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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 facial nerve palsy after general anesthesia
− A case report−

Sang-Jin Park, Il-chi Kwon, and Deok-Hee Le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A 44-year-old woman underwent a breast cancer opera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We performed bronchoscope guided in-

tubation along with a jaw thrust maneuver on the patient to achieve a good visual field.  The patient complained of left lower 

lip weakness after the operation.  The lower lip of the patient was deviated to the right.  The cause might have been a temporary 

compression of the left facial nerve at the mandibular angle during performance of the jaw thrust maneuver.  Fortunately, the 

patient's palsy recovered completely during the following one month.  We report here on a case of transient facial nerve palsy 

after general anesthesia, and this occurred despite performing a very short duration of jaw thrust.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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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된 환자에서의 말 신경 손상은 수술  부 한 

자세의 유지로 인한 신경의 압박과 견인이 주된 원인으로 

척골신경(34%), 상완신경총(23%), 요추천골신경근(16%)에서 

빈번히 발생한다[1]. 그에 비해 신마취 후 발생하는 안면

신경손상은 매우 드물지만[2] 마스크의 고정을 해 머리띠

(head strap)를 지나치게 조이거나[3] 기도유지를 해 10분 

이상 하악 견인(jaw thrust)을 시행한 후에 주로 보고되고 있

다[2,4,5]. 자들은 굴곡기 지경을 이용한 기 내 삽   

짧은 시간 동안의 마스크 환기와 하악 견인에도 불구하고, 

술 후 일시 인 좌측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보인 증례를 경

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4세 여자환자로 양 자 방출 단층 CT 촬 (positron emis-

sion tomography-CT)상 액와부 임 선에 이된 유방암 때문

에 좌측 유방 제술을 시행받기로 정되었다. 체  61 kg, 

신장 163 cm이었고 과거력 상 당뇨, 알콜 독증, 상포진, 

안면신경을 포함한 말 신경의 신경병증(neuropathy) 등의 

특별한 질환을 앓은 병력은 없었다. 수술 에 시행한 액 

검사, 흉부 방사선 촬 , 심 도 검사 등도 모두 정상이었

다. 

  마취 투약으로 glycopyrrolate 0.2 mg을 근육 주사하 고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압계, 맥박산소측정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측정기를 부착하 다. 공의에게 굴

곡기 지경을 이용한 기 내 삽 을 교육하기 해 굴곡기

지경을 비하 다. 마취 에 100% 산소를 충분히 흡입

시킨 후 thiopental sodium 250 mg, rocuronium 60 mg, fentan-

yl 100 μg을 투여하여 마취유도를 하 다. 의식소실  근

이완 상태에서 sevoflurane과 산소, 아산화질소 각 3 L/min를 

공 하면서 마스크 환기를 하 으나 한 기도유지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구강기도유지기를 삽입하고 왼손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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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검지로 마스크를 고정하면서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하악각(mandible angle)과 하악 아랫면을 앞쪽으로 당긴 후

에 원활한 환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한 명의 마취과 공의

가 환자의 두부 좌측에서 양손으로 하악각을 들어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앞턱을 어서 입이 열리도록 하 다. 굴곡

기 지경 사용법을 교육하는 마취과 문의가 환자의 두부 

상단에서 굴곡기 지경을 조작하여 기 내 삽 을 시도하

으나 구강 내의 분비물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서 삽

에 실패하 다. 이 때 소요된 시간은 2분 미만이었다. 다시 

마스크를 통해 산소, 아산화질소와 sevoflurane을 공 하 고 

경피산소포화도는 100%로 잘 유지되었다. 구강내의 분비물

을 흡인한 뒤 환자의 하악각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굴곡기

지경을 이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1분 이내에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마취 유도로부터 기 내 삽 까지는 5−
6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취 유도  환자의 활력 

징후는 110−165/65−85 mmHg, 70−95 beats/min로 유지되

었다. 환자의 머리와 턱은 별다른 신 이나 굴곡 없이 립

으로 치시켰고 기 튜 를 고정하는 과정에도 특이한 사

항은 없었다. 수술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활력 징후도 

안정 으로 잘 유지되었으며 수술 종료 후 pyridostigmine과 

glycopyrrolate를 투여하여 근이완을 반 시켰다. 환자의 의

식과 자발호흡이 완 히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기 튜 를 

발 하 다. 이 후 환자는 별다른 문제없이 마취에서 회복

되어 병실로 이동하 다. 수술시간은 총 3시간 30분, 마취

시간은 4시간이었다.

