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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of deep neck infection resulting from intubation-induced 
hypopharyngeal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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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pharyngeal perforation secondary to tracheal intubation is rare ,but may result in severe 
airway complications that include retropharyngeal abscess, pneumothorax, pneumonia, 
mediastinitis and death. The most common site of hypopharyngeal perforation is the pyriform 
sinus and the region of the cricopharyngeus muscle. We report a 62-year old man with 
intubation-induced hypopharyngeal injury presenting as deep neck infection. The patient 
presented with dyspnea and pain on the neck. Neck CT scan identified fluid and air collection 
on the neck from the hyoid bone to the thoracic inlet level. Despite of delayed diagnosis, 
we successfully operated him by using strap muscle myofascial transposition flap. The patient 
was followed up for 3 months without any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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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관내 삽관은 주로 응급 상황이나 수술 중에 

행해지며 대개는 아무런 합병증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정규 수술이라 하더라도 특히 시술자가 초

심자일 경우에는 하인두 및 경부 식도 부위에 드물

게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부위의 손상은 심경

부 감염, 종격동염, 심막염, 폐렴 등을 유발하여 높

은 이환율과 치사율을 보인다.1) 저자들은 전신마취

수술을 위해 기관내 삽관 후 발생한 하인두 천공을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해 심경부 감

염으로 진행한 환자를 피대근 피판을 이용한 복구

(strap muscle myofascial transposition flap repair)방법

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  례

62세 남자 환자로 심경부 감염과 폐렴을 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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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Preoperative neck CT scan with enhancement 
     (A) Axial neck CT scan at the level of pyriform sinus show a soft tissue mass(white arrows) obliterating 

the left pyriform sinus and gas bubble in adjacent space. P, right pyriform sinus; H, hyoid bone 
     (B) The left lobe of the thyroid(black arrow) is displaced laterally by a soft tissue mass containing a small 

gas bubble.T, right lobe of thyroid. 
     (C) Sagittal image reveals the widening of the  thyrocricoid joint(white arrow) by soft tissue.
     (D) Coronal view showsthe involvement of the paralarynge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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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Chest PA & left lateral view.
     (A) Chest PA view; Chest radiograph taken 11 days after injury shows pneumonia in the right low lung 

field and the right middle lung field. 
     (B) Chest left lateral view

타병원에서 본원 응급실로 2008년 6월에 전원되었

다. 과거력상 타병원에서 11일 전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위해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 경부 부위에 통증이 

시작되었다. 응급실 내원당시 환자는 호흡곤란을 

보였으며 경부에 심한 통증과 함께 악취가 나는 지

속적인 객담을 호소하고 있었다. 굴곡형 후두경 검

사상 좌측 모뿔연골(arytenoid cartilage)부위의 부종

이 심해 성대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기 힘들었

으며, 좌측 조롱박오목(pyriform sinus) 주위에 농저

류(pus pooling)가 관찰되어 과거력을 고려했을 때 

주변 하인두 천공이 의심되었다. 전경부는 위로는 

갑상연골 부위부터 아래로는 목아래패임(supras- 
ternal notch)까지 단단하고 미만성의 부종과 홍반

(erythema)이 관찰되었으며, 주위에 피하기종이 만

져졌다. 경부 전산단층촬영에서는 설골에서 위가

슴문(thoracic inlet)까지 액체(fluid)와 공기(air)가 관

찰되었으며, 명확한 샛길(fistula)을 찾기 힘들었으

나, 좌측 조롱박오목(pyriform sinus) 근처 손상이 

의심되었다(Fig. 1-A). 또한, 주위 갑상선 좌엽까지 

염증이 파급되어 있었다(Fig. 1-B). 같은 날 시행한

가슴전산단층촬영 및 단순촬영에서는 폐의 우하엽

과 우중엽으로 폐렴이 진행되어 있었으나(Fig. 2), 
염증이 종격동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였다. 하인

두 천공에 기인한 심경부 감염으로 생각하고 입원

후 항생제를 포함한 대증적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경과 관찰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입원 4일째 시행한 식도 조영술상 좌측 조롱박

오목(pyriform sinus)에서 작은 샛길(fistula)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3-A, B).  이에 절개 및 배농술과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계획하였다. 
피부 절개는 윤상연골 하방 1cm에서 시작하여 

동측 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 muscle) 앞쪽 

경계까지 하였으며, 피대근(strap muscle)을 박리하

고 내장공간 (visceral space)으로 접근하자 악취가 

나는 농이 배출되었다. 술후 배양 검사에서는 Str- 
eptococcus constellatus가 검출 되었다. 반지방패근 

(cricothyroid muscle)사이로 들어가는 되돌이후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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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Esophagram with Gastrografin 
     (A) Anterior-posterior view. Left pyriform sinus shows irregular surface(black arrow) suggesting the tearing 

of it. And also, distal leak(white arrow) of the contrast are shown.  (B) Left oblique projection.

Fig.4. Esophagram with Gastrografin performed at 
POD 21, displays no evidence of abnormal
fistula or leakage. But the irregularity of the 
left pyriform sinus remains(white arrow).  

