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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호흡과 연하(swallowing)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

강, 인두 또는 후두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두경부에서 

악성종양을 치료하는 것은 이들 기능의 보존 가능성으로 인

하여 치료가 힘든 경향이 있다. 즉, 외과적 절제나 재건, 방사

선 치료, 항암화학요법과 같은 두경부암의 치료에는 연하기

능이나 호흡기능에 영향을 주어 기능장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특히, 기도흡인은 연하곤란과 더불어 폐 합병증

을 발생시켜,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기도흡인

은 인두나 후두의 구조의 결손에 의해 생기지만, 감각이나 

운동신경 손상에 의한 적정한 방어기재의 파괴로 인해 발생

할 수도 있다.4-6) 예측하지 못한 만성 기도흡인은 기관공의 

기도관제거를 어렵게 하고 기관피부루 형성, 만성 기침을 유

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7,8) 따라서, 두경부암 치료계획

에 있어 기도흡인은 다른 합병증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예

측되어야 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 후 발생하는 기도흡인은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하여 이차적 합병증을 방지하여야 한다.

두경부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기도 흡인을 예측하기 위하

여 연하 기능에 관련된 주요 구조의 해부적 생리적 기능을 알

아야 하며, 암의 발생 부위에 따른 정확한 수술 방법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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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식이 입안에서 저작되는 구강준비기(oral preparatory 

stage)이며, 다음은 저작된 식괴를 모아 인두로 밀어 넣는 구

강기(oral stage)이다. 인두로 넘어온 식괴는 자율반사에 의해 

인두를 통과하게 되는데 구강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음

식물이 상부 식도괄약근을 완전히 통과하는 순간까지를 인

두기(pharyngeal stage)라 하며 복잡하면서 질서정연한 운동

들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인두를 통과한 식괴는 식도를 통하

여 연동운동에 의해 위장으로 운반되는데 이를 식도기(esoph-
ageal stage)라 한다.11) 연하곤란은 연하과정의 중요 세 단계 

즉, 구강준비기, 구강기, 인두기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다.2) 

이 중 불완전한 인두기의 기능이 기도흡인을 유발하게 된다. 

인두기는 음식물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동안 기도흡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기도흡인은 주

로 불완전한 인두기를 거치는 동안 발생하게 된다. 혀의 적당

한 부피 형성과 입천장의 상승 운동은 음식물이 구강이나 

비강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고 식괴를 뒤로 이동시키며 설기

저부는 순차적으로 뒤쪽으로 수축하여 식괴를 아래로 이동

시킨다.12) 후두는 성문 폐쇄와 피열후두개주름(aryepiglottic 

fold)이 수축하면서 후두개가 후방이동을 하면서 기도흡인

을 막아준다. 이때 혀 아래 인두근과 설골근들이 수축하면

서 후두가 전상방으로 상승하고 후두 뒤쪽의 윤상인두근이 

이완하면서 식괴가 자연스럽게 식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다.13) 불수의적 조절을 받는 일련의 반사 운동은 정상일 경우 

1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해부학적인 결손이 없더라도 신경

장애에 의한 인두의 감각이나 인두와 후두의 운동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도흡인과 함께 연하곤란이 발생한다.14)

이 중 기도흡인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능은 성문의 폐쇄이

다.15) 연하시 성문을 닫는 반사는 인두기에 나타나는데 주로 

되돌이후두신경(recurrent laryngeal nerve)의 신호에 의해 외

측윤상피열근(lateral cricoarytenoid muscle), 경사피열근

(oblique arytenoid muscle) 및 횡피열근(tansverse arytenoid 

muscle)의 수축으로 성문이 내전되면서 형성된다. 연하시 성

문폐쇄로 인하여 잠깐의 무호흡이 일어나고 이어서 나타나는 

호기(expiration)가 후두 상방의 음식물을 밀어내면서 기도흡

인을 막아준다. 윤상피열관절(cricoarytenoid joint)이 운동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신경의 손상, 근육의 손상 그리고 관절의 

