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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전적출술 후 회복실에서 발견된 양측 성대마비

—증례보고—
서울보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용덕ㆍ김민석ㆍ최락민ㆍ노재훈

Bilateral vocal cord palsy in a post-anesthesia care unit after total thyroidectomy 

− A case report−
Yong-Duck Park, Min-Suk Kim, Rak Min Choi, and Jae-Hoon Noh

Department of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Seoul Veterans Hospital, Seoul, Korea

  A patient had respiratory difficulty and hoarseness following total thyroidectomy due to bilateral vocal cord palsy.  The patient 

was a 60-year-old man who underwent total thyroidectomy for papillary carcinoma of the thyroid.  He had no laryngeal symptoms 

prior to the operation.  Anesthesia lasted 3.5 hours and was uneventful.  Spontaneous respiration resumed after reversal of the neuro-

muscular blockade.  After arriving at the post-anesthesia care unit, he complained of respiratory difficulty and hoarseness.  We confirmed 

bilateral vocal cord palsy by fiberoptic laryngoscopy.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complete and thorough search for the underlying 

cause of vocal cord palsy.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540∼3)

Key Words:  Bilateral vocal cord palsy, Recurrent laryngeal nerve, Total thyroidectomy.

  성 마비는 기 내 삽 , 거치한 튜 , 발 , 수술시 손상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인불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두번째가 수술 후 손상이다. 성 를 

움직이는 신경은 반회후두신경이 주 역할을 하고, 상후두신

경이 보조 인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신경은 갑상선과 매우 

가까이 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에 손상 받을 가능성

이 있다. 갑상선 출술 후 일시 인 반회후두신경 기능 

이상은 2.5−5%, 구 인 반회후두신경 마비는 1−1.5%정

도 발생한다고 한다[1]. 상후두신경 손상은 잘 악되지 않

는 경우가 많아 구체 인 통계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다. 

  일측 성 마비는 애성, 발음장애, 경한 흡인증상이 나타

나거나 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시간 경과 후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 양측 성 마비는 호흡곤란, 천명, 심

각한 기도폐쇄를 일으켜 5−6주간의 기 개술이 요구되

기도 한다[2]. 성문상부의 감각은 상후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상후두신경의 마비가 오게 되면 이 신경이 지배하

는 윤상갑상근의 마비와 성문상부의 지각마비가 오게 되므

로 소리의 성질이 변하게 되고 흡인이 생기게 된다. 

  기 내 삽 으로 인해 애성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데 

5−7일 안에 보통 회복되나,  심해지거나 1주일이상 지

속되면 이비인후과  검사로 신경손상에 의한 성 마비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3]. 성 의 움직임이 어졌는지, 아

니면  없는지, 일측성 마비인지 양측성 마비인지 구별

하는 것은 성 마비의 원인과 후를 측하게 해 정 검

사나 치료계획을 수립 하는데 유용하다.

  자들은 갑상선 출술 후 회복실에서 양측성 성 마

비로 인한 호흡곤란과 발성장애가 있는 환자를 경험하 기

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신장 175 cm, 몸무게 70 kg인 60세의 남자 환자가 갑상선

에 생긴 유두암으로 갑상선 출술을 시행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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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lexible laryngoscopy shows paramedian fixation of bi-

lateral vocal cord and bowing of left true vocal cord at a post-

anethesia care unit. It means bilateral vocal cord palsy.

과거력이나 가족력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이학  검사나 일

반 검사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수술  인후통, 애성, 천

명 등의 증상은 없었다.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고 마취유도  압은 130/80 

mmHg, 맥박수는 75회/분이었다. 마취유도는 Propofol 120 mg, 

Rocuronium 50 mg을 정주하고 기 내삽 을 시행하 다. 

곡형날 후두경으로 내경 7.5 mm의 고용  압 기낭이 있

는 기 내튜 를 별 어려움 없이 삽 하 다. 최 기도압에

서 약간의 새는 소리가 날 정도로, 길잡이 기낭이 충분하지

만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호흡회로에 

연결하 다. 튜 를 앞니의 잇몸으로부터 23 cm에 고정시

킨 후, 튜 를 호흡회로 (tube stand)에 안 하게 거치시켜 

튜 의 치가 변하거나 뒤틀리는 것을 최 한 억제하 다, 

삽 직후 압은 150/95 mmHg, 맥박수는 90회/분이었다. 

glycopyrrolate 0.2 mg을 정주하 고, 마취유지를 해 O2-N2O- 

enflurane (0.8−2.0 vol%)을 흡입하 다. 두부를 신 시킨 상

태로 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  환자의 활력징후는 압 

130−140/70−80 mmHg, 맥박수 70−80회/분으로 유지되었

다. 마취각성 후 neostigmine과 atropine 정주로 근이완제를 

길항하여 발 하 다. 발 후 환자의 자발호흡이 잘 유지되

고 활력징후에도 이상이 없어 회복실로 이송하 다. 하트만 

용액 1,500 ml가 정주되었고, 수술  출 량은 150 ml 다. 

