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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비비비디디디오오오 흉흉흉강강강경경경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흉흉흉부부부교교교감감감신신신경경경 절절절제제제술술술 후후후
늑늑늑막막막강강강내내내차차차단단단과과과 척척척추추추주주주위위위차차차단단단의의의 효효효과과과 비비비교교교

척추주위차단(paravertebralblock)은 현재 개흉술,담낭절제술,유방수술,서혜
부 탈장등의 수술시 마취뿐만 아니라 수술 후 통증 조절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척추주위차단은 술기가 쉽고 비교적 안전하며 편측 차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늑막강내차단술과 달리 흉관을 통한 국소마취제 소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
다.
최근 수부와 액와부 다한증의 치료 방법으로 많이 시술되고 있는 비디오 흉강

경 수술을 통한 교감신경절제술은 개흉에 의한 교감신경절제술 보다 덜 침습적이
고 입원기간이 짧으며 수술 후 통증이 더 적은 장점이 있다.그러나 여전히 상당
수의 환자에서 수술 후 중등도의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경막외차단,늑간신경차단,늑막강내차단,척추주위차단,국소마취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 절제술 후 기존에 시행하

고 있었던 늑막강내차단을 척추주위차단과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진통효과와 폐기
능 회복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17
개월 동안 본원에서 전기 소작법으로 시행하는 비디오 흉강경하 교감신경 절제술
을 시행 받은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51명을 임의로 분류하여 1군에서는 늑막강내차단을,2군에서는 척추주위차단을 시
행하여 수술 후 30분,2시간,6시간,12시간,24시간 후 시각적 통증 점수와 강제폐
활량을 측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안정시 시각적 통증 점수가 늑막강내차단 군은 수술 후 30분,2시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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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12시간,24시간에 6.4±1.8, 5.1±1.1, 4.2±1.5, 2.8±0.8, 2.6±1.3으로 비교

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척추주위차단 군에서는 각각 2.9±1.8, 2.5±1.6, 

2.1±1.6, 1.9±1.7, 2.0±1.9로 24시간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기침시 시각적 통증 점수는 늑막강내차단 군의 경우,수술 후
30분,2시간,6시간,12시간,24시간에  7.8±1.0, 6.4±0.8, 5.3±1.6, 4.4±1.6, 

4.8±2.2이었으나, 척추주위차단 군은 4.7±2.2, 4.2±2.1, 4.3±2.1, 3.4±2.1, 

3.8±2.4을 보여 전체적인 수치는 척추주위차단 군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수술 

후 2시간 이내에서만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 수술 후 30분, 2시간, 6시간, 12

시간, 24시간에 시행한 강제폐활량은 늑막강내차단 군의 경우 수술 전 수치의  

32%, 43%, 56%, 67%, 75%를 보였으나, 2군에서는 59%, 59%, 71%, 75%, 

84%로 나타나, 폐기능 회복이 척추주위차단 군에서 더 빠른 결과를 보였으나 술 

후 6시간까지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 절제술 후 늑막강내차단 보다는 

척추주위차단을 하는 것이 수술 후 폐기능 회복과 진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핵심 되는 말 : 교감신경절제술, 늑막강내차단, 비디오 흉강경수술, 척추주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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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척추주위차단은 횡돌기,추체,추간공,늑횡돌기인대(costotransverseligament)와
흉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인 척추주위공간(paravertebralspace)에 국소마취제를 주
입하여 흉부와 복부에 분포하는 신경을 편측 혹은 양측으로 차단하는 술기이며
현재 개흉술,담낭절제술,유방 수술,서혜부 탈장 등의 수술시 마취 또는 수술 후
통증관리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그 외에 척추주위차단은 술기가 쉽고 비
교적 안전하며 편측 차단이 가능하며,늑막강내차단술과 달리 흉관을 통한 국소마
취제 소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1)

