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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신경 마비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다양한 원

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원인으로는 통계적으로 종양

이 반수 정도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외상, 뇌졸중 등에 기인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수술 후 발생하는 설하신경 마

비는 전체 신경 마비 중 5% 정도를 차치하는데 대개 두경

부 수술 후에 발생하며,2-5) 그 외 기관내 삽관, 기관지경 시

술 및 후두 마스크 사용 후 나타나기도 한다.6-11) 드문 경우

로 환자의 자세 변화에 따른 설하신경 마비도 보고되고 있

다.12)

  저자들은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 후, 좌위에서 관

절경하 우측 Bankart 병변 복원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설하

신경 마비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증례가 있어 이에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나이 41세, 몸무게 65 kg, 신장 172 cm의 남자환자로 우

측 견관절의 불안정성과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우측 견관절 단방향성 불안정성으로 진단을 받은 후, 관절

경하 우측 Bankart 병변 복원 수술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하

다. 수술 전 과거력이나 가족력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학적 검사나 일반 검사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마취 전투약으로 midazolam 3 mg과 glycopyrrolate 0.2 mg

을 수술 30분 전 근육주사하 다. 마취 전 생체 활력 징후

는 정상 수준이었다.

  마취유도를 위해 thiopental sodium 5 mg/kg을, 기관삽관을 

위해 vecuronium 0.15 mg/kg을 정주한 후, 환자가 충분히 이

완된 다음, 곡형날 후두경을 이용하여 내경 7.5 mm의 기관

내 튜브를 경구로 삽관하 다. 삽관은 1회의 시도로 성공하

고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마취유지는 N2O 2 L/min, O2 2 L/min 및 enflurane 1.0-

2.0 vol%를 사용하 다. 생체 활력 징후가 안정된 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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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세를 좌위로 바꾸었다. 환자를 beach chair (AMSCOⓇ 

3085-SPTM, STERISⓇ, USA)에서 70도 정도로 앉힌 다음, 고

관절 부위는 80도 굴곡하 으며 슬관절 부위는 약간 굴곡

시켰다. 환자의 턱과 머리는 과도한 신전 및 굴곡 없이 중

립 위치에서 고정하 다. 환자의 턱 및 머리의 고정과정에 

있어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 자세의 변화 후와 수술 중 환

자의 생체 활력 징후에서 특이한 변화는 없었다.

  수술 종료 후 근이완의 반전을 위해 pyridostigmine 0.3 

mg/kg, glycopyrrolate 0.008 mg/kg을 투여하 으며 자발호흡

이 충분히 회복되고 환자가 각성된 후에 발관하고 회복실

로 이동하 다. 수술시간은 총 1시간 30분, 마취시간은 2시

간 10분이었다.

  환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하 고, 

병실 도착 직후 인후부위에 약간의 불편감이 있었으나 의식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수술 2일 후 식사 시에 왼쪽으로 음

식이 쏠리는 증상과 씹기 어려움, 구어장애 등의 증상을 호

소하 다. 이학적 검사 상 혀를 내 었을 때 좌측 편위 양

상을 보 고(Fig. 1), 혀 근력도 감소된 양상을 보 으나 그 

외에 다른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없었다. 이에 신경과 자문

을 구하 으며 다른 기저 질환을 확인하고자 내분비검사, 

생화학검사, 자가 면역 질환 검사를 실시하 고 또한 자기

공명촬 , 두개골 기저를 포함한 경부 컴퓨터 단층촬 , 혈

관 도플러 등을 의뢰하 다. 내분비 검사, 생화학 검사, 자

가 면역 검사 등에서 정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경부 컴퓨터 

단층촬  결과 구인두 부위에서 좌측 설편도 부위에 약간의 

부종 외에는 정상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태가 점차 호전되어 환자가 다른 상 검사를 거부

하여 더 이상 검사할 수 없었고, 이에 일시적 설하신경 마

비로 진단하고 그 경과를 관찰하 다. 그 후 환자의 설하신

경 마비는 호전되어 현재 아무런 장애 없이 생활하고 있다.

