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ysphagia Society 2020;10:167-171

https://doi.org/10.34160/jkds.2020.10.2.004

Case Report

경추부 디스크 내 고주파열 치료술 후 발생한 연하장애:
증례 보고
안민지ㆍ윤서라ㆍ류수라
광주보훈병원 재활의학과

Dysphagia after Cervical 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A Case Report
Min-Ji An, M.D., Seo-Ra Yoon, M.D., Ph.D., Su-Ra Ryu, M.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Gwangju Veterans Hospital, Gwangju, Korea
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IDET), which is a minimally invasive treatment, was performed to treat cervical
HNP. Although IDET has a relatively short recovery time and lower cost compared to surgical treatment, it can still
cause complications, such as nerve injury due to improper insertion of the catheter and temperature of the heating
coil. This paper reports a rare case of dysphagia following IDET in Korea. A 71-year-old male complained of hoarseness and dysphagia after IDET on the C6-7 level. A Video 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revealed vallecula and a
pyriform sinus remnant, as well as incomplete vocal cord adduction. Subglottic aspiration was observed in the entire examination. The main cause of the dysphagia was attributed to recurrent laryngeal nerve injury during IDET
through the right anterior approach at the C6-7 level. In conclusion, even in the case of minimally invasive procedures, the anterior approach may cause neurological damage, such as the recurrent laryngeal nerve. After th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patient’s symptoms, consider further evaluations, and perform rehabilitation
treatment. (JKDS 2020;10:16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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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증을 조절하는 시술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으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도 합병증에 대한 우려
없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경추의 퇴행성 디스크 질환에 대한 다양한 최소 침습적
치료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섬유륜 성형술은 1990년대

최소 침습적 치료법 중 경추부 경막외 차단술 후 발생한

부터 시행된 최소 침습적 치료법의 한가지로 수술에 비해

연하장애는 보고된 바 있으나 , 현재까지 디스크 내 고주파

회복시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

열 치료술 후 발생한 연하장애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특히

다. 그 중 디스크 내 고주파열 치료술(Intradiscal electro-

연하장애를 초래하는 신경 마비는 불현성 흡인(silent as-

thermal therapy)은 제한된 영역에 열을 빠르게 제공하여

piration)과 기도폐쇄(airway obstruction)를 동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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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비디오투시연하검사는 Logemann

이에 본 저자들은 디스크 내 고주파열 치료술 후 발생한 연

(1998) 프로토콜을 일부 변형하여 시행하였다 . 검사 결과,

하장애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구강기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인두기에서

3

반유동식, 반고형식, 고형식 검사 시 후두개곡(vallecular)

증례

에 30% 이상의 잔여물이 관찰되었고, 모든 식이 검사에서
양배꼴동(pyriform sinus)에 10%의 잔여물이 관찰되었다.

71세 남자 환자로 3개월 전 발생한 후경부 통증과 좌측

또한 모든 식이에서 성문하 흡인(subglottic aspiration)이

상지 방사통에 대해 수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확인되었으며,(Fig. 1) 그 외 인두 지연시간(pharyngeal delay

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과거력 상

time)과 인두 이동시간(pharyngeal transit time), 후두 거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으며, 3년 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상(laryngeal elevation)에서는 정상 범주였다. 식도기에서

파열로 회전근개 재건술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입원 당시

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후방 영상에서 성문

이학적 검사 상 목뼈 압박검사(Spurling test)에서 양성 소

의 폐쇄 부전이 관찰되었다. 비디오투시 연하장애 척도

견이 관찰되었고 양측 상, 하지 감각 및 운동기능, 건반사는

(Videofluoroscopic Dysphagia Scale) 36점, 미국언어청

모두 정상이었다. 또한 입원 당시 검사실 소견 상 백혈구

각협회 연하척도(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수치, 혈구 침강속도 등은 정상이었다. 경추 자기 공명 영상

Association National Outcome Measurement System)

검사 상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여 디스크 내

2점으로 평가되었다.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 상 우측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 받았다. 시술은 앙와위 상태로 방

후두실(laryngeal ventricle)의 확장 소견이 관찰되었고, 인

사선 투시장치를 이용하여 경추 6-7번의 우측 전방 접근을

두 및 후두의 비정상적인 조영 증강은 관찰되지 않았다.