경(recurrent laryngeal nerve)을 관찰하고 손상받지 

않도록주의하면서 갑상선 좌엽을 절제하였다. 일

차복원술(primary repair)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수

상후 수일이 경과한 탓인지 샛길위치(fistula site)를 

수술시야에서 정확히 관찰할 수는 없었다. 이에 손

상부위로 생각되는 부위에 피대근을 접근봉합

(approximation suture)시켜 준후 수술을 마쳤다.
환자는 수술후 5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금식과 함께 절개 및 배농 부위로 지속적

인 세척과 소독을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1주일간 

침분비 억제를 위해서 글리코피롤레이트(Glycopyrro- 
late)를 투여하였다. 환자로 하여금 구강흡인(oral 
suction)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여 샛길 (fistula)로 이

물질이 최대한 가지 않도록 하였다. 수술후 11일째

에 다시 시행한 식도조영술 결과 샛길누출(fistula 
leakage)소견 관찰되지 않아, 3일후 절개 및 배농술 

부위를 부분마취하에 창상복구(wound repair)를 시

행하였다. 수술후15일째 시행한 단순가슴사진에서 

폐렴은 항생제치료가 필요없을 정도로 상당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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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A follow-up neck CT scan with enhancement 
     (A)A follow-up CT scan taken at POD 28, displays no evidence of fistula tract at the level of pyriform sinus.
     (B)The left thyroid lobe was removed and there is no abnormal tissue containing gas.

전되었으며,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을 통한 식

이를 시작하였다. 수술후21일째 다시 시행한 식도

조영술(Fig. 4) 결과 샛길누출소견 관찰되지 않아 

구강으로 유동식을, 2일후부터 연질식이(soft diet)
를 시작하였으며, 하루 경과 관찰 후 삼킴곤란

(swallowing difficulty)보이지 않아 보통음식(normal 
diet)으로 바꾸었다. 환자는 수술후 28일째 추적 시

행한 경부 전산단층촬영상(Fig. 5-A, B) 수상부위 

염증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특별한 문제 없이 퇴

원하였다. 수술후 3개월째 외래에서 시행한 후두경

상 양쪽 성대 잘 움직이고 있었으며 수술부위 또한 

합병증이나 재발 소견 보이지 않았다. 

Ⅲ. 고  찰

기관내 삽관 시 가능한 합병증 중에서 하인두 

천공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야

기할 수 있다. 하인두 천공 발생 후 조기 진단 및 

조속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경부 감염이

나 종격동염 등으로 진행하여 생명이 위협받을 수

도 있다.1) 환자가 짧고 굵은 목을 가졌거나, 개구가 

잘 되지 않거나 경추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때 힘든 

기관삽관이 예상되며 이때 천공의 위험성이 높아

진다. 또한 너무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근육이완

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때도 일어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술자의 경험 여부

이다.2-4)

이학적 증후로는 경부 통증, 피하기종, 원인 미

상의 열, 백혈구 증가증, 연하곤란, 경부종창, 기흉

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증후가 나타나면 경부 및 

가슴 단순촬영이 필요하며 좀더 정확한 진단을 위

해 조기에 컴퓨터 단층 촬영과 수용성 조영제를 이

용한 식도조영술이 필요하다.4) 단순 촬영상 연부조

직의 부종, 피하기종, 기도 협착 등의 소견이 보일

수 있으며, 식도 조영술상에서는 하인두에서 주위 

연부조직으로의 조영제의 유출을 직접 볼 수 있다. 
수용성 조영제(Gastrografin)을 이용한 식도조영술

의 민감도는 약 75-100%로 알려져 있으나, 위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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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게는20%까지 보고되고 있어 한번의 음성 

결과로 손상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5) 따라서  

부가적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이 진단에 중요하며, 
후두 주위를 침범하며 조롱박오목으로 모여져 있

는 연부조직 덩어리와 갑상윤상관절이 넓어진 소

견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조롱박오목

(pyriform sinus)에서 발생하는 암의 특징이기도6) 하

기 때문에 주위의 공기 방울소견과 과거력을 토대

로 감별할 수 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조

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대증적 치료로만 가

능한 경우는 경미한 손상으로 24시간 안에 조기 진

단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당한다.7) 이때는 광범위 

항생제와 금식이 필요하며 비경구적으로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수적이다. 경부 접근을 통해 손상된 

부위를 직접 이중 봉합해주는 방법(double-layer 
technique)이 가장 확실하면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8) 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 식도조영

술상 미세한 유출이 관찰되었으나, 지연된 진단에 

의해 연부조직 종창이 심해 수술실에서 손상부위

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수상후 24시
간이 경과하여 부종과 괴사가 일어나거나 손상 부

위가 커서 일차 봉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위 피

대 근육 피판을 이용한 접근 봉합이가능하다. 또한 

Conley 등에 의해 널리 소개된 흉쇄유돌근 피판을 

사용하는 방법(inferiorly based sternocleidomastoid 
muscle flap)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이는 

흉쇄유돌근이 후두 동맥, 상갑상선 동맥, 경횡 동맥 

등의 풍부한 동맥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이환율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이다.10) 본 증례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위 피대근(strap muscle)을 사용하여 손상이 예상

되는 부위에 덮어주는 방식(strap muscle myofascial 
transposition flap repair)으로 성공적으로 천공을 막

을수 있었다. 
하인두 천공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11) 따
라서 수술중 기도 삽관이 힘들었던 환자는 하인두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후 발생 여부에 대해 유

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럴 경우 조기에 

수용성 조영제를 이용한 식도 조영술과 컴퓨터 단

층 촬영을 시행하여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환자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줄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11) 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 조기에 진

단이 되지 않고 심한 합병증이 발생된 후 전원되어 

왔으며, 그 만큼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환자가 많은 

고생을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비록 진단

이 늦었지만, 피대근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성공

적인 치료를 할 수 있었기에 다행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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