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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보고 □

액와 상완신경총 차단 후 발생한 지속적 상완신경총 손상
-증례보고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정현주․임경실․홍상현․김대영․김종분

Persistent Brachial Plexus Injury Associated with Axillary Brachial Plexus Block - A case report Hyun Ju Jung, M.D., Kyung Sil Im, M.D., Sang Hyun Hong, M.D., Dae Young Kim, M.D., and Jong Bun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 26-year-old male patient presented for stump revision of an amputated right 3rd finger and neurorrhaphy for a lacerated right
2nd finger. An axillary brachial plexus block was performed using the transarterial technique. Postoperatively, the patient
demonstrated signs and symptoms of brachial plexus injury. He exhibited paresthesia in the distribution of the ulnar nerve and
motor weaknesses the wrist, elbow, and shoulder. On the 18th postoperative day, nerve conduction and electromyographic studies
were performed, which revealed possible right radial neuropathy and axillary neuropathy, or right brachial plexopathy with posterior
cord involvement. After seven months of medical and physical treatment, the pain subsided but slight paresthesia and muscle
weaknesses still remained. We describe a case of postoperative neuropathy, which is believed to be caused by a direct nerve
injury after an axillary brachial plexus block with persistent signs and symptoms over a considerable period. (Korean J Anesthesiol
2006; 50: 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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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신경총 차단술 중 액와 접근법은 상완신경총 차단을

동맥 관통법을 이용한 액와 상완신경총 차단 후 발생한

위한 다른 접근법(사각극간, 쇄골상, 쇄골하 등)에 비해 신

통증, 감각이상, 운동신경 손상이 수술 후 시행한 이학적

경총 접근이 쉽고, 기술적으로 용이하며 기흉, 지주막하 및

및 전기신경학적 검사결과로 신경차단술이 그 원인으로 생

경막외 차단 등의 위험한 합병증이 적어 상완의 전박 부위

각되며, 지속적 물리, 약물 치료로 통증은 소실되고 감각이

수술에 많이 쓰인다. 그러나 액와 접근법에 의한 상완신경

상 부위는 감소하였고 근력도 호전되었으나 오랜 기간 동

총 차단 후 신경 손상이 0.2%에서 19%까지 다양하게 발생

안 운동신경손상 및 감각이상이 남아 있었던 증례로 문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신경 손상은 신경차단술과 관련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된 원인으로 시술 주사침에 의한 직접적 신경 손상, 마취

증

주사약의 신경내 주사, 국소마취제와 혼합된 epinephrine에
2,3)

의한 허혈성 손상 등이 있을 수 있고

례

신경차단술 외적인

주된 요인으로 수술 시 사용하는 지혈대로 인한 신경의 직

26세 남자 환자가 프레스 기계에 우측 수부 제3지의 절

접적인 압박 손상, 지혈대에 의해 생기는 신경의 허혈 손상

단과 제2지의 부분 절개, 신경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기로

이 있으며, 그 외에 수술시의 체위, 기존의 신경 병변 등이

하였다. 환자는 미국 마취과협회 신체등급(ASA) 1급, 과거
력상 2세에 폐결핵으로 약물치료 후 완치된 바 있고 10세

원인이 될 수 있다.

에 편아비대로 편아절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으며, 이학
논문접수일：2006년 1월 18일
책임저자：김종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5-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480-130
Tel: 031-820-3596, Fax: 031-847-3449
E-mail: jbkim@catholic.ac.kr

적 검사상 수상 부위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혈액검사,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 수
술실 도착 당시 혈압은 140/70 mmHg, 맥박은 70회/분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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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erve Conduction Stud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mplitude (uV)
Peak Latency (ms)
Velocity (m/s)
Nerve
Sit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adial, sensory
Wrist
*
Median, sensory
Wrist
16.8
20.0
3.28
3.00
53.30
Ulnar, sensory
Wrist
21.2
36.8
3.00
3.00
Radial, motor
Forearm
2,600.0
6,600.0
Radial, motor
Arm
2,600.0
6,100.0
56.80
61.30
Radial, motor
Axilla
7,500.0
6,100.0
300.0
85.30
Axillary, motor
Clavicle
550.0
3,600.0
Median, motor
Wrist
7,200.0
5,800.0
5.70
6.80
Median, motor
Elbow
7,100.0
5,700.0
10.30
10.60
79.30
83.30
Ulnar, motor
Wrist
9,800.0
9,300.0
6.10
6.60
Ulnar, motor
Elbow
8,100.0
9,200.0
9.70
10.50
64.90
50.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t evoked.