통하여 진행되었다.

(Fig. 2) 후두경 검사에서는 우측 후두실 움직임 저하로 우

환자는 시술 직후부터 쉰소리 및 연하장애를 호소하여,

측 성대마비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뇌병변

시술 9일째 재활의학과로 의뢰되었다. 재활의학과 진료 당시

과 척수병변을 배제하기 위해 뇌 및 경추 자기 공명 영상

에 시행한 신체 검사 상 상, 하지의 근위약, 안면마비, 혀 및

검사를 시행하였고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목젖의 편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구역반사는 정상 소견

시술 14일째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연하재활치료를 시작

을 보였다. 시술 10일째 연하장애에 대해 비디오투시연하

하였다. 비디오투시연하검사 상, 전 식이에서 기도 흡인이

검사(Video Fluoroscopic Swallowing Study)와 연하장애

Fig. 1. The initial videofluoroscopic study (VFSS) with barium
shows tracheal aspiration and severe bolus retension in the
vallecula.
JKDS Vol. 10, No. 2, 2020

Fig. 2. Axial contrast enhanced computed tomography image
of the neck at the level of vocal cords shows the paramedian
position of the right vocal cord with dilated right pyriform sinus and laryngeal ventricle (arrow) suggesting right vocal cord
par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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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initial videostroboscopy demonstrated the paralyzed
right vocal cord (arrow) during abduction (A) and adduction
(B). Note the complete lack of glottis closure during vocal cord
adduction (B).

Fig. 4. The follow-up VFSS shows mild bolus retention in the
vallecula.

Fig. 5. The follow-up videostroboscopy shows improvement of
right vocal cord movement (arrow) during abduction (A) and
adduction (B). It also shows complete glottis closure during
vocal cord adduction (B).

Fig. 6. The axial section of the neck at C6 level shows that
the recurrent laryngeal nerve is located in the tracheoesophageal groove. The dashed arrow indicates the expected approach route.

관찰되었기 때문에 코위영양관을 통한 식이를 권고하였으
나 환자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고 이에, 미국 식이 협회에

시술 7주째에 2차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시행하였고, 모

서 발표한 국립연하장애식이(National Dysphagia Diet) 3

든 식이에서 후두개곡의 잔여물은 5-10%, 양배꼴동의 잔여

단계로 식이를 변경하였다. 액상 식이는 점도증진제를 추가

물은 5% 미만으로 호전 소견을 보였으며, 반 유동식에서만

하여 꿀 농도의 점성으로 식사하도록 교육하였다. 작업치료

성문 상부의 침투가 관찰되었다.(Fig. 4) 4주간의 연하장애

로는 성문상 삼킴(supraglottic swallowing)과 멘델슨 법

치료 후 환자는 이전에 비해 식사 중 기침 증상의 빈도가

(Mendelson maneuver)을 교육하고, 온도촉각자극법, 성

50% 정도 감소하였고, 비디오투시 연하장애 척도 12.5점,

대폐쇄훈련을 시행함과 동시에 인두부위의 기능적 전기자

미국언어청각협회 연하척도 6점으로 호전 소견을 보였다.

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를 시행하였다.

시술 12주째에 시행한 2차 후두경 검사에서는 우측 성대마

Ⓡ

Vitalstim (Chattanooga group, USA) 을 이용하여 한 쌍은

비의 호전이 관찰되었고(Fig. 5) 임상증상에서도 쉰소리의

목뿔(submental)부분에, 다른 한 쌍은 방패 목뿔(thyrohyoid)

호전을 보였다.