최근 수부와 액와부 다한증의 치료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은 상후부 교감신경 사슬(upperdorsalsympa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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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의 T2-T4신경절에서 기시하는 교감신경 섬유를 차단하는 것으로,개흉에
의한 교감신경절제술 보다 덜 침습적이고 짧은 수술 시간,입원 기간의 단축,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2)그러나 비디오 흉강경수술 후에도 상당수의 환
자에서 통증을 호소하며,때로는 일시적인 폐기능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흉부교감신경 절제술 후의 통증은 수술 후 2-4시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
고 절개 부위와 상관없이 흉골(sternum)후방이나 상부 배부(upperback)에 위치
한다.4) 이러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소마취(localanalgesia),경막외차단
(epidural block), 늑간신경차단(intercostal block), 늑막강내차단(interpleural
block),척추주위차단 (paravertebralblock)등이 제시되어 왔다.5,6) 

   저자들은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늑막강내차단술과 척추주위차단의  진통 및 폐

기능 회복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수술 후 각각의 시간에 따른  시각적 통증 점수

(VAS, visual analogue scale)와 강제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을 측정

하여 문헌적 고찰과 함께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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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병원에서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전기 소작법으로 시

행하는 비디오 흉강경수술을 통한 교감신경 절제술이 예정된 다한증 환자 중 미

국마취과학회 신체 등급 분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51명을 대상으로 임의로 

두 군으로 분류하여 1군에서는 늑막강내차단(n = 24), 2군에서는 척추주위차단(n 

= 27)을 각각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는 수술 전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으며 수술실 도착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2 mg, 

midazolam 0.05 mg/kg을 수술 전 투약으로 근주하였다. Thiopental sodium 

4-5 mg/kg으로 마취유도를 하였으며 vecuronium 0.1 mg/kg을 정주하고 O2 

100%와 sevoflurane 2.0 ~ 5.0 vol%로 마스크를 통해 5분간 환기시킨 후 좌측 

이중관기관지 튜브(Broncho-cath Left,
® 

Mallinckrodt Medical, Ireland)를 삽관

하였다. 마취유지는 N2O/O2를 각각 2 L/min와 sevoflurane 2.0 vol%로 시행하였

다. 

   수술 종료 후 흉강경 삽관 상태에서 1 군은 양측 늑막강내에 0.75% 

ropivacaine 15 ml와 triamcinolon 25 mg을 각각 주입하였으며, 2군은 수술 후 

측와위 상태에서 양측에 척추주위차단을 시행하였다. 척추주위차단은 Eason과 

Wyatt가 기술한 고식적인 방법으로
7)
 T3 극돌기(spinous process)의 상부 경계

(upper border)에서 외측으로 약 3 cm 떨어진 곳에서 18G Tuohy 바늘을 수직

으로 삽입하여 횡 돌기(transverse process)를 접촉한 후, 바늘을 점차 위로 이동

하여 상 늑횡돌기인대(superior costotransverse ligament)를 천자할 때 느껴지

는 저항소실을 이용하여 척추주위공간을 확인한 후 0.75% ropivacaine 15 ml를 

양측에 각각 주입하였다. 통증의 정도는 10 cm 눈금자를 이용하여 수술 후 30분, 

2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와 기침 시에 평가하여 시각

적 통증 점수를 얻었고, 수술 후 폐기능의 회복 정도를 측정하기위해 폐활량 측정

기(spirometer)를 사용하여 수술 전과 수술 후 30분, 2시간, 6시간, 12시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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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강제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을 측정하였다. 병실로 입실하기 전

에 X-선 촬영을 하여 기흉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고, 추가 진통제는 ketorolac 

(TarasynⓇ, 30 mg ample-1, roche korea)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30 

mg씩 정주하였다 모든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SD)로 표시하였고 통계학적 검정

은 independent paired t-test로 시행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p 값이 0.05 미만

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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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대상 환자의 성별,연령,체중,신장과 수술 전에 측정한 강제폐활량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1).시각적 통증 점수는 안정시 늑막강내차단군

에서 수술 후 30분, 2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에 평균 6.4±1.8, 5.1±1.1, 

4.2±1.5, 2.8±0.8, 2.6±1.3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척추주위차단에서