고      찰

  설하신경은 제12번 뇌신경으로 혀 및 설골하근들의 운동 

요소에 관여하는 순수 운동신경으로서 연수의 설하신경핵

에서 시작하여 전외측으로 나와 후두골의 설하신경관을 통

하여 두개강 밖으로 나오게 되고 경부 외측에서 하전방으

로 진행하여 내경동맥과 내경정맥 사이를 지나고 악이복근

을 지나 혀의 후방 깊은 곳을 통하여 혀의 근육에 분포한

다. 설하신경의 한 가지는 경부 외측에서 경신경의 가지들

과 합쳐져 경신경고리를 형성하여 설골하근들에 분포한다. 

설하신경 기능의 평가는 명령에 따른 혀의 움직임과 피검

자 발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미세한 조절 양상을 

평가할 수 있다.13,14)

  설하신경 마비를 야기하는 원인 질환은 종양(특히 악성), 

외상, 연수 경색, 히스테리, 다발성 경화증, 수술, Guillain- 

Barre 신경병증, 그리고 감염 등의 순으로 알려져 있다.1) 또

한 장시간의 이비인후과적 조작, 발치 후, 그리고 기관내 

삽관, 기관지경, 후두마스크의 사용 후에도 합병증으로 발

생하며,6-11) 본 증례처럼 좌위에서 견관절 수술을 받은 후에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12) 설하신경 마비의 증상으로

는 혀의 운동 장애 및 혀 근육의 위축을 특징으로 하며, 보

통 원인이 되는 부위가 설하신경 주행경로 어디에 위치하

는가에 따라 다양한 뇌신경 장애를 동반하게 되나 설하신

경 단독 마비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면신경의 마

Fig. 1. The tongue is deviated to the left when he try to protrude 

it. This demonstrate a lack of function of the left hypoglossal 

nerve.
Fig. 2. In the neck CT image, there are no evidence of mass of 

oropharynx or nasopharynx and there are mild swelling of left 

lingual tonsil at the oropharyngeal level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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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어금니 질환에 의해서도 설하신경 마비처럼 보일 수 있

어 감별 진단해야 한다. 예후는 구마비에서부터 일시적으

로 마비 후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6)

  수술과 관련된 설하신경 마비는 경동맥 내막절제술, 편도

선 제거술 등 경부 상부 부위 수술 시에 많이 나타난다.2-5) 

경동맥 내막 절제술 시 설하신경 마비가 발생하는 기전은 

일반적으로 허혈성 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설

하신경은 외경동맥의 분지인 상행인두동맥으로부터, 더 자

세히는 설하동맥에 의해 혈액 공급을 받는다. 설하동맥은 

경부 내경동맥의 후외측을 가로질러 주행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물리적 압박을 받기 쉬우며, 이에 의한 신경손상이 나

타날 수 있다. 또한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견인과 신

전으로 인해 신경 자체에 가해진 장시간 동안의 압력에 의

해서도 설하신경 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열 손상, 

전기 손상, 신경 내 혈종에 의해서도 손상받을 수 있다.2)

  편도선 제거술 시 발생하는 신경마비는 이론적으로 설하

신경이 경동맥 뒤를 주행하므로 직접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편도선 제거 후 발생하는 설하신경 마비는 

대개 염증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편

도선 제거 수술 후 염증 반응이 없이 설하신경 마비가 발

생하 다면 이는 수술 자체보다는 수술하기 위해 개구기를 

삽입하면서 외측 혀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졌거나, 또

는 후두경 삽입 과정 중 설하신경의 신장이 발생하여 마비

가 생겼을 수 있다.4)

  Michel 등에 의하면4) 기도 삽관 시 혀를 앞쪽으로 당김으

로서 부가적인 신경의 신장이 발생될 수 있으며, sniffing 자

세를 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머리를 신전시킴으로써 더욱 

신경이 신장된다고 한다. 설하신경은 보통 1.3 cm까지 신장

되며 만약 머리를 신전시키면 더 신장될 수 있다. 이처럼 

기관내 삽관시 과도한 신경의 신장은 설하신경 마비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Evers 등은9) 윤상연골에 압력을 줄 경우 

신경이 고정되며,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기도 삽관을 시행

할 경우 신경 신장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하 다. 혀

의 외측 기저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표재성 주행을 하

는 설하신경에 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설하신경 마비와 설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관