  수술 다음 날 환자는 양치질 후 물을 뱉을 때 우측으로 

뿜어지는 증상을 호소하 다. 이학  검사에서 무표정할 때

는 증상이 없으나 얼굴에 힘을  경우 아랫입술이 우측으

로 편향되는 양상을 보 다. 하지만 입술의 감각은 정상이

었으며 의 방 2/3를 포함한 다른 안면 부 의 감각이나 

운동 역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신경과에 

의 진료를 의뢰한 결과 일시 인 좌측 안면신경 하악지

(mandibular branch) 마비로 진단되었고 특별한 치료 없이 그 

경과를 찰하 다. 이 후 환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

상이 호 되었고 술 후 1개월째에는 별다른 불편 없이 일

상생활을 하게 되었다. 

고      찰

  수술 에 발생하는 말 신경 손상은 마취와 련된 문

제로 생각되어 마취과 의사의 책임 문제로 발 할 수 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의료소송  마취와 련된 신경손상

이 약 15%에 달한다고 한다[1]. 이러한 신경손상들  상당

부분은 마취된 환자에게 부 한 체 를 취하게 함으로써 

신경이 견인되거나 압박되어 발생한다. 자들이 이 증례에

서 경험한 술 후 일시 인 안면신경마비 역시 마취 유도 

시 하악을 견인하여 상방으로 들어올리던  안면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취 에 세심한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면신경의 여러 분지들 가운데 지(buccal branch)와 하

악지는 그 주행경로 때문에 기도유지를 한 조작 시 가해

지는 압력에 의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안면신경은 뇌교에

서 기시하여 경유돌공(stylomastoid foramen)을 통해 두개 내

에서 빠져나온 후 하악골 가지(mandibular ramus)를 지나 이

하선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하선에서 측두지(temporal branch), 

골지(zygomatic branch), 지, 하악지와 경지(cervical branch)

로 분지되어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부 로 주행한다. 하지만 

그 분지  주행은 사람마다 다양한 해부학  변이를 나타

낼 수 있는데[6] 특히 코의 근육, 구륜근(orbicularis oris 

muscle)과 근(buccinator muscle) 등을 지배하는 지는 간

혹 이하선 부근에서 지나치게 피부 가까이에 치하여 외

부의 압력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3].  아랫입술과 턱끝의 

운동을 담당하는 하악지의 경우 부분 하악각의 상방으로 

지나지만, 일부에서는 하악각 부근으로 주행하여 하악각에 

가해지는 압박에 의해 손상되기도 한다[2]. 

  마취된 환자에서 기도유지를 한 조작은 드물기는 하지

만 여러 뇌신경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첫째, 의 기

부에 의한 상기도 폐쇄를 교정하기 해 삽입되는 경구기

도유지기는 설편도 부 를 압박하여 설하신경 마비에 의한 

의 편향 증상을 유발하거나[7], 삼차신경의 분지인 하치조

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에 손상을 주어서 아랫입술의 감

각이상을 래할 수 있다[8]. 둘째,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신마취 에 마스크의 고정을 해 사용하는 머리띠를 지

나치게 조이는 경우 이하선을 압박하여 지가 손상되기도 

한다[3]. 셋째, 마취 유도나 회복 시 기도 유지를 해 하악

을 로 들어올리는 하악 견인법 역시 하악각 부근을 지나

는 안면신경 하악지를 압박하여 일시 인 아랫입술의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2,5]. 이 증례에서는 환자에게 좌

측 아랫입술의 마비 증상만 있는 것으로 볼 때 굴곡기 지

경을 이용한 기 내 삽   시야 향상을 해 하악을 견

인함으로써 하악각 부근을 지나던 안면신경 하악지가 압박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 내 삽  에 