는 각각 2.9±1.8, 2.5±1.6, 2.1±1.6, 1.9±1.7, 2.0±1.9의 소견을 보였고, 수술 후 

12시간까지만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다(p < 0.05 Fig. 1). 기침 시 시각적 통증 점

수도 늑막강내차단 군과 척추주위차단 군에서 7.8±1.0,6.4±0.8,5.3±1.6,4.4±1.6,
4.8±2.2vs4.7±2.2,4.2±2.1,4.3±2.1,3.4±2.1,3.8±2.4로 척추주위차단에서 평균적으

로는 더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수술 후 2시간 이내에서만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Fig. 2). 폐기능 회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강제폐활량 측정 결

과, 늑막강내차단 군의 경우, 수술 전 강제폐활량의 32%, 43%, 56%, 67%, 75%

였고, 척추주위차단 군에서는 수술 전 강제폐활량의 59%, 59%, 71%, 75%, 84%

를 나타내어, 폐기능 회복이 척추주위차단 군에서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으나, 수

술 후 6시간까지만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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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DemographicData

Valuesaremean± S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FVC; forced vital capacity.

Interpleural group Paravertebral group

Number 24 27

Age 20 ± 5 22 ± 5

Body weight(kg) 63 ± 12 62 ± 10

Height(cm) 169.7 ± 9.9 168.3 ± 6.9

FVC(ml) 3399 ± 816.3 3172 ± 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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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Mean± SD of pain score on rest during 30 min, 2, 6, 12 

           and 24 hours after operation. The paravertebral block 

           had significantly lower pain score than interpleural block 

          ＊p<0.05.



- 8 -

Fig.2.Mean± SD of pain score on maximal coughing during 30

             min, 2, 6, 12 and 24 hours after operat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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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Mean± SD of forced vital capacity. The paravertebral         

             block had significantly higher vital capacity than               

             interpleural block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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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1951년 Kux에 의해 내시경적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이 보고 된 이후,
8)
 이 방

법은 수부 다한증 치료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87-98%로 높은 성공률이 보

고 되고 있다.9)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 절제 방법으로는 교감신경절을 절

제(resection) 또는 전기소작(cauterization)하거나 흉부교감신경절을 연결하는 교

감신경 사슬을 소작하거나 클립핑(clipping)한다.
10)

 이 방법은 개흉에 의한 교감신

경 절제술보다 짧은 입원기간, 비용 절감, 술 후 통증 경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술 후 통증과 일시적인 폐 기능의 감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3,5)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Dandy등
11)

은 흉강경을 이용한 

늑막유착술을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와 진정과 함께 늑간신경차단(intercostal 

nerve block)으로 시행하였음을 보고하였고, Temes등
12)

과 Bolotin등
5)
은 흉강경

을 통한 내측 늑간신경차단(internal intercostal nerve block)으로 흉강경하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 후 통증 감소를 보고하였다. 

   늑막강내차단은 1984년에 Kvaheim등
13)

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 된 이후 상복

부 수술과 개흉술 후 통증 조절
14-16)

과 함께 늑골 골절
17)

이나 편측성 유방 수술
18)

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Lieou등19)과 Assalia등20)은  흉강경하 흉

부교감신경 절제술 후 늑막강내차단을 시행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통증감소

와 술 후 진통제 소모량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늑막강내차단의 주된 진통 

기전은 국소마취제가 벽측 흉막과 늑간근을 통해 확산하여 늑간신경에 도달하여 

늑간신경차단이 되는 것이며,
21)

 그 외에도 척추주위공간으로도 확산되어 신경근, 

교감신경절등을 차단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2)

 

   개흉술 후 늑막강내차단술을  시술할 때에는 수술 후 거치되는 흉관(chest 

tube)으로 국소마취제가 소실될 수 있는데 Ferrante등
1)
에 의하면 흉관을 통해서 

4시간 동안 주입액의 30-40%가 손실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시경적 흉부 교감

신경 절제술은 수술 후 흉관을 거치할  필요가 없고 흉강경을 통해 수술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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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주입할 수 있어 늑막강내차단의 좋은 적응증이 된다. 흉강경하 교감신경 