찰되는데 이는 해부학적으로 혀의 외측 부위에 각각 함께 

주행하기 때문이다.6)

  후두마스크를 사용한 후에도 설하신경 마비가 보고되고 

있다.10,11) 정상적인 후두마스크 사용 시, 커프의 하방은 설

골에 근접해 위치하며, 커프의 상방은 혀의 기저에 위치한

다. Nagai 등에 의하면10) 후두마스크 사용 시 설하신경이 

후두마스크의 커프와 설골 또는 경추골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압력에 눌려 손상 받는다고 하 다. King 등은11) 후두

마스크 사용 시 하인두 부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 손

상이 설하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충분하게 되면 설하신경이 

마비될 수 있으며, 또 수술 중 마취가스로 사용된 이산화질

소가 커프로 확산하여 설하신경에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직접적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원인 외에도 드물게 자세와 관련되어 설하신경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수술 도중 환자 자세의 변화, 특히 

두경부의 위치 변화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12) 

설하신경은 하악각 위치에서 표재성 분포하게 되므로 약간

의 압력에도 손상받기 쉽다. 즉 경부 위치의 변화 시 하악

골의 각이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설하신경을 눌러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두경부를 고정한 채로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 무의식적인 견인 등에 의해 수술부위와는 

다른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취과 의사

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내 튜브에 의해서도 

설하신경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

  견관절경하 수술 시 환자의 자세는 측와위와 좌위로 크

게 나누는데, 측와위는 수술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견인

에 의한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나, 좌위

는 수술시야가 측와위와 같고 견인이 없어 신경학적 손상

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준비가 쉽고, 고식적인 

방법으로의 수술 전환이 빠르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15) 

좌위는 마취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체위로 만드는 것으

로, 머리, 목 등을 지지하고 팔은 팔걸이나 환자의 무릎위

에 놓고 척추는 90도로 하여 똑바로 앉는 자세를 만든다. 

좌위의 합병증으로는 최근에는 각종 환자 감시 장치의 발

달로 조기 발견이 용이하게 되었지만 공기 색전증이 발생

하기 쉽고, 저혈압, 기도 폐쇄 및 뇌간 허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16-18) 그 외 좌위에서 가능한 합병증으로 본 

증례에서처럼 목과 머리를 고정함에 따라 경부 손상 및 신

경 손상의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견관절경하 수술 시 환자의 자세로 측와위를 선호하

는 경향이 있다.

  본 증례의 경우는 환자의 설하신경 마비가 기도삽관의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과 수술자세로 인해 발생했을 가

능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숙련된 전공의가 단 1회의 기

관내삽관 시도로 삽관이 이루어졌으므로 삽관 과정 자체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기관내 삽관 과정에 의한 마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부 단층화 촬  결과, 좌

측 설편도 부위에 부종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경구 기도 

유지기에 의한 자극도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다. 수술을 위

해 환자의 체위를 취할 때 확인하지 못한 환자의 경부와 

두부의 과도한 굴곡에 의한 신경의 압박, 또는 경부의 신전

된 상태에서의 고정에 따른 계속된 설하신경 신장에 따른 

손상도 가능하다. 수술 중 무의식적인 수술부위 견인으로 

인해 고정된 목 부위가 반대편으로 굴곡하게 되면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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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가 발생하 을 가능성도 있다. 증례는 두부 고정에 특

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 중 수술 부위의 과도한 

견인에 의해 설하신경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

으로 생각된다. 신경마비 후, 환자가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을 보아 neuropraxia injury로 생각되는데, 만약 단시간이 

아닌 장시간 동안의 손상이었다면 일시적인 마비가 아닌 

구적인 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취과 의사는 설하신경 마비가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수술과 관계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해야 한다. 또 설하신경 마비가 전신마취의 유지를 위한 가

장 보편적인 기관내 삽관 및 후두 마스크의 사용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의 자세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세 변

화 및 수술 부위의 고정 및 견인 등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

어야 하겠다. 또한 만약 신경 손상이 발생한다면, 치료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추후 발생원인

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발의 가능성을 줄여야 하겠다.

  이처럼 마취과의사는 마취과정 및 환자감시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세, 환자의 운반 등 환자의 전체적 관리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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