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

정맥마취 2006; 10: 79∼82

례 □

전신마취 후 발생한 모뿔연골의 탈구
-증례 보고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교실

김태훈․이우용․유병훈․우승훈

Abstract
Arytenoid Dislocation after General Anesthesia
-A case reportTae Hun Kim, M.D., Woo Yong Lee, M.D., Byung Hoon Yoo, M.D., and Seung Hoon Woo,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nggye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Korea

Arytenoid dislocation is one of the rare but serious complications of endotracheal intubation. A
43-year-old healthy man was admitted for total ossicular replacement prosthesis with canal down
mastoidectomy. Anesthesia was induced and direct laryngoscope guided endotracheal intubation was
done with a cuffed endotracheal tube sized of internal diameter of 7.0 mm. The trachea was extubated
without any difficulty after surgery. About 5 hours later, the patient complained of sore throat and
hoarseness. On the 16th day after the operation, he visited the clinic and complained of continuing
of hoarseness. Direct laryngoscopy revealed anterior and inferior dislocation of left arytenoid cartilage.
On the 30th day after the operation, the patient was taken to the operating room for reduction of the
dislocated cartilage by the otolaryngologist. The reduction was done successfully and the patient’s
hoarseness gradually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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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에 의한 수술 후의 흔한 합병증으로 후두

연골이 반지모뿔 관절 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경우

부종, 출혈, 점막 손상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르는 증상

이고, 아탈구는 부적절한 위치이기는 하지만 관절 면에

으로는 발성 장애와 인후통 등이 있지만 대부분 경미

부분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이다.

2)

1)

하여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호전된다. 반면에 드

모뿔연골의 전위는 드물게 자연 치유가 된다는 보

물지만 심각한 손상 중에 하나로 모뿔연골 전위(ary-

고가 있지만3,4) 손상 받은 후두를 가능한 한 정상적

tenoid cartilage displacement)가 있는데 이는 탈구(dislo-

인 해부학적 위치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24
시간에서 48시간 이내 정복술을 시행할 경우 모뿔연

cation)과 아탈구(subluxation)로 구분된다. 탈구는 모뿔

골은 기능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5,6)
그러나 이 시기 이후에 실시할 경우 섬유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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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되어 복원이 어려워지며,

정복되더라도 모뿔연골

은 운동 범위에 많은 제한을 받아 후두 기능이상이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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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Hoffman 등은

모뿔연골 전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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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에 정복술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며 정

더 넣고 기낭을 서서히 팽창시킨 후 고정시켰다. 기

복 후에도 후두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때 vocal cord

관내삽관 직후 활력징후는 혈압이 160/100 mmHg,

medialization, 관절 고정술 또는 개방적 정복술을 고

심박수는 분당 85회였다.

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취 유지는 산소 2 L/min, 아산화질소 2 L/min,

저자들은 기관내삽관을 별 무리 없이 실시했다고

enflurane

1.5-2.5

vol%를

사용하였으며,

근이완을

여겼던 환자에서 수술 후 좌측 모뿔연골의 탈구가

위하여 간헐적으로 vecuronium을 투여하였고, 인공호

발생되었으나 지연된 진단 및 정복술에도 불구하고,

흡기(Dameca 10590, Copenhagen, Denmark)로 일회호

성공적으로 복구되어 후두기능이 호전되었던 예를

흡량은 700 ml, 호흡수는 분당 12회로 조절환기하였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다. 수술 중 혈압은 110/65-150/90 mmHg, 심박수는
분당 55-80회, 산소포화도는 100%, 호기말이산화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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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분압은 31-33 mmHg, 그리고 체온은 35.7-36.2 C의
범위를 유지하였다. 수술시간은 3시간 45분이었고,

43세, 체중 69.4 kg, 신장 167 cm의 남자 환자가
우측에 이명, 청음 곤란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우측

마취시간은 4시간 15분이었다. 수술 중 환자의 자세
는 앙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주종을 진단 받고 우측 전 고실뼈 인공치환술 및