수술시간은 3시간, 마취시간은 3시간 30분이었다.

  회복실로 이송된 후 5 L/min의 속도로 100% 산소를 주며 

찰한지 15분 후, 환자의 의식이 명료해지자 환자가 호흡

곤란과 발성장애를 호소하 다. 두부 거상을 시키고 심호흡

을 해보라고 하자 흡기시 천명을 보 으며 빈호흡이 있었

고 발성에 어려움을 보 으나, 흡기시 늑간 함몰은 보이지 

않았다. 회복실 이송 후 계속 100%로 유지되던 맥박산소포

화도계측기는 97−98%를 나타내었으나 동맥 가스분석은 

실시하지 못하 다. 청진 시 호기 때 천명이나 수포음 등 

폐실질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후두부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dexametasone 5 mg을 정주하고 찰하 으

나 호 되지 않아 이비인후과에서 굴곡성 후두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성 의 마비가 확인되었다(Fig. 1). 양측 

성 가 부정 (paramedian position)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성  간에 4−5 mm 정도의 틈이 있어 호흡은 가능한 상태

다. 이비인후과와 상의하여 환자실에서 지켜보기로 하

고 환자를 환자실로 옮겼다. 수술 후 환자는 호흡곤란과 

애성을 호소하 으나, 산소를 지하여도 맥박산소포화도계

측기가 98%를 나타내고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아서 

환자실에서 기 개는 시행하지 않았다. 술 후 3일째에 

시행한 굴곡성 후두경 검사에서 성 의 운동이 다소 가능

해져 치료 1주일 후 일반병실로 옮겨 찰하 으나 술 후 

2주일 정도까지 애성을 호소하 다. 이비인후과에서 추

찰 하기로 하고 환자는 술 후 4주에 퇴원하 다. 

고      찰

  신마취 후 각성시 발생할 수 있는 주된 호흡기  합병

증  기도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

지 못한 상태에서 가 구강뒤로 쳐져서 래되는 인두폐

쇄이다. 그 외에도 후두경련이나 후두부종, 후두손상, 신경

의 직간  손상에 의한 후두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

내튜 의 발  후 심각한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3]. 

상기도 폐쇄의 특징은 흡기의 폐쇄로서 흡기시간의 연장, 

흡기시 천명음, 흡기시 늑간 함몰 등의 주요한 증상이 나타

난다. 거의 혹은 완 히 폐쇄된 경우에 기 삽 이나 기도

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취과의사는 신마취 후 회복

시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감

별하여 즉각 이고 한 처치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20년간 기 내 삽 과 련되어 성 마비가 발생된 

경우는 일측성 마비가 7.5%에서 4.4%로, 양측성 마비가 25.4%

에서 9.7%로 차지하는 비율이 히 어들고 있으며, 수

술  요인과 련되어 성 마비가 발생되는 경우는 일측성 

마비가 23.9%에서 46.3%로, 양측성 마비가 25.7%에서 

55.6%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1855년 Garcia가 처음으로 후두경을 발명함으로써 성 마

비의 임상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 마비는 후두종양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후두내근에 분포하는 반회후두

신경의 병변에 의하여 발생하며 드물게는 윤상갑상 의 

고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해부학 으로 인체의 후두근은 성

에 행하는 기능에 따라 후두구를 닫는 역할을 하는 내

근, 후두구를 열리게 하는 외 근, 그리고 긴장조 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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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는데 이 근육들을 지배하는 감각  운동신경은 미

주신경에서 상후두신경과 반회후두신경으로 갈라져 나온다. 

  반회후두신경은 미주신경에서 분지되어 우측은 쇄골하동

맥의 하부를 회 하며, 좌측은 동맥궁의 하부를 회 하여 

기 과 식도사이의 고랑을 따라 각각 상행하여 후두내근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길고 복잡한 주행으로 인하여 신

경자체 뿐만 아니라 인 한 조직이나 장기의 향을 받아 

신경의 마비를 잘 일으켜 성 마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

고 있다. 만약 내후두근을 지배하는 반회후두신경이 장애를 

받으면 후두구가 닫히는것은 가능하지만 열리는 것은 신경

손상의 정도와 부 에 따라 일측성 는 양측성으로 장애

를 받게 된다.

  Chen 등은[4] 성 마비를 보인 환자 291명의 후향  연구

에서 일측성 마비는 259명, 양측성 마비는 32명이었다고 보

고하 는데, 수술  요인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갑

상선 수술이 가장 많았다.