마스크 환기를 시행하던  기도 유지를 해 왼손 3−5번

째 손가락으로 환자의 좌측 하악각과 하악 아랫면을 방

으로 당겨주었는데 이러한 기도조작 에 안면신경 하악지

가 압박되어 일시 인 마비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다. 안면신경마비는 와 같은 직 인 압박 이외에

도 Bell's 마비, 감염, 두개 부 골 (basal skull fracture)과 

같은 외상, 두경부 종양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증례에서는 수술 에 시행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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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출 단층 CT 촬  상 두경부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

고 감염이나 외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보이지 않았으며, 

환자의 신경학  이상도 좌측 아랫입술의 마비 증상에만 

국한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원인들 보다는 좌측 안면

신경 하악지에 한 직 인 압박이 술 후 안면신경마비

를 발생하게 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으로 여겨진다. 

  Yoon 등은[2] 기 튜  발  후 기도 유지를 해 10여 

분 동안 하악각을 강하게 압박하여 들어 올린 뒤 압박부

의 종창과 입술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부분 인 안면신경마

비에 하여 보고한 바 있다. 한 75분 동안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신마취 에 기도유지를 해 지속 으로 하악 

견인을 시행한 뒤 술 후 하악각의 종창과 부분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 다는 보고가 있다[4]. 이들 역시 자들처럼 

해부학  변이에 의해 안면신경 하악지가 하악각 부근으로 

주행함으로써 하악 견인 의 강한 압박에 의해 손상을 받

게 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Nightingale과 Løngreen은[5] 안

면마스크를 이용한 신마취를 40분간 시행하는 동안 하악

각에 종창이 생길 정도의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자들의 경우 

마취유도 기 마스크 환기가 여의치 않았으나 경구기도유

지기를 거치하고 왼손 3−5번째 손가락으로 하악각과 하악 

아랫면을 앞쪽으로 당기는 것만으로도 한 기도유지가 

가능하 다.  굴곡기 지경을 이용한 기 내 삽  에는 

근이완이 된 환자에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하악 견인을 

시행하 고, 술 후 압박부 에 종창과 같은 상처도 발생하

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마스크 환기와 기 내 삽  에 하

악각이 압박된 시간이 다른 증례와는 달리 매우 짧았음에

도 불구하고 술 후 일시 인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 다. 

따라서 장시간 종창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하악각을 압박

하지 않더라도 안면신경마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취 에 직 인 압박과 견인에 의한 말 신경손상은 

안면신경처럼 주행경로가 피부 가까이에 치하거나 당뇨, 

알콜 독증, 포르피린증(porphyria), 동맥경화증, 색 증, 빈

, 디 테리아 감염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발생 가

능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9]. 하지만 마취유도나 회복 

에 시행하는 하악 견인마다 일일이 환자의 안면신경 주행

경로를 조사하고 신경이 리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 에 이러한 신경손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하다. 앞에서 언 한 말 신

경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기도유지를 해 하악각의 강한 압박이 필요한 때에는 오

히려 신속히 기 내 삽 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장시간 강한 압박 후 안면신경마비가 생긴 들

을[2,4] 고려해 볼 때, 하악 견인 시 하악골 횡가지

(horizontal ramus)를 따라 압박하거나 가능한 짧은 시간동안 

기도가 유지될 정도의 최소한의 힘만으로 하악을 견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주의에

도 불구하고 드물게 술 후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다면 수 

주 내지 수개월 사이에 부분 완 히 회복될 수 있다는 

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도 필

요하리라 여겨진다.

  이 증례에서 마취 유도  마스크 환기와 굴곡기 지경

을 이용한 기 내 삽  시 시야 향상을 해 아주 짧은 시

간 동안 하악 견인을 시행한 뒤 술 후 아랫입술이 우측으

로 편향되는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 다. 이는 하악각 부근

으로 지나는 좌측 안면신경 하악지가 하악 견인 에 압박

되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도 유지를 해 하악 

견인을 시행할 경우 드물지만 짧은 시간동안의 압박에 의

해서도 안면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러한 신경손상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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