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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취 후 발생하는 신경손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

려져 왔으나1) 현재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신경차단과 관계

없이 전신마취 후 발생하는 신경손상은 잘못된 자세나 팔

을 과외전시킴으로써 올 수 있다. 그 중 상완신경총은 수술 

시 부적절한 자세로 손상을 가장 쉽게 받는 신경으로서2) 

그 빈도는 0.02-0.06%로 추정되고 있다.2,3)

  다한증이란 과도한 발한이 어느 한 곳 또는 전신에 나타

나는 것으로 갑상선기능 항진 증이나 갈색 세포종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이 과도하게 땀을 분비하는 원발성 다한증 

환자의 치료 시 이전의 치료 방법으로는 항우울제나 항콜

린제제 등의 약물을 복용시키거나, 보튤리윰 주사 또는 국

소적 aluminum chloride와 같은 제제의 이용하여 치료 하

지만, 최근 내시경과 상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수술 후 통

증이 적고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하고 안전한 방

법으로 여겨지는 흉강경하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이 비교적 

합병증도 적어 수술 시 치료의 선택이 되고 있다.4) 그러나 

드물게 기흉, 혈흉 또는 Horner’s syndrome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5) 단일성으로 생긴 상완신경총 손상의 합병

증은 드물다. 이에 다한증 치료를 위해 시술한 흉강내시경 

후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52 kg, 20세 여자 환자가 사춘기부터 시작된 양측 손바닥, 

발바닥과 액와부의 과도한 땀 분비로 인하여 흉강경하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 받기 위해 내원하 다. 

  환자는 과거력상 빈번한 코피로 인하여 이비인후과적 치

료를 자주 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이학적 검사와 술 전 검사실 소견에서도 기타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실 도착 후 심전도, 혈압 및 맥박산소 

포화도를 감시하면서 midazolam 2.5 mg, thiopental sodium 4 

mg/kg, succinycholine 1 mg/kg으로 마취 유도하고, 일측페마

취를 위해 28 Fr. 좌측 이중관기관지 튜브로 기관내삽관을 

시행 하 다. O2 (1.5 L/min)-N2O (1.5 L/min)-enflurane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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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마취를 유지하 다. 그리고 흉강경하 흉부교감신

경 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반좌위 자세를 취한 다음 수술

대와 같은 높이에서 양팔을 머리 쪽을 향해 팔꿈치 부위에

서 굴곡시키고 120o 정도로 외전시켜 자세를 고정시켰다. 

그 후 좌측 액와부의 전액와선에 3.5 mm 정도의 피부를 절

개 후 trocar를 삽입하고 우측 일측폐마취를 이용하여 좌측 

T3 교감신경을 전기소작하 다. 좌측 흉부교감신경 절제술

을 시행한 후 좌측 손체온은 34.4oC에서 35.9oC로 상승하

다. 다시 우측 흉부교감신경절 차단을 T3과 T4 부위에서 시

행하 다. 흉부교감신경절 차단 이후 우측 손의 체온은 

35.1oC에서 36.5oC로 상승하 다. 총 수술 소요시간은 70분

이었으며 수술 중 출혈은 거의 없었고 혈압, 맥박의 활력증

상과 산소포화도는 잘 유지 되었다. 수술 종료 60분 후 회

복실에서 병실로 환자를 이송하 고 수술 부위의 통증 치

료는 diclofenac 75 mg을 근육 주사하여 조절하 다. 수술 

종료 후 90분경 환자가 좌측 팔에 지속적인 통증이 중등도

로 있으며 팔을 들 수가 없다고 호소하 다. 환자를 방문하

여 보니 좌측 손목은 움직여 지는데 주관절에서 굴곡이 되

지 않고 있었으며 팔을 들지 못하 다. 당시 시행한 근력검

사에서 좌측 어깨의 거상은 정상이었으나 좌측 팔의 외전

은 2/5로, 주관절의 굴곡은 2/5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손목

에서의 신전은 4/5로, 굴곡에서는 척골쪽으로 4/5, 요골측으

로 2/5 정도로 감소되었으나 손가락 굴곡은 정상이었다. 그

리고 좌측 팔의 전박부와 상박부 측부의 가벼운 촉감, 

pinprick에 대한 감각도 감소되어 있어 상완신경총 C5-8과 

T1에서 상위 부위인 C5-C7 부근의 손상으로 생각하고 신

경과와 재활의학과에 자문한 후 일단 관찰하기로 하고, 2주 

후 신경전도검사(nerve conduction velocity, NCV)와 근전도검

사(electromyelography, EMG)을 시행하기로 하 다. 그 동안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인 hydrocortisone 10 mg을 하루에 

