

Type of disease (macular diseases/RRD/PDR/others) 17/6/3/4 16/7/4/3 0.351†

Patients with high myopia (≥-6 diopters) 7 (23.3) 6 (20.0) 0.766†

Combined phacovitrectomy/vitrectomy only 17 (56.7)/13 (43.3) 15 (50.0)/15 (50.0) 0.151†

Duration of surgery (minutes) 40.54 ± 10.09 42.49 ± 13.17 0.58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RRD = 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PDR =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Mann-Whitney U test; †Pearson’s chi square test.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Lidocaine + bupivacaine
(n = 30)

Lidocaine + ropivacaine
(n = 30)

p-value

Volume of anesthetic (mL) 2.5 ± 0.9 2.3 ± 0.8 0.558*

Time of onset of analgesia (seconds) 94.62 ± 28.87 92.32 ± 35.53 0.071*

Time of onset of akinesia (seconds) 147.89 ± 59.35 132.57 ± 76.38 0.223*

Patients expressed pain during surgery 5 (16.7) 4 (13.3) 0.947†

Sensory score 2 hours after surgery 2.3 ± 0.8 2.1 ± 0.9 0.546*

Ocular movement score 2 hours after surgery 9.4 ± 1.3 7.6 ± 0.8 0.0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Mann-Whitney U test; †Fisher’s exact test.

Table 2. Comparison of anesthetic effectiveness between two groups

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통증의 평가는 시각 아날로그 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였고 통증이 없는 상

태를 0, 가장 심할 때를 10으로 평가하였으며 측정 후 1-3의 

통증은 경증, 4-6은 중등도, 7-8은 중증, 9 이상은 극심한 

통증으로 분류하였다. 합병증이나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

우를 조사하였다.

마취 약제에 의해 구분된 두 군 사이의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U test, Pearson’s chi 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고 수술 중 및 수술 후 2시간째 통증 

정도와 다른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선형회귀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 분

석은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

우를 유의하게 판정하였다. 

결 과

전체 연구 대상은 총 60명 60안이었다. 그중 30명은 리

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군, 나머지 30명은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군이었다. 대상군의 평균 나이는 리도카인

과 부피바카인 혼합군과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군에

서 각각 64.2세, 62.8세였고 남녀비는 리도카인과 부피바카

인 혼합군에서는 남성 53%,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

군에서는 남성 50%였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질환의 종류, 고도근시 환자의 비

율, 백내장수술을 함께 시행한 환자의 비율, 수술 소요 시

간 등도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1). 

마취에 사용된 마취제의 양은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

군에서 2.5 mL,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군에서 2.3 mL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58). 

무통각이 시작되는 시간은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군,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군에서 각각 94.62 ± 28.87, 

92.32 ± 35.53초로 나타나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p=0.071). 무운동증이 시작되는 시간은 리도카인과 부피

바카인 혼합군,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군에서 각각 

147.89 ± 59.35, 132.57 ± 76.38초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23). 수술 중 통증을 표현한 

환자의 수는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군에서 5명, 리도

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군에서 4명이었으며 두 군 간에 차

이는 없었다(p=0.947). 수술 후 2시간째 감각 점수는 리도

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군에서 2.3점, 리도카인과 로피바

카인 혼합군에서 2.1점으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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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ar graph showing the distribution of the degree of pain during the surgery using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accord-
ing to two mixed drugs. A mixture of lidocaine and ropivacaine showed better analgesic effect during the vitrectomy than a mixture
of lidocaine and bupivacain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31).

Figure 2. Bar graph showing the distribution of the degree of pain 2 hours after surgery using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ac-
cording to two mixed drugs. A mixture of lidocaine and ropivacaine showed better analgesic effect 2 hours after vitrectomy than a 
mixture of lidocaine and bupivacain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02).

(p=0.546), 안구운동 점수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군

에서 7.6점으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군의 9.4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0.002) (Table 2).

각 군 간의 통증 척도를 살펴보았을 때, 리도카인과 로피

바카인 혼합군에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군에 비하

여 수술 중 및 수술 후 2시간째 VAS 통증 점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았다(p=0.031, p=0.002). VAS 9 이상의 극

심한 통증을 호소한 환자는 두 군 모두에서 없었다(Fig. 1, 2).