수술 종료 후 100% 산소로 환기 후 자가호흡을 확

유양동삭개술(total ossicular replacement prosthesis with

인하고, pyridostigmine 10 mg과 glycopyrrolate 0.2 mg

canal down mastoidectomy, right)을 받기 위해 입원을

을 정주하여 근이완제의 잔류 효과를 환원시켰으며,

하였다. 과거력과 이학적 검사 및 수술 전 검사에서

용수 환기 하에 충분한 자가호흡과 의식을 회복시켜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비인후과에서

맥박산소포화도 100%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낭의

검사한 성대와 인후두부의 소견은 정상이었고, 미국

공기를 제거하고 무리 없이 기관내관을 발관하였다.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에 해당되었다. 수술실

환자는 곧 회복실로 이송되었으며 회복실 체류 시

에서의 기도 점검에서는 Mallampati 분류상 class 2에

간은 1시간이었다. 회복실에서 활력징후는 안정되었

해당되었고 목 신전 및 개구에 큰 지장이 없었다.

고, 청진 시 호흡음은 정상이었으며, 호흡곤란이나

전처치로 마취유도 30분 전에 glycopyrrolate 0.2

구토, 기침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mg을 근주하였다. 수술실 도착 후, 비침습적 혈압측

병실로 옮긴 후 환자는 경한 어지러움과 가벼운

정기, 심전도, 맥박산소측정기 및 호기말이산화탄소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다섯 시간 후에 애성, 인후통

분압측정기를 거치하였고, 마취유도 후에 체온계가

을 호소하였으나 주치의는 기관내삽관 후에 일시적

포함된 식도청진기를 거치하여 환자의 상태를 감시

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생각했었고, 수술

하였으며, 수술실 입실 당시 환자의 혈압과 맥박은

후 6일째 환자는 항생제, 진해거담제와 소염제를 처

각각 135/90 mmHg, 55회/분이었다.

방 받고 퇴원하였다.

안면마스크를 통해 100% 산소로 탈질소화를 시행

수술 후 16일째 환자가 지속되는 애성을 호소함에

한 다음 2% lidocaine 30 mg과 1% propofol 120 mg

따라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실시한 후두경검사 상 좌

을 차례로 정주하여 마취를 유도하였고, 의식 소실

측 모뿔연골의 전 하방 쪽 탈구 소견을 보였으며 좌

후 산소 5 L/min와 enflurane 3.5 vol%로 용수 환기

측 성대 운동의 장애에 의해 양측 성대가 서로 닿지

하며 기도폐쇄가 없이 안면마스크를 통한 환기가 가

않는 소견이 보였다(Fig. 1). 수술 후 23일째 환자는

능함을 확인한 후 rocuronium 50 mg을 정주하여 근

증상이 약간 회복된 느낌이 들었으나 모뿔연골 정복

이완을 시켰다. 안면마스크를 통해 2분간 용수 환기

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술 후 30일째 수술실에

를 시행한 다음, 곡형날 후두경을 사용하여 내경 7.0

서 전신마취 하에 도수 정복(manual reduction)에 의

mm의 기관내관(Safety-Flex, Mallinckrodt, Athlone, Ire-

한 모뿔연골 정복술을 실시하였다. 정복술 후 8일째

land)을 삽관하였다. 기관내삽관 시 후두는 해부학적

외래 추후 관리에서 목소리가 호전되었으며 15일째

으로 정상적임을 쉽게 관찰하였으며 기관내관은 성

양측 성대 사이의 간격이 작아졌음을 확인하였으며,

문을 지나서 기낭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2 cm

정복술 후 33일째 모뿔연골의 위치가 좀 더 호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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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reductive direct laryngoscopy shows anterior
and inferior dislocation of left arytenoid cartilage.

었음을 확인하였다(Fig. 2).

Fig. 2. Postreductive direct laryngoscopy performed 33
days after operation shows nearly reducted left arytenoid
cartilage without vocal cord palsy.

때문일 수도 있고 튜브 기낭의 압력에 의한 되돌이
후두신경(recurrent laryngeal nerve)의 일시적인 신경

고

찰

손상 때문에 이차적으로 온다고도 하였다.
기관내삽관 시에 발생하는 모뿔연골의 탈구 및 아

Kambic 등은8) 기관내삽관을 시행했던 1,000명의

탈구는 기관내관이나 후두경을 삽입할 때 주로 후방

환자를 대상으로 간접 후두경을 이용한 후향성 조사

에서 모뿔연골의 전하방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

연구에서 1명의 모뿔연골 아탈구를 보고한 바 있다.