  Rosenthal 등은[2] 성 마비를 보인 환자 827명의 20년간

의 후향  연구에서 일측성마비는 643명으로 수술  요인

이 235명(36.5%), 기 내 삽 과 련된 경우는 37명(5.8%)

을 보 으며, 양측성 마비는 184명으로 수술  요인이 70명

(37%), 그  갑상선 수술이 56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27명(14.3%)이 종양, 25명(13.2%)이 기 내 삽 , 21명(11.1%)

이 특발성, 20명(10.6%)이 신경학  질환의 합병증과 련

된다고 보고하 다. 

  Lim 등은[5] 술후성 성 마비 56   갑상선 제술 후

에 속발한 경우가 23 (40%)로 가장 많았고, 갑상선수술시 

성 마비는 신경 그 자체보다 후두외부에 있는 신경분지들

의 손상이나 하갑상동맥의 출 을 막기 한 의 결찰

시 신경분지들을 함께 결찰하는 실수 때문에 잘 온다고 하

여, 반회후두신경의 주행에 한 정확한 숙지   손상

을 방지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갑상선 수술 후 반회후두신경손상에 의한 성 마비의 발

생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다른데 Nishida 등은[6] 일시  마

비가 10%, 구  마비가 4%로 비교  높게 보고하 고, 

Lee 등은[7] 일시  마비가 1.4%, 구  마비가 1.4%로 보

고 하 다. Tae 등은[8] 총 329 의 갑상선수술 환자에서 일

시  반회후두신경마비는 3 , 구  반회후두신경마비는 

1 에서만 발생하 다고 보고하 고, 일시  반회후두신경

마비 3   2 는 술후 1개월에, 1 는 술후 2개월에 정상

으로 회복되었다고 하 다. 

  손상후 성 모양은 신경 분포의 양상이나 손상의 정도, 

침해된 성 근육에 의하여 결정되며 반회후두신경의 손상

만 있는 경우에는 부정 (paramedian position), 상후두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는 정 (median position)를 취하게 된

다. 

  Lim 등의[5] 연구에 의하면 마비된 성 의 치별 분포로 

볼 때 정 가 12.7%, 부정 가 79.8%, 간 (intermediate 

position)가 7.5%로 부정 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양측을 

비교하면 좌측이 115 (66.5%), 우측이 58 (33.5%)로 좌측

에서 약 2배 호발 하 는데, 이는 좌측 반회후두신경이 우

측에 비해 좀 더 긴 주행을 하고 많은 해부학  구조물들

을 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Salem 등은[9] 술 후 성 마비를 일으키는 반회후두신경 

손상의 원인을 1)경부 는 흉부 수술시 신경을 직 으로 

손상한 경우 2)경부의 경우 기낭이나 큰 크기의 튜 사용, 

흉부의 경우 큰 의 크기변화 3)신경의 과도한 신  4)

튜 에 존재하거나 소득으로 형성된 물질의 독효과 5)동

시에 수반된 상기도 감염 등 5가지로 나 었다. 술  환자

는 상기도 감염이 없었고 새 기 내 튜 를 사용하 으므

로 본 증례에서 양측 성 마비의 상되는 원인으로는 수

술시의 경두부의 과도한 신 , 기 튜 의 부 합한 크기와 

치, 기낭의 과팽창  불균등한 팽창 등에 의한 신경압

박, 기   주 조직의 유연성 하, 수술에 의한 반회후

두신경의 직  손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10-12]. 이

러한 원인들  어느 하나라도 자신있게 배제시킬 수는 없

으나, 고용  압기낭 튜 를 사용하여 항없이 삽 한 

후, 정확한 치에 고정시켰고, 튜 를 호흡회로 (tube stand)

에 안 하게 거치시켜 튜 의 치가 변하거나 뒤틀리는 

것을 최 한 억제하 기 때문에 기 내 삽 에 의해 성  

마비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본 환자의 경우 두부의 과도한 신 과 신경의 단, 열

상, 견인, 압박, 기칼에 의한 손상, 허 , 흡인기에 의한 

손상 그리고  결찰시 신경의 일부가 같이 결찰되는 경

우 등 수술 술기와 련되어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수술 후 성 마비와 같은 합병증을 방하기 해서는 

우선 마취 에 튜 의 상태를 면 히 검하고 튜 를 정

확한 치에 거치시켜야 하며, 마취 에 반회후두신경이 압

박신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한 수술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찰하고, 회

복시 흡기시 호흡곤란이나 애성 등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 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갑상선 

수술시 지속 으로 반회후두신경을 감시하는 것이 수술 후 

성 마비의 빈도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Shindo와 Chheda

의[13] 보고도 있으나, 수술  자발근 도와 유발근 도, 신

경 활동 를 이용하여 지속 으로 반회후두신경 손상을 

감시할 수도 있다. 가장 요한 것은 신마취 후 회복시 

호흡곤란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마취과의사는 그 원인

을 감별하여 즉각 이고 한 처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항

상 만반의 비를 하고 있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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