수술 중 및 수술 후 2시간째 통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인

자로 단변량 분석상 연령(p=0.039, p=0.025), 수술 소요 시

간(p=0.010, p=0.013), 마취약제의 종류(p=0.029, p=0.037)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타났다. 단변

량 분석에서 의미 있던 인자들을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

을 때에도 연령(p=0.047, p=0.036), 수술 소요 시간(p=0.016, 

p=0.015), 마취약제의 종류(p=0.041, p=0.038)가 수술 중 및 

수술 후 2시간째 통증 점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성

별과 질환의 종류는 수술 중 및 수술 후 2시간째 통증점수

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3).

마취 후 부작용으로는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군에

서 의식저하 및 호흡억제 1예를 경험하였다. 특별한 기저질

환이 없는 78세 여자 환자로 망막전막에 대한 수술을 위해 

구후마취를 시행하였으며 마취 후 의식이 점차 소실되고 

입술에 경미한 청색증이 나타났다. 응급조치로 즉시 100% 

산소를 공급하였고, 환자의 의식과 호흡은 점차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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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score during surgery Pain score at 2 hours after surgery
Univariate Multivariate Univariate Multivariate

B p-value* B p-value† B p-value* B p-value†

Age -0.076 0.039 -0.132 0.047 -0.184 0.025 -0.235 0.036
Sex -0.432 0.529 -0.844 0.807
Type of disease 0.217 0.512 0.160 0.577
Duration of surgery 1.526 0.010 1.404 0.016 1.662 0.013 1.445 0.015
Anesthetic agents 1.305 0.029 1.153 0.041 1.312 0.037 1.267 0.038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able 3. Association between intraoperative/post-operative pain score and other various pre-operative/intraoperative factors

회복되었다. 환자는 경과 관찰 뒤 다음날 명료한 의식 상태

와 정상적인 활력증상으로 퇴원하였다. 상기 환자는 추후 

전신마취하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결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고 찰

유리체절제술은 망막박리, 당뇨망막병증, 망막전막, 황반

원공과 같은 다양한 유리체망막질환의 치료로서 시행되고 

있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달로 인해 그 빈도는 점차 증가하

고 있다. 빠른 발현 시간, 적절히 지속되는 마취 효과와 간

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소마취제를 이용

한 구후마취가 유리체절제술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흔히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부피바카인, 로피바카인

은 pipecoloxylidides 그룹에 속하는 아미노아미드 계열의 

약물로 신경 축삭의 나트륨 통로에 결합하여 자극의 신경

전달을 일으키는 활동전위 형성의 주요 기전인 나트륨 유

입을 차단한다.19 특히, 통증 전달에 관여하는 A와 C 섬유

를 빠르게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0 리도카인은 발

현 시간이 빠르고 국소 자극증상이 없지만 서서히 분해되

므로 독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19 로피바카인은 부피바카

인에 비하여 친유성이 낮아 큰 말이집운동신경섬유 침투성

이 낮다.20 로피바카인은 수술 시 경막외마취와 급성통증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시간 작용형 약제이며, 지각신

경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운동신경 차단 효과는 강하지 

않아 기존의 장시간 작용형 약제에 비하여 중추신경계 독

성 및 심독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20 국소마취제의 종류

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었으

나, 유리체절제술에서 구후마취 시 약제에 따른 비교 연구

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체절제술에서 리

도카인과 부피바카인 또는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를 사용한 

구후마취 시 약제에 따른 마취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무통각과 무운동증이 나타나는 시간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구주변마취에서 로피바카인

을 사용한 경우 부피바카인과 발현 시간이 비슷했다고 보

고한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2 
또한, 빠른 

작용 발현 시간이 특징인 리도카인이 두 군 간의 발현 시간

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군에서 리도카

인과 부피바카인 혼합군보다 수술 중 및 수술 후 2시간째 

통증 점수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리체절제술에서 구

주변마취를 시행한 선행 연구에서 로피바카인을 사용한 경

우 부피바카인을 사용한 경우보다 수술 후 1일째 낮은 정

도의 통증 수치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12 부피바

카인은 한 쌍의 거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라세미 혼합물

(racemate, R- and S-bupivacaine)로 이루어져 있다. 두 형태 

모두 효과가 있지만 S-이성질체는 전신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피바카인은 라세미 혼합물인 부피바카인과 

달리 S-이성질체로만 이루어진 국소마취제이며, 이러한 

3차원적 분자 구조의 차이는 마취제의 표적 수용체 환경을 

바꿈으로써 독성이 적고 작용 시간은 길게 나타나는 효과

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1

로피바카인은 낮은 친유성으로 인해 부피바카인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운동신경 차단 효과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피바카인 관련 선행 연구들은 산과적 

