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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 삽관을 이용한 전신 마취하에서 설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 혀의 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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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ue Numbness following Endotracheal General Anesthesia −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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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al nerve palsy is a rare multi-etiological disease. Almost all devices used for airway manipulation can cause this 

complication, including laryngoscopes, laryngeal masks, cuffed oropharyngeal airways, tongue retractors, and suspension 

laryngoscopes. We report a case of transient lingual nerve palsy after general anesthesia, using orotracheal intubation, for surgery 

of a humerus fracture in the prone position.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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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마취와 련된 여러 부작용 에서 의 무감각은 

매우 희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신마취와 

련하여 구강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 에서 의 

무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보고되는 의 무감각은 부분 치아를 뽑거나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후두경을 사용하는 것과 련된 경우가 많다.2,3) 

자들은 기 내 삽 을 이용한 신마취하에서 발생한 

의 무감각 사례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24세의 남자 환자가 운동  발생한 오른쪽 상완골 골

로 내고정  정복 수술을 받기 하여 내원하 다. 환자의 

수술  과거력이나 가족력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환자의 

몸무게는 76 kg, 신장은 179 cm 고, 이학  검사나 일반 

검사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마취 투약은 시행하지 않

았으며 마취  생체 활력 징후는 정상 수 이었다. 

  마취유도를 해 profopol 100 mg과 fentanyl 100μg을, 기

내 삽 을 해 rocuronium 40 mg을 정주한 후, 환자가 

충분히 이완된 다음, 곡형날 후두경을 이용하여 내경 7.5 

mm의 기  내 튜 를 경구로 삽 하 다. 삽 시 목젖과 

성 는 잘 찰되었으며 삽 은 1회의 시도로 성공하 고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기 내 삽  후 구강의 앙 부

에 경구 기도 유지기를 삽입하 으며 튜 는 환자의 오른

쪽에 고정시켰다. 마취유지는 N2O 2 L/min, O2 2 L/min  

sevoflurane 1.0−2.0 vol%를 사용하 다. 

  생체 활력 징후가 안정된 후, glycopyrrolate 0.2 mg을 투

여한 후, 환자의 자세를 복와 (prone position)로 바꾸었다. 

환자의 턱과 머리는 과도한 신   굴곡 없이 립 치

에서 고정하 다. 환자의 턱  머리의 고정 과정에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자세의 변화 후와 수술  환자의 

생체 활력 징후에서 특이한 변화는 없었다. 

  수술 종료 후 근이완의 반 을 해 pyridostigmine 15 

mg, glycopyrrolate 0.4 mg을 투여하 으며 자발호흡이 충분

히 회복되고 환자가 각성된 후에 발 하고 회복실로 이동

하 다. 수술시간은 총 3시간 30분, 마취시간은 4시간 20분

이었다.

  환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하 고, 

수술 후 목과 수술 부 에 약간의 불편감을 호소한 것 외

에 별 문제없이 지내다가, 수술 2일 후 오른쪽  앞부분의 

무감각을 호소하 다. 이학  검사상 오른쪽 의 앞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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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m 정도의 부 에서 가벼운   바늘을 이용한 감

각 검사(pin-prick appreciation)에서 무감각 소견을 보 다. 

그러나, 를 내 었을 때 편  상은 보이지 않았고,  

근력도 정상 인 양상을 보 다. 한, 미각과 발성에도 장

애가 없었으며 다른 신경학  이상소견도 없었다. 이에 신

경과와 이비인후과에 자문을 구하 으며 검사상 경구 구조

물의 손상이나 비정상 소견은 찰되지 않았으며, 신경 

도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 다. 

  환자의 상태는 설신경의 손상으로 진단하고, 환자에게 일

시 인 상이며 별다른 후유증 없이 좋아질 것이라고 설

명하고 경과를 찰하 다. 환자는 3주일 후 별다른 치료 

없이 호 되었다.

고      찰

  기 내 삽 을 이용한 신마취하에서 발생한 구강 조직

의 손상은 6.9%로 비교  흔하지만, 설신경의 손상에 의한 

의 무감각은 희귀하다.1) 설신경 손상이 보고된 환자들은 

장시간의 후두경을 이용한 이비인후과  조작(suspension 

laryngoscope),2) 발치 후,3) 기 내 삽 ,4) 기낭이 있는 구인

후 기도유지기,5) 후두마스크의 사용6) 후에 발생하 다.

  에 분포하는 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미각에 

여하는 신경이 있다. 의 앞쪽 2/3의 감각은 설신경

(lingual nerve), 의 뒤쪽 1/3은 인두신경(glossopharyngeal 

nerve)에 의해 지배된다. 의 앞쪽 2/3의 미각은 고막끈신경

(chorda tympani), 의 뒤쪽 1/3은 인두신경(glossopharyngeal 

nerve)에 의해 지배된다.  체의 운동 기능은 신경

(hypoglossal nerve)에 의해 지배된다.7)

  해부학 으로 설신경의 주행은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으로부터 기시하는데, 하악신경은 측두부, 뺨의 외측, 아랫

입술  턱의 피부와 구강 막, 하악의 치아와 치은,  

등에 분포하는 감각신경섬유와 작근 등을 지배하는 운동

신경섬유로 구성되며, 삼차신경 에서 갈라져 난원공을 통

하여 측두하와로 나온다. 설신경은 의 후외측으로 내려가 

의 하면을 따라 방으로 나아가 의 방 2/3에 분포하

며, 안면신경의 가지인 고막끈신경과 결합한다. 설신경의 

주행 경로에는 해부학 으로 손상받기 쉬운 부 가 있다. 