마취는 동맥관통법을 이용한 액와 상완신경총 차단을 시

저하를 호소하였고 견관절 외전근은 정상의 15%, 주관절

행하였다. 우선 앙와위 상태에서 환자의 고개를 좌측으로

신전근은 정상의 10%, 완관절 배굴근은 정상의 25%, 지관

돌리고 우측 팔을 90도 외전시켜 우측 액와 부위를 노출

절 신전근은 정상의 25%로 우측 상지 근력 저하가 있었으

시킨 후 betadine과 alcohol로 소독하였다. 대흉근 외측으로

며, 근위축과 견관절의 운동제한(굴곡 130도, 외전 60도)이

액와동맥을 촉지한 후 23 G 나비바늘을 이용하여 액와동맥

있었다.

을 천자하고 바늘을 조금 더 전진시켜 혈액이 나오지 않는

술 후 18일째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가 시행되었

것을 확인한 후 2% lidocaine 20 ml와 0.5% bupivacaine 20

다. 신경전도검사에서 우표재요골신경에서 SNAP (sensory ner-

ml를 혼합한 용액을 주입하였다. 간헐적으로 흡인을 시도하

ve action potential)이 존재하지 않았고 우액와 및 요골신경

여 바늘 끝이 액와동맥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에서 CMAP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의 크기(am-

마취제 주입 중 환자는 우상지의 감각이상과 통증을 호소

plitude)가 감소되었으며(Table 1) 근전도 검사에서는 우액와

하였으나 마취 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주입하

및 요골신경 지배근에서 비정상 자발 활동전위가 관찰되어

였다. 상기 용량의 국소마취제를 모두 주입한 후 활력징후

(Table 2) 우측 요골 및 액와 신경증(radial and axillary neuro-

는 큰 변화가 없었다.

pathy)이나 후신경삭 손상(posterior cord injury)이 의심되었
다.

수분 후 우상완의 감각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arm
table 위에 우상완을 90도 외전시킨 후 수술 준비를 하였다.

환자의 치료는 성상신경절 차단술과 물리치료, 작업치료

Arm table의 높이는 수술대의 높이와 같았다. 우상박의 중

및 운동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약물치료로 carbamazepine 800

간 위치에 지혈대를 하였는데 술 중 지혈대의 압력은 250

mg, prednisolone 40 mg, amitryptyline 20 mg을 경구 투여하

mmHg이었다. 수술 시작 시 midazolam 2 mg과 fentanyl sul-

였다. Prednisolone 40 mg은 10일간 경구 투여한 후 서서히

fate 100 mcg을 정주하였다. 수술 시간은 45분이었고 지혈대

감량하면서 중단하였고, carbamazepine 800 mg을 gabapentin

압박 시간은 50분이었다.

300 mg으로 바꾸어 경구 투여한 후 통증은 감소하였으나

술 후 환자는 수술 부위의 감각저하 이외에 특이 사항은

피부발진과 두드러기 증상이 있어 gabapentin은 중단하고

없었으나 술 후 11일째 우수부와 전박의 요골신경 지배 부

carbamazepine을 400 mg으로 감량하고, ibuprofen 900 mg,

위에 통증과 감각이상, 견관절의 외전 제한, 주관절의 신전

diazepam 6 mg을 추가로 경구 투여하였다.