수술을 위한 경막외마취에서 마취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소마취제의 작용은 약물 자체의 특성 외에도 신경섬유의 

굵기, 조직의 pH, 단백과의 결합 등 여러 인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신경섬유의 직경이 작을수록 국소마취

제의 효과가 크게 발휘된다.19,20 본 연구에서 안구운동 점수

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군에서 리도카인과 부피바

카인 혼합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는데, 구후마취의 경

우 척수신경섬유보다 상대적으로 직경이 작은 신경섬유에 

작용하기 때문에 국소마취제의 운동 차단 효과가 높게 나

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수술 중 및 수술 후 통증 정도는 환자의 연령, 수술 

소요 시간, 마취 약제의 종류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환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수술 중 및 수술 후 

2시간째 통증 수치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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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예민도 및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술 후 통증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인자는 수술 시간으로 분석되

었는데,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후마취제의 효과가 감

소하여 통증을 느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반

대안을 수술한 경우 수술 시 통증을 더 호소한다는 보고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편향을 배제하고자 양안 

수술 시 먼저 수술 받은 쪽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

다.22,23

본 연구에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군 중 1명은 구

후마취 후 의식 및 호흡 저하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부피바

카인의 두부 확산에 의한 이차적인 호흡 중추 마비 때문으

로 생각된다. 국소마취제의 의도하지 않은 혈관 내 주사로 

인한 발생 가능성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소량의 

마취제를 사용하였고, 마취 중 주사기를 뒤로 빼서 정맥 내

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발생한 점으로 보아 혈

관 내 주사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피바

카인은 신경독성 뿐만 아니라 심장의 전도와 수축력, QRS 

파의 폭의 유의한 변화가 보고된 바 있어 심박수 및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 항상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9,24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후향적 분석으

로 진행된 본 연구의 특성상 마취로부터 감각 및 운동 차단

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마취 약제의 투여량을 환자마다 동일하게 통제하지는 

못해 마취 약제 투여량이 마취 효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안과 수술 중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시술이 

많이 포함된 유리체절제술을 대상으로 구후마취 시 두 가

지 혼합 약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첫 연구라는 것

에 의의가 있다. 추후 유리체절제술에서 구후마취 시 부피

바카인과 로피바카인 단독 약제 및 두 약제의 혼합 약제 효

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유리체절제술을 위한 이상적인 국소 마취는 

주사 후 빠른 진통 및 안구운동의 마비와 함께 상대적으로 

긴 수술 시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고 수술 후에도 

적정 시간 동안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부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두 혼합 약제는 모두 주사 

후 빠른 진통 효과 및 안구운동 마비를 유도하였으나, 리도

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에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 약제에 비하여 수술 중 및 수술 후 통증의 지속적인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고, 부피바카인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 억제나 심혈관 부작용이 더 적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리체절제술에서 구후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약제의 특성과 효과에 따른 적절한 약제 선택이 중요

하며 마취 및 수술 과정 중 적절한 환자 감시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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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유리체절제술에서 구후마취 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또는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의 효과 비교

목적: 유리체절제술에서 구후마취를 시행할 때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 약제와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 간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유리체절제술 시 구후마취를 시행 받은 60명을 대상으로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을 사용한 30명(1군)과 리도카인과 로피

바카인을 사용한 30명(2군)으로 나누어 약제에 따른 효과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마취제 주입 후부터 무통각과 무운동증이 

시작되는 시간을 분석하였고, 수술 후 2시간째 면봉을 각막에 접촉시켜 감각 지각을 측정하였으며, 주시 방향에 따라 안구운동을 측정

하였다. 시각 아날로그 척도를 이용하여 수술 중, 수술 후 통증의 정도를 객관화하여 점수화하였고 합병증 여부를 조사하였다.

결과: 무통각이 시작되는 시간은 1군과 2군에서 각각 94.62 ± 28.87, 92.32 ± 35.53초였고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p=0.071). 무운

동증이 시작되는 시간도 1군, 2군에서 각각 147.89 ± 59.35, 132.57 ± 76.38초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23). 2군에서 

수술 중, 수술 후 2시간째 통증 점수 및 안구운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31, p=0.002, p=0.002). 1군 중 1명의 

환자에서 구후마취 후 의식저하 및 호흡억제 증세를 보였다.

결론: 유리체절제술에서 구후마취 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 혼합 약제는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혼합 약제와 비슷한 초기 마취 유도 

효과를 나타냈고, 수술 중 및 수술 후 통증 경감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우수한 안전성을 보였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12):160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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