손상에서도 성문폐쇄가 방해를 받게 된다. 후두개는 일차적 

방어 기능도 있지만 음식물을 이상와(pyriform sinus)로 넘어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16-18)

두경부암 치료 과정에서 인두나 후두 절제 후 발생하는 기

도흡인은 절제 범위가 클수록 심하며, 절제 위치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19) 구강암의 경우 치료 후 기도흡인에 영향이 적

은 반면, 설기저부를 포함한 구인두와 하인두를 포함한 후두

에 발생한 악성종양은 기도보호 구조의 손상을 초래할 가능

성이 많으므로 치료방법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두경부암 치료 후 기도흡인의 예측

1) 구강암의 절제

구강설을 절제하면 구강 준비기가 길어지며, 식괴 운반이 

느려져 음식 잔존물이 구강에 남게 된다.19) 또한 저작을 원활

치 못해 식괴의 점도가 증가된다. 절제 범위가 클 수록 기능

의 이상은 더욱 악화되며, 혀전절제술을 할 경우에 잔유물 

식괴가 증가하여 기도흡인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20) 구강

저암의 경우 치료 후 연하곤란에 제한된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설골근(geniohyoid)이나 턱설골근(mylohyoid)을 절제하게 

되면 후두거상(laryngeal elevation)을 방해하여 음식 잔유물

이 이상와에 고이게 함으로써 기도흡인을 야기할 수 있다.21) 

구강암이 치조능을 침범하여 하악골을 절제하는 경우에 

하악골 연결이 유지되는 하악변연절제(marginal mandibu-
lectomy)는 연하기능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하악분

절절제(segmental mandibulectomy) 후 재건하지 않으면 연

하곤란을 야기할 수 있다.22) 이것은 구강준비기의 저작 기능

을 방해하고 연하의 인두기 효율성을 떨어뜨려 구강이나 인두

에 음식물을 저류시킨다.

2) 인두암의 절제

편도나 인두 같은 구인두 구조물의 제거는 구강설의 제거

에 비해 연하곤란을 크게 일으키지는 않는다. 연구개를 많이 

절제하는 경우에 연인두부전(velopharyngeal insufficiency)

이 발생하여 음식을 삼킬 때 비강으로 음식이 역류하게 된

다.1) 혀기저부가 25% 이상 절제되면 인두기 유도(trigger)에 

문제가 발생하며,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불완전 운동을 야기

하여 심각한 기도흡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23) 하인두암의 절제

는 후두보존수술의 경우 일부 제거 후에 인두협착을 유발하

여 연하기능에 방해를 준다.24) 특히, 이상와의 절제나 후윤상

인두근의 이완이 방해되는 시술을 한 경우 음식물이 후두주

변에 저류되어 연하곤란과 기도흡인이 발생한다.

3) 후두암의 절제

후두암 치료에서 후두전절제술은 기도흡인이 일어나지 않

는다. 후두 보존수술에서 주로 기도흡인이 예상되며, 원발 병

소 부위에 따라 절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도흡인 양상

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성문상부후두절제술(supraglottic partial laryngectomy)

은 설골을 포함하여 성문의 위쪽 후두구조를 부분절제하는 

수술방법으로 성문상부암의 치료에 적용된다.25)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치료가 끝난 환자들은 연하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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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로 없지만 일부 환자들은 술 후 수십 년 동안 기도흡인과 

연하곤란을 호소하게 되며 특히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 

증상을 더 심하게 호소하기도 한다.26) 수술 시 설골을 보존하

는 것이 술 후 연하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쪽 성대를 절제하는 확장형(extended) 수술의 경우에도 혀

기저부와 한쪽 피열연골의 보존은 기도흡인 방지기능을 보

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7-29) 따라서 설기저부와 

피열연골을 가능한 보존하는 것이 연하기능을 유지하고 흡인

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수직후두부분절제술(vertical partial laryngectomy)은 설