제한, 손목 관절의 신전 제한(wrist drop)을 호소하였다. 마

술 후 44일째 시각통증등급 0-1로 통증은 감소되었고,

취통증의학과에 자문하여 성상신경절 차단술과 약물치료를

견관절 외전근은 정상의 25%, 주관절 신전근은 정상의 25%,

받았으나 호전 없었고 술 후 14일째 재활의학과에 자문하

완관절 배굴근은 정상의 40%, 지관절 신전근은 정상의 40%

였다.

로 우측 상지의 근력 저하도 호전되었으며 감각이상 부위
도 감소하였다.

시각통증등급 3-4정도의 통증과 우측 상지 감각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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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ctromycrographic Stud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ositive
Motor unit
Insertional
Fibrill
Side
Muscle
Nerve
Root
spontaneous
action potentiols
activity
ation
wave
(MUAP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ight
Cervical paraspinalis
Spinal
C4-T1
Normal
0
0
Normal
Rhomboid major
C4-C5
Normal
0
0
Normal
Supraspinatus
C5-C6
Normal
0
0
Normal
Latissimus dorsi
Thoraco dorsal
C6-C8
Normal
0
1+
No MUAPs
Biceps brachii
Musculo cutaneous
C5-C6
Normal
0
0
Normal
Deltoid
Axillary
C5-C6
Normal
1+
1+
Normal
Triceps
Radial
C6-C8
Increased
0
0
No MUAPs
Brachioradialis
Radial
C5-C6
Normal
0
0
No MUAPs
External carpi radialis
Radial
C6-C7
Increased
0
0
Polyphasic MUAPs
Extensor indicis
Radial
C7-C8
Normal
0
0
Polyphasic MUAPs
Pronator teres
Median
C6-C7
Normal
0
0
Normal
Abductor pollicis brevis
Median
C8-T1
Normal
0
0
Norma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술 후 7개월째 감각이상 증상은 남아 있었으나 통증은

혈 등이 있을 수 있다.6) 동물 모델에서 실험 결과 사단이 짧

없었으며 견관절 외전근은 정상의 25%, 주관절 신전근은

은 바늘이 긴바늘보다 신경 손상이 적다고 보고하였는데7)

정상의 25%, 완관절 배굴근은 정상의 90%, 지관절 신전근

이는 사단이 긴 바늘은 신경 섬유를 절단할 가능성이 큰

은 정상의 90%로 근력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추적 근전도

반면 짧은 바늘은 신경 섬유를 밀어내기 때문이라고 하였

검사가 환자의 거부로 시행되지 않아서 신경 회복 정도를

다. 하지만 사단이 긴 바늘을 신경 섬유 방향과 평행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이후 연고지 관계로 전원되었다.

삽입하면 짧은 사단의 바늘을 사용할 때보다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적다는 보고도 있었다.8) 일반적으로 짧은 사단의

고

바늘을 신경 섬유 방향과 평행하게 삽입하는 것이 신경손

찰

상을 예방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본 증례에서 사용
마취와 관련된 신경손상은 미국마취과협회 Closed Claims

한 23 G 나비바늘은 사단은 길으나 바늘길이가 짧아(3/4 in-

1)

Study database에 기록된 소송 중 16%를 차지한다. 이중 척

ch) 사단면을 신경섬유와 평행하게 삽입하기가 용이하지 않

골신경 손상 및 상완신경총 손상이 각각 28%와 20%를 차

았다. 신경 내 약제 주입 시 신경 내 압력의 증가로 신경

2)

지한다. Caplan은

광범위한 추적조사에도 불구하고 마취와

허혈이 올 수 있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본 증

관련된 신경손상의 오직 9%만이 원인을 알 수 있었다고 하

례에서는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환자

였다. 액와접근법에 의한 상완신경총차단술 후 신경손상의

가 표현한 통증 및 감각이상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

발생 정도는 매우 다양하여 Horlocker 등은3) 0.2%에서 19%

지 않았다.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신경손상의 정도 또한 보고마다 다양

액와접근법에 의한 신경차단술로는 이상감각유발법, 액와

하여 Urban과 Urquhart는4) 수술 후 첫날에 19%에서 감각 이

동맥 관통법, 신경자극법 등이 있다. 이상감각유발법에 의

상이 나타나나 4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

한 감각이상은 바늘이 신경에 닿았음을 알려주고 약제를

반면 Hartung과 Repprecht는5) 장기간 감각이상이 지속되는

주입할 곳을 알려주지만 신경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경우가 12%나 된다고 하였다.

