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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된 마취과 의사에 의한 기관내삽관은 비교적 안전한 

의료 시술로 생각되지만 후두경 자체에 의한 손상부터 시

작하여 삽관 자체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관 후에도 여러 가지 후두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다. 발관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가장 흔한 것

이 인후통이고 그 경우에는 주로 3일 이내에 회복된다.1) 후

두 부종에 의한 흡기 시 천명이 동반된 호흡곤란이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성대 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성대 마비의 경우는 기관삽관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

만 수술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심장혈관

질환, 식도암, 두개골 기저부, 갑상선 질환, 전방 경추 접근

법 등에 의한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성

대 마비가 일과성 혹은 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2,3)

  저자들은 갑상선 전적출술에서 종양에 의해 둘러싸인 신

경의 박리로 수술 종료 후 회복실에서 양측성 성대 마비로 

호흡곤란이 발생한 환자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신장 164 cm, 몸무게 71.7 kg인 49세 여자 환자가 갑상선

에 생긴 유두상 암으로 갑상선 전적출술을 시행 받게 되었

다. 2년 전 자궁 근종으로 자궁전적출술을 시행 받은 것을 

제외하고 과거력이나 가족력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학적 

검사나 일반 검사 소견, 갑상선 기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이었다. 수술 전 애성, 인후통, 천명 등의 증상은 없었다.

  마취 전투약으로 midazolam 3 mg을 병실에서 근주 받은 

후 수술실에 도착하 다. 마취유도 전 활력 징후는 혈압 

160/80 mmHg, 심박수 75회/분이었다. 탈질소화 후 thiopental 

sodium 300 mg, vecuronium 8 mg, fentanyl 100μg, lidocaine 

80 mg을 정주하고 O2-N2O-enflurane으로 마스크로 폐환기를 

시킨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다. 곡형날 후두경으로 내경 

7.5 mm의 기낭이 있는 armored 기관내튜브를 별 어려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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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삽관하고 폐환기를 시키면서 기도에서 공기가 새어나오

지 않을 정도로 기낭에 공기를 주입하 다. 마취 유지를 위

해 O2-N2O-enflurne을 계속 흡입시켰으며 fentanyl 100μg을 

정주하 고 vecuronium으로 근육이완하 다. 수술 중 환자

의 활력징후는 혈압 130/80-90 mmHg, 심박수 75-100회/

분으로 유지하 다. 마취각성 후 glycopyrrolate 0.4 mg, pyri-

dostigmine 15 mg의 정주로 근이완제를 길항하여 발관하고 

회복실로 이송하 다. 

  회복실로 이송 후 두부 거상을 시키고 6 L/min의 속도로 

산소를 안면 마스크를 통하여 공급하 다. 혈압이 190/120 

mmHg을 나타내어 labetalol 5 mg을 정주하 으나 혈압이 

180/110 mmHg 이하로 조절되지 않았고 환자가 구토하여 

metoclopramide 25 mg을 정주하 다. 통증 조절을 위해 

ketorolac 30 mg을 정주하 고 혈압조절을 위하여 nifedipine 

5 mg을 비강 점막을 통하여 투여하 다. 그러나, 환자가 계

속적인 고혈압을 보 으며 불안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심

호흡을 해보라고 하자 흡기 시 천명을 보 으며 빈호흡이 

있었고 발성이 되지 않았다. 이 때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

으며 맥박산소포화도계측기는 99-100%을 나타내었다. 청

진 시 호기 때 천명이나 수포음 등 폐실질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여 굴곡성 후두경 검

사를 시행하 다. 검사상 양측 성대 모두 방정 중에 고정되

어 있었으며 성대간에 4-5 mm의 틈이 있어 호흡은 가능

한 상태 다(Fig. 1). 환자에게 일회 호흡량을 작게 하도록 

교육하고 안심하도록 격려해 주자 환자는 활력징후가 안정

되면서 덜 불안해하 다. 이비인후과와 상의하여 병동에서 

관찰하기로 하고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병동으로 

환자를 옮겼다. 병동으로 옮길 때 환자의 활력 징후는 150/ 

90 mmHg, 맥박산소포화도계측기는 99%를 나타내었다.

  환자는 수술 후 1일에 산소를 중지하 으나 앙와위에서

는 호흡곤란을 호소하 고 연하 곤란을 호소하 다. 수술 

후 2일에 애성이 있었지만 발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술 

후 7일에 우측 성대의 운동이 회복되었다(Fig. 2). 좌측 성

대는 방정 중에 고정된 상태로 운동이 회복되지 않았다. 20

일 후 환자는 퇴원하 다.

