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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편도절제술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수술 중 하나이다. 편도절제술의 대표적인 적응증은 재발성 

편도염, 반복적인 편도주위 농양, 심한 코골이와 만성 구호흡, 

폐쇄성 수면무호흡 등이 있다.1) 편도절제술은 상대적으로 안

전한 술기에 속하지만, 편도절제술을 받은 1만 명당 1.03명의 

사망률을 보일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2) 편도절제술의 일반적

인 합병증으로는 출혈, 폐부종, 치아손상, 구개인두 기능부전 

등이 있다.3) 드문 합병증으로는 설인신경(glossopharyngeal 

nerve)의 손상, 내경동맥의 손상 등이 있으며, 피하기종 또한 

편도절제술 이후에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에 속한다.4) 피하기

종은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인 치료에 호전되지만, 질병에 대

한 빠른 인지와 즉각적인 치료가 추가적인 합병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5) 저자들은 21세 남환에서 양측 편도절제술 후

에 발생한 우측 경부 및 안면부 피하기종과 종격동기종에 대

하여 예방적 항생제 및 경부 압박을 통해 치유된 예를 경험하

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과거력상 특이 병력 없는 21세, 체중 64 kg의 남성이 편도 

비대 및 좌측 코막힘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시 시행한 

내시경 검진 상 우측 비중격 만곡증과 Grade II의 편도비대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 수술 전 혈액검사와 심전도,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만성 편도염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편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기관 내 삽관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

었다. 편도절제술은 단극성 전기소작기 및 양극성 전기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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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tine tonsillectomy is a very common procedure and it is relatively safe and has few com-
plications. However, some severe, although rare, complications that can lead a patient to life-
threatening status can occur following palatine tonsillectomy. Subcutaneous or mediastinal 
emphysema is one of the severe complications. We report a case of subcutaneous emphysema 
and pneumomediastinum after palatine tonsillectomy in a healthy 18-year-old man. After con-
servative management, subcutaneous emphysema was subsided without other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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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절제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졌으며 활력징후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Numeric Rating Scale 2점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1시

간 뒤 일반 병실로 이동하였다. 

수술 후 1일째 저녁 환자는 주관적으로 우측 쇄골 상부에

서 공기방울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

행하였고, 검진 상 해당 부위에서 염발음(crepitus)이 촉진되

었고, 우측 경부에도 같은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안면부에는 

만져지지 않았다. 당시 환자는 염발음 외에 경부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었으며 약간의 기침이 있다고 호소

하였으며,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다. 즉시 시행한 경부 방사

선 검사에서 우측 쇄골상부 및 경부의 방사선 투과성의 공기 

음영들이 관찰되어 피하기종에 합당한 소견이었다(Fig. 2). 

가슴 방사선 사진 상 폐야에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종격동

에 저명한 공기 음영은 관찰되지 않았다. 구강 내 내시경적 

Fig. 1. Pre- and postoperative finding of oral cavity. Preoperative 
endoscopic finding of tonsil showed Grade II tonsillar enlarge-
ment (A). Postoperative endoscopic finding revealed well-healed 
status after tonsillectomy after 1 month after surgery (B). 

B

A

Fig. 2. Postoperative finding of neck soft tissue X-ray. Radiolu-
cent striations (arrows) were noted from right supraclavicular fos-
sa to right lateral neck and submandibular space which is consis-
tent with subcutaneous emphysema (A). Follow up neck soft 
tissue X-ray after 2 days from surgery. Slight decreased amount 
of subcutaneous emphysema was noted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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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수술 부위 주변부에서 공기 유입이 발생할 만한 결

손 부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출혈 등의 이상 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3일째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경부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는 우측 부인두강 및 악하선 

부위, 종격동 앞쪽까지 피하기종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환자는 항구토제와 광범위 항생제 및 진통제를 이용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으며, 우측 쇄골 상부에서 우측 경부에 

이르는 부위를 탄력붕대를 이용하여 압박하였다. 환자는 수

술 후 5일째 특이 호소 증상 없었으며, 염발음이 촉진되는 범

위가 더 증가되는 소견 보이지 않아 퇴원하였다. 퇴원 시 종

격동 부위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실 내원할 것을 설명하였다. 수술 후 10일째 환자는 외

래에 내원하였고, 편도절제술 부위에 특이 소견 없었고 경부 

종창 및 염발음 소견은 모두 호전된 상태였으며 추적관찰 위

해 시행한 경부 방사선 검사상에서도 피하기종은 대부분 호

전된 소견을 보였다(Fig. 4).

고      찰

경부 피하기종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합

병증으로, 기관절개술 후에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편도절제술 후 피하기종이 발생하는 기전은 확실하게 밝

혀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마취 과정의 원인과 외과적 원인으

로 나눌 수 있다. 마취 과정에서 높은 폐포압으로 인해 발생

할 수도 있고, 삽관 중 후두부의 외상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6,7) 본 증례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가

슴 방사선을 촬영하였고,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이

러한 원인을 배제할 수 있었다. 외과적 원인으로는 편도막

(capsule)을 편도와(tonsillar fossa)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

서 편도와의 손상이나 상인두수축근의 손상으로 부인두 및 

후인두강으로의 공기 유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내시경 검진 상에서 공기 유입이 발생하는 결손 부위

Fig. 4. Follow up neck soft tissue X-ray after 10 days from surgery. 
Previous subcutaneous emphysema of right neck was mostly im-
proved in X-ray finding.

Fig. 3. Non-contrast Neck CT taken after surgery. Neck CT (non-
contrast) demonstrated of subcutaneous emphysema involving 
right submandibular space to anterior mediastinum without defi-
nite evidence of parapharyngeal defect (arrows) (A and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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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기는 어렵지만, 구강 내 압력이 증가하는 기침, 구토 등

의 상황에서 공기 유입이 더욱 잘 발생할 수 있다. 종격동염

(mediastinitis)은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합병증으로, 종

격동 기종에 감염이 동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8)

경부 피하기종이 발생했을 때 주 호소 증상으로는 병변 부

위의 종창, 경부 통증 및 삼킴곤란,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9) 이

학적 검사 상에서는 특이적으로 염발음을 촉진할 수 있어 진

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부 피하기종의 진단은 경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방사선 사진에서 줄무늬 모양의 저음영선이 

병변 부위에서 관찰이 되는데, 만약 방사선 사진상에서 진단

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경부 CT를 통해 보다 예민하게 진단

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병변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 경부 CT를 촬영하였는데, 경부 및 가슴 방사선 상에서

는 종격동 피하기종 소견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경부 CT 상 

종격동 부위에도 피하기종 소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격동 피하기종으로 인한 종격동염은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의 악화가 없는지, 염발음이 촉진되는 부위의 표시

를 통해 병변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

요하다. 

편도절제술 후 발생한 경부 피하기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광범

위 항생제의 사용과, 금식,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산소공급 

등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인두 점막이 손상

된 부위를 봉합하는 것이 기회감염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

는 보고도 있다.11) 본 증례에서는 이와 같은 보존적 처치와 

함께 진해제 및 항구토제를 함께 투여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시경 검진 상에서는 수술 부위에 특별한 

인두점막 결손 부위가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기침 및 구토 등

의 상황에서 인두강 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체크 밸브 형태

의 공기 유입이 일어날 수 있어 항구토제 및 진해제의 투약

이 피하기종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자들은 특별한 기저질환 없는 젊은 남환에서 편도절제

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드문 합병증 중 하나인 경부 및 종격동 

피하기종에 대해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추가적인 

합병증 없이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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