골과 후두개, 피열연골이 보존되기 때문에 절제된 성대 부위

에 부피를 가진 적절한 재건을 해주면 연하시 기도를 닫는데 

어려움이 없다.30) 재건의 목표는 충분한 부피감을 가진 조직

을 만들어 줌으로써 남아있는 성대가 재건부위에 접촉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수술은 성문상부후두부분절제술에 

비해 흡인의 위험성이 적고 정상 식이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1) 그러나 후방의 피연연골이 절제되는 확대 수직

후두부분절제술(extended vertical partial laryngectomy)를 

시행한 경우 흡인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후두기능보존적 수술 방법으로 윤상상부후두부분절

제술과 하인두부분절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목소

리를 보존하면서 후두전절제술과 비슷한 암치료 성적을 갖

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32) 하지만 먼저 언급한 성문상부후

두부분절제술과 수직후두부분절제술에 비하여 확연히 기도

흡인의 가능성이 높다.33) 양쪽 성대를 모두 절제하기 때문에 

후두협착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절한 기도의 확보와 기도

흡인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4) 수술 후 결손의 재건

부위별 종양제거 후 결손의 재건술 또한 술 후 환자의 연하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두경부 결손의 재건방법에는 

크게 네가지 즉, 일차봉합(primary closure), 피부이식(skin 

grafts), 유경국소피판(pedicled regional flap), 미세혈관유리

피판(microvascular free flap)으로 나눌 수 있다.34) 설암 환

자에서 종양제거 후 일차적 봉합이나 피부이식술이 피판술 

보다 연하기능에 유리하다는 일부 보고도 있다. 그러나 구강

설이나 인두의 광범위 절제 후 일차 봉합을 하거나 구강설을 

구강저에 봉합하여 고정될 경우 구강의 기능장애와 연하곤

란을 초래할 수 있다.35) 피부이식은 일차봉합에 비해 결손부

위의 수축을 막아줌으로써 혀 움직임을 양호하게 하여 연하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관리가 힘들어 

구강과 인두에서의 생착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36) 광범위 

절제 후에 적절한 부피를 재건하는 것과 혀나 인두의 운동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절절한 인두나 기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도안하고 시행하여야 한다.37)

3. 기도흡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수술적 전략

수술 전 정상적 연하기능은 수술 후 기도흡인 발생을 줄이

는 중요한 요소이다.38) 뇌신경기능 검사를 통하여 뇌경색이

나 출혈과 같은 중추신경장애, 특발성 성대마비와 같은 신경

장애를 수술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기도흡인을 유발하는 수

술의 경우 재활치료가 힘들기 때문이며, 기도폐쇄와 같은 합

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39) 만성폐질환의 경우에도 수술 

후 기도흡인에 의한 폐합병증 발병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기

능검사, 흉부 x-선 촬영은 필수 검사 중 하나이다.40) 수술의 

종류에 따라 기도흡인 가능성을 설명하고 적극적 재활치료

가 필요할 수 있다는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재활

을 위해서는 충분한 환자-의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수술 후 기도흡인이 발생하면 환자와 의사 모두 당황하게 되

며, 환자를 포함한 보호자 또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수술 부위에 따른 기도흡인의 예측에 따라 기도흡인 예방

을 위한 수술방법을 적용한다. 구강설의 경우 충분한 부피를 

재건하고 유동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41) 설기저부를 

절제할 경우 적어도 한쪽의 부피와 기능 유지를 위하여 설하

신경 기능을 보존하여야 한다. 인두를 절제할 때는 인두의 

수축이 유도될 수 있도록 일부 근육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인두 수축에 중요한 설인신경, 미주신경의 기능 보존