한 번 5일간 투여 하 으며 좌측 팔의 구축을 막기 위해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 다. 환자는 처음 이틀간 좌

측 팔 특히 어깨쪽의 통증을 호소하여 petidine (demerol) 50 

mg으로 간헐적 투여하여 좌측 팔의 통증은 소실되었으나 

운동 기능의 호전이나 변화는 미약하 다. 신경손상 14일째 

NCV와 EMG를 시행한 결과, 좌측 쇄골과 액와부 사이의 

상완신경총삭, 특히 후측신경삭(posterior cord)과 외측신경삭

(lateral cord)의 상완신경총병증(brachial plexopathy) 소견을 

나타내었다. 신경손상 후 약 20일 경 환자는 감각과 운동기

능에 약간씩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 고 그 후에도 지속적

인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을 시행하여 수술 후 약 60일 경에

는 감각과 운동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신경기능

을 찾게 되었다. 

고      찰

  전신마취 후 발생하는 신경손상은 마취의와 수술의의 인

식과 각성에 의해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본 증례와 

같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구적인 손

상을 남길 수 있다. Kroll은6) 마취와 관련된 소송 1,541예를 

분석한 결과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이 227예

(15%)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상완신경총 손상이 23%로 척

골 신경손상(34%) 다음으로 많았다고 보고 하 다. 

  실제로는 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정확한 기전을 모

르는 경우도 많지만,6) 본 증례의 상완신경총 마비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흉강경하 흉부교감신경 

절제술시 수술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상의 가능성

으로서 수술 시 직접적으로 신경에 손상을 준 경우와 전기

소작 시 가한 전류의 확산에 의한 상완신경총 신경의 간접

적인 손상을 생각할 수 있다. Lange는7) 다한증 환자에서 흉

강경하 흉부교감신경 절제 후 하위 상완신경총 손상을 보

고하 다. 이 증례의 경우 흉강경하 흉부교감신경 절제 시 

해부학적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상완신경총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준 경우로서 수술 시 절제된 조직에서 교감신경계 

조직과 말초신경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 수술과 

같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 상완신경총이 손상 되었다면 

상완신경총의 상부만이 아니라 하부 신경지의 손상도 동반

되었을 것이며 손상 후 마비의 개선은 없었을 것이다. 본 

증례의 경우는 어깨 외전(C5-8)이나 주관절 굴곡(C5-7)과 

요골측 굴곡(C6)을 지배하는 상완신경총의 상 및 중 신경삭

(upper and middle cord)의 손상으로서 상완신경총 하위부인 

C7-T1의 지배를 받는 척골측 굴곡 같은 기능이 보존된 것

으로 보면 그 가능성은 적다 하겠다. 

  둘째로 수술 시 부적절한 자세에 의한 손상으로서, 상완

신경총은 말초신경 중 전신마취와 수술 시 부적절한 체위

에 가장 쉽게 손상 받는 신경이다.2) 상완신경총은 해부학적

으로 경추와 겨드랑이 근막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주행이 

길고 표재성으로 위치하여 있고 자유로이 움직이는 쇄골, 

제1늑골, 상완골두와 같은 뼈 구조들에 가까이 인접하여 주

행하므로 환자의 자세가 부적절 시 신전이나 압력에 의해 

쉽게 손상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신마취 중에는 근

의 긴장도가 감소되고, 특히 근이완제를 사용 하므로 정상

적으로 신경을 보호하는 근 긴장도가 감소되어 있으며, 마

취 중에는 조기에 통증이나 감각기능 소실 등을 알기 어려

우므로 비생리적인 자세 시 신경손상을 쉽게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마취 중 신경의 손상은 신경의 과도한 신전, 

견인 또는 압박인데 대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

나고8) 특히 상완신경총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기전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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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신경의 허혈에 이르게 된다. 만약 신경이 휴식기 

길이(resting length)의 15% 이상 신전될 시 신경 내 혈류 공

급이 완전히 끊기게 되고 신경전도성을 잃게 된다고 한다.9) 