고      찰

  회복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된 호흡기적 합병증으로는 

기도 폐쇄, 저산소증, 과탄산혈증과 흡입 등이 있다.4) 이 중

에서 기도 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

지 못한 상태에서 혀가 구강뒤로 쳐져서 생기는 인두폐쇄

이다.5) 후두폐쇄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발관후 

발생할 수 있는 성대문연축이나 후두부종, 후두손상이 있으

며 신경의 직간접적 손상도 있다.1)

  외과적인 시술에 의해서 혹은 마취 중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기도폐쇄는 불완전 폐쇄의 경우 머리를 높이 

하거나 가습된 산소 공급, helium/산소 혼합기 공급, epine-

phrine의 흡입 등으로 치료될 수 있다.6,7) 그러나 거의 혹은 

완전히 폐쇄된 경우에 기관삽관이나 기도절개술이 긴급하

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감별하여 즉각적인 처치를 하는 것이 요구

된다. 특히 양쪽 회귀후두신경의 손상에 의한 성대마비의 

경우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해야 하지만 이 증례에서처럼 시

Fig. 1. 회복실에서 호흡곤란을 보 을 때 굴곡성 후두경으로 확인한 

양측 성대 마비.

Fig. 2. 수술 후 1주일에 우측성대의 운동이 회복되고 관찰된 좌측 성대 

마비.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5권 제 4호 2003                                                                                           

542

간 경과에 따라 호전될 수도 있다. 

  성대 마비는 기관삽관에 의해 발생 할 수도 있고 회귀후

두신경의 수술적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기관삽관

으로 인하여 성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발생하더

라도 대부분이 일측성 마비이고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는 더욱 드물다.8) Leon 등은9) 양측성이나 일측성으로 성문 

고정을 보인 환자 229명의 후향성 연구에서 양측 성대마비

를 보인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갑상선 수술이었다고 하

다. 또한 양측 성대마비를 보인 환자들 중 14%는 아무 치

료 없이 회복하 고, 34%는 구 기관절개를 시행하 고, 

52%는 일시적 기관절개 후 회복하 다고 하 다. Friedrich 

등은10) 기관삽관에 의한 전신마취로 흉부나 갑상선을 제외

한 수술을 받은 210명 중에서 회귀후두신경의 마비를 보인 

환자는 일과적 마비가 1.4%, 구적 마비가 0.5%라고 하

다. 그러므로 기관삽관에 의한 전신 마취 후 성대 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경우 기관삽관에 의한 원인뿐만 

아니라 외과적 원인에 대한 검사와 평가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규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 중에서 애

성을 보이는 환자들은 술 전 이비인후과적 검사를 통해 병

리학적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대

의 문제의 원인이 전적으로 마취의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

을 수 있다.11)

  후두의 신경들은 미주신경으로부터 분포된다. 상후두신경

의 내분지에는 내인성후두근으로부터의 연결, 압력 및 신장 

수용체의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어 이들 수용체로부터의 구

심성 반응이 간뇌의 고삭으로 전달된다. 회귀후두신경은 윤

상갑상근과 하인두수축근을 제외한 모든 내인성후두근의 

운동 신경을 지배한다. 기관삽관, 경부의 수술, 수술 중 목

을 과도하게 신장시키는 것 등으로 인해 회귀후두신경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회귀후두신경이 윤상연골 부위를 

지나면서 전방 분지와 후방 분지로 나뉘어 지는데 이중 전

방분지가 기관내튜브의 기낭으로 인한 압박손상을 받을 수 

있다.11) 본 증례에서는 3시간의 수술 중 기낭 감압을 해주

지 않았으나 장시간의 수술은 아니었고 low pressure, high 

residual volume인 튜브를 사용하 으며, 성대와 기낭의 거리

가 적절하 고 지나친 기낭 팽창을 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원인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튜브의 크기도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본 증례의 경우 내경 7.5 mm

의 튜브로 저항없이 삽관하 으므로 배제할 수 있다. 

  수술적 조작에 의해 두부가 과신전 되거나 회전되었을 

경우 회귀후두신경이 잡아 당겨지게 되어 비틀림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12) Baraka 등은13) 신경의 과도한 신전에 의

한 손상은 종종 쉽게 가역되는 생리적 신경차단을 일으키

지만 때로는 축삭절단이나 신경절단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하 다. 본 증례에서는 수술 전 시행한 굴곡성 후두경 검사

상 성대마비가 없었고 종양이 회귀후두신경을 감싸고 있어 

신경을 종양으로부터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술 

중 좌측회귀후두신경을 수술도구로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신경 손상을 추측할 수 있다. Misiolek 등은14) 갑

상선 종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46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수술 후 성대 마비를 보이는 경우는 4.7% 고 그 중 

편측성 마비는 3.2%, 양측성 마비는 1.5% 다. 성대마비를 

보인 환자 중 구적 마비를 보인 경우는 3.5% 다. 이러한 

회귀후두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회귀후두신경 기능을 

감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발근전도와 유발근전도를 이용

하기도 하고 신경 활동 전위를 이용하기도 한다.15) 

  결론적으로 본 환자에서 수술 후 양측 성대마비의 원인

은 기관삽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적 조작 시에 발

생한 두부의 과도한 신전과 수술 도구에 의한 신경의 직접

적 손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성대 사이에 4-5 mm의 

틈이 있어 기도의 완전폐쇄를 유발하지 않아 환자의 환기

에 특별한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완전 폐쇄가 일어났

다면 응급 기관절개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두경부 수술에서

와 같이 예비 기낭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거나 감압하는 것

이 힘든 경우 삽관 후 기낭의 정확한 위치와 적절한 압력

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외과의들과의 협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비하고 수술적 원인에 대한 고려 또한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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