도 중요하다.42) 기도흡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윤상상부후

두부분절제술의 경우 한쪽 윤상피열관절의 기능을 보존하

는 것이 중요하다.43) 심각한 기도흡인이 예상되면, 후윤상근의 

절개와 후두거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시행하여 준다. 기관절

개술은 후두거상의 방해, 성문하압 형성의 방해 등으로 수술 

후 기도흡인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술 상처의 회복이 예상되

면 조기에 기관공폐쇄 훈련을 시행하여 기도관제거를 시행하

는 것이 좋다.44) 다만, 기도흡인이 확연하게 유지되는 경우 폐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기도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하장애의 치료는 자세교정술(posture technique), 감각증

대술(sensory enhancement), 연하요법(swallow maneuver) 

및 음식물 성상변화(diet control) 등을 이용할 수 있다.45) 자

세교정술에는 턱 내리기(chin down), 머리 뒤로 젖히기(head 

back), 머리 돌리기(head rotate), 머리 기울기(head tilt) 등이 있

으며, 활용되는 대표적인 연하요법에는 상성문 연하법(supra-
glottic swallow)과 초상성문 연하법(super-supraglottic swal-
low), 노력형 연하법(effortful swallow), Mendelsohn 법, 혀잡

기법(tongue hold) 등이 있다.46) 이러한 재활치료가 불가능하

고 기도흡인에 의한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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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기도흡인에 대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후두의 보존적 

수술 후 재활이 되지 않거나 방사선 치료 후 섬유화 또는 후

두연골의 방사성괴사 등으로 진행할 경우에 해당한다.47) 이

런 경우 성문봉합이나 후두개 봉합 등을 실행하기 불가능하

며, 대부분 불가역적 기도-식도 분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

다. 가장 확실한 기도흡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방법은 후두

전절제술이며, 재발의 징후가 없다면 최소범위(narrow field) 

후두전절제술을 시행한다.48) 방사선 치료에 의한 봉합괴사 및 

인두피부루 발생가능성이 높다면 점막하 윤상연골절제술

(submucosal cricoidectomy)이 유용하다.30) 이들 수술은 인두

피부루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기도흡인을 해결하지만 정상적 

후두 발성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갑상선 수술이나 임파선절제술, 식도암 수술 후 발생한 성

대마비에 의해서도 기도흡인이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데, 연하요법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시에는 다양

한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49) 수술적 방법에는 후두

내 주입술(injection laryngoplasty), 갑상성형술(thyroplasty), 

피열연골내전술(arytenoid adduction), 피열연골 고정술(aryte-
nopexy), 윤상갑상연골 부분탈골술(cricothyroid sublux-
ation), 하인두성형술(hypopharyngoplasty), 윤상인두근 확

장술(cricopharyngeal muscle dilatation), 윤상인두근 절개

술(cricopharyngeal myotomy) 등이 있으며, 적절한 방법을 선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50) 

 

결      론

두경부암 환자의 술 후 기도흡인은 종양의 절제 범위, 종양

의 위치 및 관련 구조물, 재건 방법 등에 영향을 받는다. 특

히 설기저부나 피열연골의 절제는 기도흡인의 위험성을 높인

다. 종양 절제 후 재건의 유형이 연하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며, 방사선 치료는 후두 주위 근의 섬유화나 연골 괴사를 

통하여 연하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하곤란 

및 기도흡인의 예상은 수술전 기능평가 및 절제의 범위 검토

가 필수 적이며, 수술 후 방사선 치료 계획 여부도 중요하다. 

따라서 치료 후 기도흡인에 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

여야 하며, 흡인이 예방될 수 있도록 수술적 치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하곤란과 기도흡인이 지속될 경

우에 연하기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활 치룔를 시행하여야 

하며, 해결이 힘든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집도의를 포함한 재건, 방사선치료, 재활과 관련된 많은 다학

제 팀들은 암환자 치료 후 연하곤란 및 기도흡인의 부작용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야 한다.

중심 단어 : 흡인ㆍ예방 ㆍ치료ㆍ두경부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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