절제술 후에는 후벽측 늑막이 열려있고 늑하신경(subcostal nerve)이 노출되어 

있으며 흉관 배액을 하지 않으므로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면 흉강내에 국소마취제

가 오래 남아 있어 이로 인해 오랫동안 진통효과를 가져오며 환자들이 수술 후 

앙와위로 누워 있으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Kambam등
23)

도 수술한 

조직에 직접 국소마취제가 접촉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고하면서 늑막강내차단이 

후측과 측면의 개흉술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전방 개흉술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고 하였다. 주입약제는 Ferrante등
1)
은 0.5% bupivacaine 20 ml를 주입하여 진통

효과를 얻었고, 백혜정등24)은 epinephrine 1:200,000 이 혼합된 0.25% 또는 

0.375% bupivacaine 0.5 ml/kg로 주입하여 개흉술 후 폐기능 검사 지수는 통계

학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numeric pain rating score가 타군

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 Assalia등20)은 0.5% bupivacaine 20 

ml를 일회 주입하여 적절한 진통과 함께 술 후 진통제 소모의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다. 지속주입 시에는 epinephrine이 혼합된 0.25% 또는 0.5% bupivacaine을 

5-10 ml/hr의 속도로 주입하거나17) 소아에게는 1:200,000 epinephrine이 혼합된 

0.5% bupivacaine을 0.5-1.0 ml/kg/hr의 속도로 주입한다.
25)

 이창준등
26)

은 진통

지속시간을 평균 6.5시간, 진통발현시간은 평균 6.6분으로 보고하였고, Reistad등

14)은 진통지속시간은 평균 10시간, 진통발현시간은 1-2분 이내로 보고하였다. 그

러나 늑막강내차단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들도 다수가 보고되고 

있다.
27,28)

 본원에서도 늑막강내차단을 시행하고 있으나 차단 이후에도 여전히 중

등도의 통증과 함께 경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이번 결과에서와 같이 안정

시 시각적 통증 점수가 6이상이 되고, 기침시에는 7이상으로 참기 힘든 통증을 호

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늑막강내에 0.75% ropivacaine 15 

ml와 triamcinolon 25 mg 를 주입하여 앞의 저자들 보다 소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결과에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척추주위차단은 1905년 Hugo Sellheim 에 의해 복부 수술에서 진통과 근육이

완을 위해 최초로 시행된 이후29)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79년 Eason과 

Wyatt에
7)
 의해 지속적 카테테르 방법(continuous catheter technique)이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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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통증관리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여 현재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Matthews등
30)

은 개흉 수술 후 환측의 흉부 척추주위로 지속적인 국소마취제의 

주입이 흉부 경막외차단과 비슷한 진통효과를 보이며 양측 교감신경이 모두 차단

되어 발생되는 저혈압, 요저류등의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경

막외차단을 한 그룹보다 척추주위차단 그룹이 더 좋은 진통효과를 보였고, 진통제 

소모량도 적었으며, 술 후 호흡기 합병증도 적었다고 보고하였는데,31) 이는 척추

주위차단이 더 많은 양의 국소마취제를 환측에 안전하게 주입할 수 있어 체성 신

경(somatic nerve)을 더 많이 차단 할 수 있고, 교감신경 사슬과 교통지(rami 

communicantes)에 해부학적으로 더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Richardson등
32)

은 다른 연구에서 척추주위차단이 늑막강내차단 보다 호흡기능 회

복에 좋은 효과를 보이며, 더 적은 부작용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늑막강내차단을 시행한 군보다 척추주위차단을 시행한 군이 술 후 진통효과가 더 

좋았으며 폐기능 회복도 빠른 것으로 관찰되어 위의  보고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

타냈다. 그 밖에도 다발성 늑골골절(multiple rib fracture) 환자와
33)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도26) 척추주위차단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유방수술과34-36) 

서혜부 탈장수술(inguinal herniorrhaphy)의 마취와 술 후 진통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38)

 

   척추주위공간은 늑골의 머리와 목 사이에 위치하는 쐐기모양의 공간으로 횡돌

기, 추체, 추간공, 늑횡돌기인대와 흉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여기에는 늑간신경