기 때문에 전방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2,5)

오

모뿔연골은 반지 관절 면과 교합하여 성대추벽의

른 손에 의한 삽관이 많기 때문에 구부러져 있는 모

움직임에 따라 광범위한 운동을 하는데 전면운동,

양의 기관내관을 삽관 시에 구강의 오른쪽으로부터

모뿔판으로의 미끄러짐, 그리고 후방인대를 중심으

기관내관이 들어가면서 하부의 굴곡 부분(convex curva-

9)

로 하는 회전운동(pivoting)이 가능하며

이런 운동들

은 동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관절 면은 활막과 단

ture)이 왼쪽 모뿔연골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2,6,10)

보다 왼쪽에서 흔히 발생한다.

후방으로의 전위

단한 섬유질의 낭으로 싸여있고 후방 반지모뿔인대

는 후방으로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기낭이 팽창

가 모뿔판부터 모뿔연골의 내측 면까지 모뿔연골을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기관내관을 발관 시 성대의

지지하여 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상방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이차적으로 온다.

5,14)

외상을 받지 않고서는 전방으로 전위가 쉽게 되지

모뿔연골 전위는 임상증상과 후두관찰로 진단할

않더라도, 기관내삽관이나 술중에 목이 과신전되거

수 있다.5) 임상증상은 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타

나, 후두경 날에 의해 직접 손상을 받거나, 기관내관

나거나 인후통, 연하통, 천명이나 호흡곤란, 애성, 발

이 부적절하게 위치하여 압력이 가해질 경우와 기관

성 불능, 연하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양측 모뿔

과 주위구조의 탄성 감소, 말기신부전, 궤양성 장염,

연골이 전위되었을 경우 양측성대마비나 이로 인한

말단거대증, 후두연화증 및 만성 스테로이드 복용

흡인으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형적

등의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후방인대

인 손상의 증상은 발관 후 즉시 나타나는 것이 보통

약화 혹은 모뿔연골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모뿔연골

이며, 특히 손상 후 며칠 동안 연하통으로 종종 나

10-12)

탈구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6,13)

하지만 몇몇 보고

15,16)

타난다.

인대를 손상시킬만한 외상이나 어려운 기

진단을 위해서는 간접경 검사, 비인강 후두경, 직

관내삽관 없이도 정상 후두에서 모뿔연골의 탈구가

형 또는 굴곡형 후두경 등을 사용하여 성문열의 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이는 직접적인 손상

직임이 감소되거나 모뿔연골이 전위되거나 부종 등

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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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할 수 있으며,6,17,18) 컴퓨터단층촬영은 후두의
부종 혹은 혈종 등으로 내시경을 통한 확진이 어려
울 때 모뿔연골의 전위 방향과 비대칭성여부를 확인
하는데 유용하고, 내인성 후두근육의 근전도검사는
후두신경 손상에 의한 성대마비와 감별하기 위해 필
요할 수 있다.

2,5)

본 증례에서 직형 후두경을 이용하

여 좌측 모뿔연골이 전 하방으로 탈구되어 있는 소
견과 부종 및 좌측 성대마비를 확인하였다.
기관내삽관과 관련된 모뿔연골 전위의 치료로서
발성 훈련, 주걱이나 겸자 등에 의한 간헐적 정복,
Teflon 주입, 수술적 제거, 기관절개 등 여러 가지
5)

치료방법이 가능하다.

모뿔연골의 전위는 비록 발생 빈도가 낮기는 하지
만,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며, 별
무리가 없이 기관내삽관과 발관이 이루어진 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내삽관, 유지, 발관
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술 후
에 음성변화, 인후통, 연하통, 천명이나 호흡곤란, 애
성, 발성 불능 등이 나타날 경우에 정확한 원인 규
명을 통해 이에 부응하는 처치를 통하여 적절한 관
리를 하는 것이 심각한 후유증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고 한다. 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지연된 진단으로 인
하여 정복술 역시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되
어 정상적인 위치로 호전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기
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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