부분에 수평으로 부착하여 빈도 80 Hz, 지속시간 700 us,
강도 7 mA로 하루 30분간 주 5회의 빈도로 총 4주간 시행
하였다.
JKDS Vol. 10, No.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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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시술 중 부적절한 카테터의 삽입과
높은 열로 인하여 신경손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

본 증례의 환자는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된다. 되돌이후두신경은 미주신경에서 분지되며, 좌측 분지

제6-7경추부 디스크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한 직후 우

는 하행하다가 대동맥궁의 하부를 감아 돌아, 기관과 식도

측 성대마비와 연하곤란이 발생한 사례이다.

사이의 고랑을 따라 상행하여 후두내근에 도달하게 된다 .

13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경추와 상지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경추 6-7번에서 70%, 경추 4-5번에서 24%가 발
4

우측 분지는 쇄골하동맥의 하부를 회전하여 외측에서 내측
방향으로 가로 질러 가다가 기도와 식도 사이를 통과하게

생하며 , 신경근 뿌리를 압박하게 되면 경추 신경근병증이

된다. 이 때 하갑상선 동맥과의 위치 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 경추 신경근병증은 매년 1,000명당 0.8명

양쪽 분지의 주행이 길고 복잡하여 인접한 조직이나 장기의

발생하며 특히 중년의 그룹에서는 매년 1,000명당 2명 가

영향을 받아 신경의 마비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5

7,13

량 발생하고 있다 .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발병 초기에는

다

보전적 치료가 우선시 되지만 지속적인 통증, 진행하는 신

의 기능 장애는 후두점막의 감각 입력 손상과 삼킴 시 성대

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척수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

의 불완전한 폐쇄를 유발하여 목소리 변화, 연하장애와 불

6

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 . Fountas 등이 보고한 바에 따

.(Fig. 6) 되돌이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두 괄약근

14

현성 흡인, 호흡장애와 같은 증상을 발생시킨다 .

르면 전방 접근을 통한 경추부의 침습적 수술의 합병증은

본 증례에서와 같이 최소 침습적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19.3%로 이 중 연하장애가 9.5%, 되돌이후두신경 신경손

전방 접근법을 통한 시술의 경우 관혈적 수술과 마찬가지로

7

상이 3.1% 였다 . 그 밖에도 수술 후 혈종의 기도 압박으로

되돌이후두신경과 같은 신경손상이 유발 가능하다. 따라서

인한 호흡곤란, 호너증후군, 경막 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숙련된 시술자의 정확한 시술과 시술

7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

후 합병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평가

증을 줄이기 위해 최소 침습 시술을 통한 치료가 시도되고

를 통해 조기에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있다. 최소 침습 시술 중 하나인 디스크 내 고주파열 치료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8

은 Saal 등 에 의해 고안된 치료법으로 매우 작은 직경의
저항 코일을 통해 코일로부터 2-4 mm의 반경의 후방 수핵
의 제한된 영역에 고주파의 전기적인 열을 가하여 파열된
섬유륜의 응축과 C형 구심성 신경섬유의 탈신경화를 통해
1

통증을 경감시킨다 . 이는 섬유륜의 콜라겐 섬유가 일반적
으로 42°C 이상의 온도에서 열에 의해 변성되어 탈신경화
1

가 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경추부 디스크 내 고
주파열 치료술 후 합병증의 발생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
는 없으나, 요추부 디스크 내 고주파열 치료술 후 합병증의
9,10

발생률은 0%에서 10%로 알려져 있고

그 예로는 부적절

한 카테터의 삽입, 높은 열로 인한 신경손상, 방사통의 악
11

12

화, 일시적인 마비, 카테터의 파손 , 척추의 골괴사증 이
있다. 또한 시술 시에 후방 수핵 내에서 전극 배치를 최적화
하기 위해 코일의 길이를 연장하기도 하고, 반대쪽 디스크
로부터 코일을 통과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간
판에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후방 섬유륜 균열
내에 코일의 팁이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신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우측 성대마비와 연하곤란을 호소하였
으며, 안면마비나 저작 근육의 악화, 목젖의 편위, 혀의 비
정상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뇌신경 10번인 미주
신경에서 분지하는 되돌이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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