과 그의 뒤가지, 교통지 그리고 교감신경줄기들이 포함되어있다.
39)

 이 공간으로 

주입된 국소마취제의 작용기전은 인접한 늑간신경, 늑골 두(head of rib)와 추간

공을 통한 확산등으로 알려져 있다.
40-42)

 척추주위차단의 술기에는 저자들이 시행

한 고식적인 방법 외에도 배부 정중선에서 외측방으로 약 3 cm 떨어진 늑골간

(intercostal space)에서 상 늑횡돌기인대를 천자할 때 느껴지는 저항소실을 이용

하여 척추주위공간를 확인하는 외측법(lateral technique)이 흔히 쓰이며 그밖에도 

정중법(medial technique), 척추주위-경막주위 차단(paravertebral-peridural 

block)등이 있다.43)

   개흉술시 척추주위차단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의 일회 투여량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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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 epinephrine이 혼합된 0.25% 또는 0.5% bupivacaine 20-30 ml가 주

로 사용되며
40,44)

 카테테르를 거치하여 지속적인 주입을 할 시에는 epinephrine이 

혼합된 0.25% bupivacaine을 5-10 ml/hr의 속도로 투여한다.45) 일회투여시 진통

지속 시간은 3-9시간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44,46)

 진통발현 시

간은 대략 5-20 분 이내로 알려져 있다.
26,44) 

저자들은 양측 척추주위공간에 

0.75% ropivacaine 15 ml를 각각 일회 주입하였으며 흉강경하 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없는 한 대부분의 환자가 다음날 퇴원하고 술 후 통증이 6시간 이후

에는 현저하게 감소되므로 카테테르를 통한 지속주입은 시행하지 않았다. 

   척추주위차단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우발적인 지주막하 또는 경막외 주입44), 혈

관내 주입
37)

, 기흉
39,40)

, 양측성 차단
26,40,44)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척추주위차

단을 시행한 27명의 환자 중 1명에서 기흉이 발생하였으나 그 외 합병증은 없었

다.

   본 연구는 기존의 늑막강내차단은 흉강경하 교감신경절제술의 술 후 초기 통

증조절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비교적 술기가 쉽고 합병증이 적은 척추주위차단

을 시행하여 술 후 진통과 술 후 폐기능 회복을 늑강내차단군과 비교 관찰하였고 

그 결과 안정시에 VAS가 1군에서 술 후 12시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

며, 기침 시 VAS도 2군에서 평균적으로는 더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술 후 2시간

이내에서만 통계적 의의를 보였다. 강제폐활량도 술 후 6시간까지 통계적 의의가 

있었다. 이는 Richardson등이
32)

 개흉술 후 늑막강내차단과 척추주위차단을 각각 

실시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척추주위차단 군에서 더 좋은 폐기능 검사(PFT 

pulmonary function test) 결과를 보이고 더 낮은 시각적 통증 점수를 보인 결과

와 상응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결과가 척추주위차단이 늑막차단에 비해 늑

간신경근 및 교감신경절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서 국소마취제가 분포되고 중력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 늑막강내차단은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 횡격막의 움직임에 방해를 주어 폐기능 회복이 느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VAS의 차이가 12 시간 또는 2 시간 이내에서만 의미 있게 차이가 

나고 강제폐활량도 6시간 이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비디오 흉강경수

술이 장시간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초기에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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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비디오 내시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 절제술 후, 통증조절 방법으

로써 척추주위차단이 늑막강내차단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며, 앞으로 적절

한 용량과 시행부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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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 받은 51명의 환자를 두
군으로 임의로 분류하여 늑막강내차단(1군)과 척추주위차단(2군)을 시행한 후,
수술 전과 술 후 30분,2시간,6시간,12시간,24시간에 안정시와 기침시 시각적 통
증 점수(VAS)를 측정하여 각각의 술 후 진통효과를 알아보고,폐활량계로 강제폐
활량을 측정하여 폐기능 회복정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늑막강내차단 군은 안정 시 시각적 통증 점수가 술 후 30분,2시간,6시간,12시
간,24시간에 평균 6.4±1.8,5.1±1.1,4.2±1.5,2.8±0.8,2.6±1.3을 보였으며,척추
주위차단 군은 평균 2.9±1.8,2.5±1.6,2.1±1.6,1.9±1.7,2.0±1.9을 보였다.즉,늑
막강내차단 군보다 척추주위차단 군에서 술 후 12시간까지 시각적 통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늑막강내차단을 시행한 군에서는 술 후 초기에
비교적 높은 시각적 통증 점수가 관찰되었다.

