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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신마취 방법을 통한 소아 방아쇠 무지의 교정
양태영ㆍ이태경ㆍ최진희ㆍ우상현
W병원 수부외과 및 미세재건센터

Non-General Anesthesia for the Correction of Pediatric Trigger
Thumbs
Tae Yeong Yang, Tae Kyung Lee, Jin Hee Choi, Sang Hyun Woo
W Institute for Hand and Reconstructive Microsurgery, W General Hospital, Daegu, Korea

Purpose: To report the outcome of non-general anesthesia methods for correction of 185 pediatric trigger thumbs.
Methods: The corresponding author performed a total of 185 cases of pediatric trigger thumbs over the last 5 years with
either cell-phone assisted local anesthesia or local injection with IV sedation under oxygen mask. The methods of nongeneral anesthesia, age of operation and operation time, and perioperative complications of both operation and anesthesia
were assessed.
Results: Mean operation age was 49.4 months. A total of 104 cases (56.2%) were operated under cell-phone assisted
local anesthesia. In 72 cases (38.9%), the operations were performed under local injection with IV sedation. In 9 cases
(4.9%), the anesthesia method was changed from cell-phone assisted local anesthesia to local injection with IV sedation
due to noncooperation of the babies. Total operation time was 8 minutes and 49 seconds in cell-phone assisted local anesthesia and 7 minutes and 40 seconds in local injection with IV sedation. There were no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related with either anesthesia or operation.
Conclusion: Cell-phone assisted local anesthesia and local injection with IV sedation anesthesia under oxygen mask is a
very useful method for the operation of pediatric trigger thumbs. It lessens the burden of anesthesia and operation to babies and their parents as well as even operators.
Key Words: Pediatric trigger thumb, Non-general anesthesia

서론

에 대해 많은 문헌이 보고되었으나 절대적인 치료기준은 정
립되지 않았다1,4-10. 보존적 치료로 22%-75%에서 자연적으로

소아 방아쇠 무지는 무지의 지간관절의 굴곡구축을 주된

호전될 수 있고1,2,7,11, 보호자를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관절운

증상으로 하며 출생아의 0.3% 이하에서 발견된다1-3. 1850

동을 시행하거나 지간관절을 신전시키는 야간부목을 사용

년에 처음으로 장무지 굴곡건의 결절과 건 활주 장애에 대

하는 치료 방법도 있다5,6,8.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

해 보고된 이후 질환의 원인, 유병률, 자연경과, 치료방법

우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진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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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1,12-14. 일반적으로 3세

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경우에 수액 연결을 유

까지는 지켜볼 수 있으나 1세 이상의 환아에서 경직된 변

지하였다. 첫 번째 정규수술에 맞춰 8시간 금식을 시행하

형이 있는 경우15, 통증이 있는 경우, 양측성인 경우16에는

였다. 환아가 수술장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협조가 되는 경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우, 별도의 진정유도 없이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술장 안까

그러나 3세 이후에도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

지 걸어서 들어온 이후 수술을 준비하였다. 환아가 협조가

이 있다. 이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상처의 감염 및

안되는 경우에는 수면마취 유도제인 케타민 1.5-2 mg/kg

흉터, 지신경의 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을 정맥하 주입하여 진정유도를 하였으며, 호흡 억제 가능

그러나 보호자들이나 심지어 집도의까지도 수술은 간단하

성에 대비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산소포화도 및 전

지만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과 예기치 못한 마취합병증에

신상태를 관찰하면서 산소마스크를 적용하여 호흡을 유지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보인다.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전신마취 방법으로 수술적 치료

수술 부위를 표시한 이후 1% 리도카인 1-1.5 mL를 근

를 시행한 185예의 소아 방아쇠 무지 환아의 마취방법, 수

위부에 주사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하였다. 마취 시 통증을

술시기, 수술시간, 수술 후 마취 및 수술 관련 합병증을 보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얇은 26 gauge 주사바늘과 상온의 리

고하고자 한다.

도카인을 사용하였으며 주사바늘은 가능한 피부에 수직으
로 진입을 하고 천천히 주사를 하였으며 주입도중 가능한

대상 및 방법

한 주사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다17. 환아의 시야에서
주사기를 차단하였으며 휴대전화기 영상을 통한 시각적,

본원에서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난 5년
간 185명의 소아 방아쇠 무지 환아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

청각적 유인과 근위부 완관절 장측을 살짝 꼬집어 마취통
증을 줄이는 촉각적 유인을 시행하였다(Fig. 1).

를 시행하였다. 처음 증상을 발견했을 때의 나이, 외래 초

지혈대의 압력을 200 mmHg 정도로 올리면서 환아가

진 연령, 수술적 치료의 시행 연령, 이환 부위 및 양측성 여

협조가 된 경우 환아와 보호자에게 상완부에 조이는 느낌

부, 외상의 연관성 여부, 동반 질환을 조사하였다.