이러한 신전과 압박에 의해 손상이 신경에 가해졌을 때 신

경 내 신경속혈관(vasa nervorum)의 허혈이 발생하고10) 이에 

이차적으로 정상적인 신경 대사의 중단과 노폐물이 축적되

고 산소와 양물질의 결핍에 의하여 신경 손상이 진행된

다.11,12) 본 증례의 경우 신경 손상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쇄

골과 겨드랑이 부위에서의 C5-C7을 포함하는 신경삭의 병

변 이므로 아마도 흉강경시 수술 시야을 확보하기 위해 반

좌위에서 양팔을 120o로 외전시켰을 때 견봉쇄골관절(acro-

mio-clavicular joint)이 아래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쇄골은 상

완신경과 혈관다발을 압박하게 되고, 팔이 외전 되어서 상

완골 머리(head of humerus)가 부위를 자극하여 겨드랑이 부

위의 신경혈관총이 신전 혹은 압박되었던 것으로 추정 된

다. Moon 등도13) 다한증 치료 시 발생한 우측 팔의 C5-T1

의 완전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하여 보고 하 는데 그 손상

의 원인으로 좌측와위 자세에서 장기간 취한 과외전과 우

측팔 지지대의 직접적인 압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고 하 다. 본 증례는 다한증 치료를 위해 취한 반좌위 자

세에서 좌측 상완신경총 일부 즉 C5-C7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환자는 감각기능의 소실보다는 현저한 운동기능의 

상실을 보여 주었으며 통증은 손상 후 초기에 곧 소실되었

나 운동 기능의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수술 시 부적절한 체위에 의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

생하는 경우 상완신경총의 하위의 신경지에 비해 본 증례

와 같이 C5-C7와 같은 상위 상완신경총 손상이 많으며 감

각의 소실보다는 운동 기능의 소실이 큰 무통성 근력약화

(painless weakness)를 보이는데 이는 감각신경은 광범위한 

복합지배를 받기 때문이다.14) 그리하여 임상적으로 통증과 

근의 위축이 적으나 심한 근력의 약화를 특징적으로 나타

낸다. 그리고 상완 신경총 손상을 평가할 때에는 각각의 신

경삭은 하나 이상의 신경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 신경들

은 여러 부위의 척수 신경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신경총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경손상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3)

  그 외에도 여러 원인들이 상완신경총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가 술 전부터 가지고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경

우 예를 들면 당뇨,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재생불량성 빈

혈이나, 혈액응고 이상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와 경륵

(cervical rib), 또는 상완 신경총이 5번째 경추의 위 또는 첫

번째 흉추의 아래에서 비정상적으로 기시하는 경우, 또는 

전사각근(scalenus anticus muscle)이 비후된 경우 등과 같은 

해부학적 이상이 있을 때, 혹은 저혈장증과 저혈압, 저체온

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수술을 전후하여 상완신경총의 손

상이 더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술 중 저체온과 

부적절한 자세가 함께 있는 경우 상완신경총 손상을 더욱 

쉽게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의 가능성은 문진과 검사 

소견에서 쉽게 제외 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 시 그 예후는 좋다

고 한다. Ben-David와 Stahl은15)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된 수

술 후 발생된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의뢰된 환자 22예를 분

석한 결과 심장수술과 관계된 상완신경총 손상시 1개월 이

내에 90-95%의 환자에서 신경 기능이 회복하 다고 보고

하 다. 반면 비심장 수술에서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은 

손상 1주에 증상 호전이 있었던 79% (14명 중 11명)의 환

자는, 비록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신경기능이 완전히 회복하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남성인 경우, 당뇨, 전체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입은 경우, 

감각의 소실과 통증 또는 이상감각이 있는 경우는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하 으며, 신경 손상 후 3-4주에도 감각의 

회복이 없거나 6-8주에도 운동의 회복이 없는 경우 예후

가 불량하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든 환자들

은 신경회복이 완전 하지는 않아도 상당히 호전되었고 더 

이상의 악화나 만성 통증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 다. 

  본 증례의 경우 여러 원인 고찰 중 술 후 상완신경총 손

상이 초래된 원인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한 120o 외전에 의한 상완신경총의 

과도한 신전과 압박이 가능성이 있겠다. 비록 신경이 구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자세를 잡을 때 팔을 90o 이

상 외전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외회전을 외전과 동시에 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당뇨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

은 신경 손상의 위험요소들은 수술 전에 미리 평가하고 예

방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미 앞에 언급 했듯이 신경손상

은 마취와 관련된 소송에서 15%나 차지하고 이로 인해 의

료과오, 통증, 고통 그리고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 세심한 주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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