의미도 된다. 보고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액와접근법에 의한 상완신경총 차단술 후 신경손상의 원

Selander 등의9) 연구에 의하면 액와신경 차단 후 발생한 신

인은 크게 신경차단술과 관련된 손상, 지혈대에 의한 손상,

경손상이 이상감각유발법을 이용한 군에서 2.8%, 액와동맥

부적절한 체위에 의한 손상, 기타 이미 존재하는 신경손상

관통법을 이용한 군에서 0.8%로 나타나 이상감각유발법을

등이 있을 수가 있겠다. 우선 신경차단술과 관련된 손상으

이용한 군에서 3.5배 더 높게 나타났다. Thomas 등은10) 환

로는 주사바늘에 의한 직접 손상이나, 약제의 신경내 주입,

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하며 신경차단 성공률이 높고 신경손

신경주위강에 독성 물질의 침착, 영양 혈관의 경련이나 혈

상 빈도가 적은 액와동맥관통법을 수련병원에서는 시행하

전 형성, 약제 속에 포함된 혈관 수축제에 의한 조직의 허

도록 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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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 시 국소마취제와 함께 주입하는 epinephrine은

기왕의 신경손상이 수술 후 신경차단에 의한 손상으로

마취시간 연장과 국소마취제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오인될 수 있다. 이를 감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신경차

도움이 되지만 이론적으로 vaso nervorum의 수축을 일으켜

단 전에 차단할 부위의 감각이상, 통증, 근육약화, 위축 또

신경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신경 마비가 있는지 신경학적 검사를 해야 하고 수술

술 후 신경 손상의 신경차단술 외적인 요인으로 가장 흔

후 신경 손상이 생겼을 때는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

한 것이 지혈대에 의한 것이다. 지혈대에 의한 손상의 경우

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신경은 절단된 뒤에도 수상 후

지혈대의 압력,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이 손상 여부 및 정

며칠 동안 손상부위 이하의 축색에서는 활동전위를 전할

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혈대에 의한 신경 손상의 정도는

수 있으므로 전도 검사는 1, 2주 뒤에 반복해서 시행해야

11)

지혈대를 사용할 때는

하고, 근전도 검사상 탈지배(denervation) 양상은 1-3주 지

환자의 수축기 혈압보다 150 mmHg 이상의 압력을 주지 않

나서 나타난다.20) 만약 증상 발현 직후 시행한 근전도 검사

는 것이 좋고 90에서 120분마다 지혈대를 풀어 주는 것이

에서 탈신경 지배 양상을 보이면 이는 수술 전 기존의 신

좋다.12) 그러나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지혈대에 의한 신경 손

경병변 또는 질환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근전도 검사는

8,000건의 수술 중 한 건 정도이다.

13)

지혈대 압력이 높으면(＞ 400 mmHg)

신경 손상의 형태와 부위, 손상의 원인을 알게 해주며 시간

일시적 신경손상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지혈대 적용 시간이

이 경과하면서 신경의 재생과 재지배 소견을 알 수 있게

길면 신경증의 발생률이 증가한다.14) 지혈대에 의한 손상은

하므로 추적 조사를 해야 한다. 본 증례의 경우 술 전에는

직접적 압력과 이로 인한 허혈에 의한 것으로 신경은 압력

수상부위 외에 신경 손상의 증상이나 병력이 없었고 술 후

상은 일어날 수 있다.