을 있음을 설명하였다. 2.5배의 확대경 보조하에서 중수지

영상의학적 검사로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관절의 피부 주름을 따라 절개를 가하고 연부조직을 박리

시행하여 장무지 굴곡건의 비후와 제1활차영역 및 주변부

하였다. 요측 지신경의 손상에 특히 유의하면서 제1활차를

에서 건 활주가 일어나는 동안 방아쇠운동의 발생 여부를

유리한 이후 장무지 굴곡건의 결절 부위를 확인하였다. 환

확인하였다. 소아 방아쇠 무지로 진단한 경우 보호자 면담

아의 지간관절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근위부 및 원위부

을 시행하여 관절운동의 제한이 없고 걸리는 양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동적 신연운동과 마사지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였다. 이후 36개월까지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에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또한 증상을 발견하고 지
간관절이 펴져있는 경우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1세 이상에
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마취방법에 대해서 설명 후
보호자와 상의하고 휴대전화기 보조하 국소마취 수술 또는
케타민 정맥하 진정유도를 통한 국소마취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환아가 입원하기 전 상기도 감염 증
상 등이 있는 경우 수술의 진행을 치료 판정에서 최소 4주
뒤로 수술을 연기하였다.

1. 수술 및 마취방법
소아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술 전일 입원 후 수술
전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진정 유도 및 국소마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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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raoperatively, the baby is watching the favorite

video game or movies with cell phone or tablet personal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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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무지 굴근의 활주를 방해하는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

환아가 71예(38.4%), 양측이었던 경우가 31예(16.7%)에

하였다. 부-장무지 굴곡건이 확인되는 경우 절제를 시행하

서 있었는데 편측성으로 확인되었던 154예중 7예에서 추

였다. 휴대전화기 보조하 국소마취를 시행한 경우 피부 봉

후 외래 관찰 중 건측에서 방아쇠 운동이 관찰되었다. 방아

합 후 환아의 지간관절의 능동운동을 통하여 방아쇠운동

쇠 무지가 발견된 나이는 평균 30.8개월(범위, 0-98개월)

의 발생 여부를 보호자와 확인하였다. 흡습성 봉합사(#5-0

이었으며 보호자가 출생 당시에 발견한 경우는 2예가 있었

TM

®

Vicryl Rapide , Ethicon )를 사용하여 피부 봉합을 시

다. 수술적 치료는 평균 49.4개월(범위, 22-99개월)에 진

행한 이후 압박 소독 및 단상지 무지 수상 부목(short arm

행되었으며 39예(15.7%)에서 36개월 이전에 수술을 시행

thumb spica splint)을 시행하였다. 휴대전화기 보조하

하였다. 동반된 질환으로는 염색체 결손이 1예, 선천성 심

국소마취를 시행한 경우 환자 스스로 수술방에서 걸어서

장기형이 2예,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1예, 잠복고환이

나오도록 하였다. 케타민 정맥하 진정유도를 시행한 경우

1예, 족부의 합지, 다지기형이 2예에서 확인되었다.

각성 상태를 확인한 후 퇴실을 진행하고 총 수술시간 및 지

마취 방법에 대해서 양측의 소아 방아쇠 무지인 경

혈대가 적용된 시간을 기록하였다. 환아는 수술 후 1주일

우(OR=2.349, p=0.031), 연령이 더 어릴 경우(42.65

이전에 단상지 무지 수상 부목을 제거하였다. 봉합사는 수

months vs. 56.35 months, p＜0.05) 보호자가 진정유도

술 후 2주째에 제거하였고 수술상처의 흉터 관리 교육을

하 국소마취 수술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총 185예의 환아 중에서 113예(61.1%)의 환아는 1% 리

시행하였다.
수술 후 굴곡구축 및 방아쇠운동의 재발 여부, 지신경

도카인과 휴대전화기 도움을 통한 국소 마취하에서 수술을

의 자극 증상 등의 수술 후 합병증 여부를 외래 방문을 통

진행하였다. 이 중 9예(4.9%)의 환아는 협조가 되지 않아

한 직접적인 이학적 검사로 평가하였으며 내원이 불가능

케타민 정맥하 진정유도를 통한 수술로 전환하였다. 72예

한 경우는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38.9%)의 환아는 케타민 정맥하 진정유도 및 마취통증의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 Armonk, NY,

학과 전문의의 산소마스크 적용 후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

USA)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연속형

였다.