설신경은 날개(pterygoid)사이를 지나거나, 내측 날개와 하악 

사이를 지날 때 리기 쉽다. 한, 주행 경로가 의 표면

에 가깝게 지나기 때문에 직 인 압박을 받기 쉬우며, 

근육이 가로지르기 때문에 잡아당겨지는 것에도 취약하

다.7) 본 증례는 다른 동반 증상이나 이상 소견 없이 의 

미각  운동 기능은 정상이고 감각 기능만 이상소견을 보

여 오른쪽 설신경 가지의 국소 인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단된다.

  신 마취시 잦은 구강내 조작에도 불구하고 신마취와 

련된 여러 부작용 에서 설신경으로 인한 의 무감각

은 매우 희귀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시

되고 있는데 환자측 요인으로는 비만 환자와8) 기 내 삽

이 어려운 환자에서
9)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

인 요인으로는 턱을 들어올리거나, 윤상연골의 압박, 후두

를 으로 거나 를 압박하는 행 , 거친 후두경의 조작 

등이 알려져 있다.4)

  설신경 손상의 기 을 살펴보면 첫째, 후두경 날이나 경

구 기도유지기에 의해 직 으로 설근 측면이 압박되어 

설신경의 손상이 올 수 있다.
8) 둘째, 기도 삽 시 후두경에 

의해 가 앞쪽으로 당겨지는 것과 턱을 과도하게 당기는 

것도 설신경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10) 셋째, 윤상연골의 

압박에 의해 신경이 고정된 상태에서 목의 과신 시 손상

이 올 수 있다.10) 넷째, 튜 가 비정상  치에 고정되거나 

기 이 아닌 후두에서 커 의 팽창, 장기간 삽 에 의해 

N2O가 커 내로 확산되어 튜  커  내부에 과도한 압력이 

생기거나 커 의 공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조직의 손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5) 다섯째, 수술 도  환자 자세의 변화, 특히 두경부의 

치 변화로 인해 설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11) 

  본 증례에서 환자는 비만하지 않았으며, 기 내 삽 도 

용이하 다. 한 기 내 삽 과 발 시 무리한 힘을 가하

지않고 부드럽게 진행되었으며 기 내 삽 시 턱을 심하게 

들어올리거나, 윤상연골의 압박, 후두를 으로 미는 행 , 

거친 후두경의 조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 설

신경의 손상은 기 내 삽  과정이나 후두경의 조작에 의

한 것으로 단되지 않는다. 

  본 증례에서는 내경 7.5 mm의 기  내 튜 를 경구로 삽

하 으며, 사용된 경구 기도유지기는 Berman airway 100 

mm로 환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할 때 당한 크기로 단

되며 기 내 삽  직후 삽입되어 발 시까지 유지되었다. 

본 증례에서 오른쪽 끝부분에서만 무각각이 발생한 것을 

볼 때 신 마취동안 삽입한 경구 기도유지기나 튜 에 의

한 설신경의 압박으로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경구 

기도유지기는 앙와 에서는 경구의 앙 부 에 삽입하

지만 복와 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쳤을 가능성도 제외할 수 

없으며 수술  복와 에서 수술 부 의 조작으로 인한 의

도하지 않은 두경부의 견인 등이 발생하여 설신경의 손상

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더구나 본 증례에서는 비교  긴 4

시간 20분 동안 신 마취를 시행하 는데, Tessema 등의12) 

연구에 의하면 와 련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

의 발생 빈도는 수술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수술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내의 수술에 비해 

5배나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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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신경 손상의 치료는 정신지지요법과 capsaicin, 항우울

제,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 요

법과 침술, 껌을 씹거나, 국소 으로 리도카인의 사용, 신경 

차단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부분의 경우

에 별다른 치료 없이 1주에서 3개월 사이에 완 하게 회복

되는 경우가 많다.2-4,8,10)

  설신경의 손상을 피하기 해서 기  삽 시 무리한 조

작을 피하고 부드럽게 술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목의 신

을 과도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커 의 과팽창을 피해야 한

다.  수술시 두경부의 과도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앞으로 장시간 신 마취를 시행하는 경

우에 지속 인 경구 기도유지기의 사용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경구 기도유지기와 튜 의 치에

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분의 환자에

서 근이완제를 투여하고 있으므로 수술과 환자 상태에 따

른 유 불리를 고려하여 경구 기도유지기를 분비물 제거시

와 발 시에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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