에, 근육은 허혈에 더 민감하나 허혈보다는 압력에 의한 손

18일째 시행된 근전도에서 신경손상이 나타났다. 수상 직후

상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15) 신경 손상의 경우 척골 신

근전도를 시행하였다면 명확한 감별을 할 수 있었겠으나

경이 가장 손상을 많이 받으며 감각 손상은 경미하고 운동

술 전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손상보다 빨리 회복되며 2-8개월만에 자연 치유된다. 지혈

환자의 증상이 기왕의 신경손상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

대의 압력은 계기에 나타난 압력과는 실제로 다를 수 있어

라 하겠다.

서 과도한 압력에 의한 신경손상이 생길 수 있다. 폭이 넓

상완신경총 차단에 의한 신경손상의 예후에 대해선 보고

은 지혈대를 사용하면 동맥 차단을 위해 지혈대에 가하는

된 결과가 없으나 Ben-David와 Stahl이18) 전신마취 하에서

압력을 줄일 수 있어 환자의 수축기 혈압 이하의 압력으로

시행된 심장수술 8예와, 비심장수술 14예에서 발생한 상완

도 동맥 차단이 가능하여 높은 압력에 의한 신경 손상을

신경총 손상에 대해 보고한 바를 살펴보면, 심장수술 후 발

줄일 수 있다.16) 또한 지혈대 사용 중 재관류 시간을 줌으

생된 증례들은 병변이 하부신경근 부위이고 감각이상이 주

17)

본 증례에서는

된 증상으로 수일 내에 회복이 시작되어 대부분 4-16주에

지혈대의 압력은 250 mmHg, 사용시간은 50분으로서 압력

회복된 반면 비심장수술의 경우는 상부근 손상이 심하며

과 사용시간 모두 과도하지 않았으며 신경전도 검사 및 근

신경전체가 손상된 경우도 많고 운동기능 이상이 주된 증

전도상 나타난 신경 손상 부위가 요골신경 및 액와신경, 또

상으로 심장 수술 예들과는 달리 회복 속도가 느려 50%에

로써 허혈에 의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는 후신경삭으로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지혈대 부착 부위보

서는 5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손상 6-8주까

다 근위부이므로 지혈대에 의한 손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

지 회복이 없었던 6예 중 3예는 회복이 완전하지 않았으며

된다.

손상 1주에 증상이 회복된 환자의 79%는 완전히 회복되었

부적절한 체위로 인한 상완신경총의 견인과 신전 또한

다. 절대적 지표는 아니지만 1주 후의 회복상태를 예후인자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신경차단 후 부적절한 체위에

로 볼 수 있으며 손상 후 3-4주까지 감각이상의 호전이나

의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정도는 보고된 바가 없으나 전신

6-8주까지 운동기능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후가 좋

마취 하에서 발생되는 상완신경총 손상은 부적절한 체위에

지 않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에서 수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은 신

의한 견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며, 발생 빈도는
18)

어떤 보고는 체위에 있어서 팔

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손상 부위가 액와부 및 그

의 외전보다는 어깨의 위치가 흉벽보다 아래로 쳐지는 경

상부에 있다는 점에서 지혈대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은 적

0.02-0.06%에 해당된다.

19)

본 증례의

고, 약제 주입 시 환자가 통증 및 이상감각을 느꼈다는 점,

경우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대와 arm table은 같은 높이였

신경손상 부위가 바늘 삽입 부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

고 우상완을 90도 정도만 외전시킨 상태에서 수술하였으므

사 바늘에 의한 직접적 신경 손상 혹은 국소 마취제의 신

로 상박의 과신전 및 과외전에 의한 상완신경총 견인은 일

경 내 주사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신경

어나지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차단술시 주사 바늘에 의한 신경 자상이나 신경 내 마취

우에 신경 손상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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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주입에 대한 환자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므로 세심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임을 본 증례를 통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경차단술 시 사단이 짧은 바늘을 신경 주행
방향과 평행하게 삽입하여 주사 바늘에 의한 신경 손상을
줄여야 하고 약제 주입 시 잦은 문진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신경 내 주입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지혈
대 압력을 피하고 자주 점검하며 상지의 과도한 외전을 피
하고 어깨가 흉벽보다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
에 따른 신경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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