2.늑막강내차단 군은 기침 시 시각적 통증 점수가 술 후 30분,2시간,6시간,12시
간 24시간에 각각 평균 7.8±1.0,6.4±0.8,5.3±1.6,4.4±1.6,4.8±2.2이었으나,척추
주위차단 군은 4.7±2.2,4.2±2.1,4.3±2.1,3.4±2.1,3.8±2.4를 보여 수치는 척추주위
차단 군이 낮았으나 수술 후 2시간 이내에서만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

3.수술 전에 측정한 강제폐활량 측정값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술 후 30분,2시간,6시간,12시간,24시간에 측정한 값은 각각 수술 전 측
정값의 32%,43%,56%,67%,75%를 보였으나,2군에서는 59%,59%,71%,
75%,84%로 폐기능이 회복되어 척추주위차단 군에서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술 후 6시간까지만 통계적 의의가 있었다.결론적으로,비디오 흉
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 절제술 후 늑막강내차단보다는 척추주위차단을 하는
것이 수술 후 통증 감소와 폐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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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CCCooommmpppaaarrriiisssooonnnooofffttthhheeeeeeffffffiiicccaaacccyyyooofffiiinnnttteeerrrpppllleeeuuurrraaalllbbbllloooccckkkaaannnddd
pppaaarrraaavvveeerrrttteeebbbrrraaalllbbbllloooccckkkaaafffttteeerrrvvviiidddeeeooo---aaassssssiiisssttteeedddeeennndddooossscccooopppiiiccc

ttthhhooorrraaaccciiicccsssyyymmmpppaaattthhheeeccctttooommmyyy

JJJiiiYYYooouuunnngggKKKiiimmm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MMMeeedddiiiccciiinnneee,,,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KKKwwwaaannngggHHHoooLLLeeeeee)))

IntroductionIntroductionIntroductionIntroduction: Video-assisted thoracic surgery(VATS) is widely used as a 

less incisional procedure for thoracic surgical procedure. There is, 

however, still significant postoperative pain, although less severe than 

conventional thoracic surge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icacy between interpleural block and paravertebral block for 

postoperative pain control and recovery of pulmonar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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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MethodsMethodsMethods: We studied 51 patients with similar demographic and preoperative 

physiologic parameters randomly divided into interpleural or thoracic 

paravertebral block groups. Visual analogue pain score(VAS) was assessed 

at 30 min, 2, 6, 12, and 24 hours after operation and forced vital capacity 

was tested at preoperatively, at 30 min, 2, 6, 12, and 24 hours for 

pulmonary function evaluation.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Pain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paravertebral block at 30 

min, 2, 6 and 12 hours post operative period during rest(6.4±1.8,5.1±1.1, 
4.2±1.5,2.8±0.8 vs 2.9±1.8,2.5±1.6,2.1±1.6,1.9±1.7,p<0.05)  and only within 2 

hours after operation for coughing(7.8±1.0,6.4±0.8vs4.7±2.2,4.2±2.1,p<0.05) 
than interpleural block. There was significant recovery of pulmonary 

function 30 min, 2, and 6 hours after operation period(32%, 43%, 56%, 

67%, 75% vs 59%, 59%, 71%, 75%, 84%, p<0.05)inparavertebralblock.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sss:Thoracic paravertebralblock is more effective in decreasing
post-VATS pain and allows early recovery offorced vitalcapacity than
interpleuralblock.

Key Words: interpleural block, paravertebral block, sympathectomy,
video-assistedthoracic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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