자료를 가지는 변수의 비교 분석은 Shapiro-Wilk test를

소독 시작부터 피부 봉합 후 부목 고정까지의 총 수술 시

이용하여 정규성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정규 분포 여부에

간은 휴대전화기 보조하 국소마취 수술에서 평균 8분 49

따라 Student’s t-test 또는 Mann-Whitney U-test를 사

초로 정맥하 진정유도를 통하여 수술할 때(7분 40초)보다

용하였다. 이분형 자료를 가지는 변수의 비교 분석은 chi-

길었다(p＜0.05). 이러한 차이는 양측 방아쇠 무지를 수술

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했을 때도 나타냈다(15분 37초 vs. 13분 47초, p＜0.05)
(Table 2, 3). 케타민 정맥하 진정 유도를 시행한 환자에서

결과

진정이 확인이 된 시점에서 충분한 의식회복을 확인하는데
평균 14분 가량 소요되어 부목 고정 후에도 각성상태를 확

185예의 환아 중 남아가 90예(48.6%), 여아가 95예

인하기까지 대기시간이 소요되었다.

(51.4%)였다. 병변은 우측인 환아가 83예(44.9%), 좌측인

수술 후 봉합사 제거를 위하여 수술 후 2주째에 외래 진

Table 1. Demographic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pediatric trigger thumb

Characteristic
Sex
Male
Female
Bilaterality
Unilateral
Bilateral
Operation age (mo)

Local injection with
intravenous sedative (n=81)

Local injection with
cell-phone assisted (n=104)

37 (45.7)
44 (54.3)

53 (51.0)
51 (49.0)

62 (76.5)
19 (23.5)
42.65±10.85 (22-87)

92 (88.5)
12 (11.5)
56.35±20.85 (25-99)

p-value
0.476

0.031

<0.0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The analysis was done with Student’s t-test and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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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on time of local injection with cell-phone assisted and intravenous sedative in unilateral pediatric trigger thumb

Characteristic
Total operation time
Tourniquet time

Local injection with intravenous
sedative (n=62)

Local injection with
cell-phone assisted (n=92)

p-value

7 min 40 sec±24 sec
3 min 54 sec±19 sec

8 min 49 sec±23 sec
4 min 26 sec±19 sec

<0.05
<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analysis was done with Student’s t-test.
Table 3. Operation time of local injection with cell-phone assisted and intravenous sedative in bilateral pediatric trigger thumb

Local injection with
intravenous sedative (n=19)

Characteristic
Total operation time
Tourniquet time

13 min 47 sec±44 sec
7 min 50 sec±32 sec

Local injection with
cell-phone assisted (n=12)

p-value

15 min 37 sec±32 sec
8 min 47 sec±18 sec

<0.05
<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analysis was done with Mann-Whitney U-test.

료 시 마취 합병증이 의심되는 발열 또는 상기도 감염 증상

초). 이는 휴대전화기 보조하 국소마취 수술을 시행할 때

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화 설문 조사와 외래에서 이학적 검

환아와 보호자에게 말을 걸고 설명을 하면서 환자의 반응

사를 시행한 185예에서 지신경 손상증상, 수술상처문제,

을 보고 피부 소독을 진행하는 점, 수술 중 환아의 움직임

방아쇠운동 및 굴곡구축의 재발은 발견되지 않았다.

을 좀 더 신경 쓰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점, 보호자와 함께
지간관절의 능동 운동을 확인하는 점에서 시간이 소요되

고찰

는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기 보조하 국소마취 수술의 시
간이 조금 더 길었으나 지혈대 통증이 나타나는 정도는 아

이상적인 진정이란 환자가 수술 중에 두려움 없이 안락

니었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감시가 따로 필요하지

하고 협조적인 상태를 말한다. 진정의 각 단계가 명확히 구

않고 보호자가 수술장애서 굴곡구축의 호전을 확인하여 수

분 지어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마취과학회에서는 진정의 정

술 후 재활운동을 독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를 최소 진정부터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전신마취의 4

소아는 해부학적으로 기관 삽관을 위한 접근이 어려우며19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 시행하는 진정방법은 중

조직학적으로 늑간근 피로에 따른 호흡부전의 가능성이 높

등도-깊은 진정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며 이는 전신

다. 미주신경 긴장도가 높아 저산소증이나 기관에의 흡입,

마취에 비해 자발 환기 가능과 심혈관계 기능이 생리적인

기관지 경련에 의한 서맥이나 심장마비에 취약하다20. 소아

장점이 있다. 마취과 의사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최적화하

전신마취의 위험성에 대한 집도의와 보호자의 불안감 때문

는 감시하 마취관리(monitored anesthesia care, MAC)

에 환아는 장기간 무지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환

를 시행하여 환자를 관리하여 깊은 단계의 진정 상태로 진

아와 보호자가 받는 장기간의 보존적 치료에 의한 스트레

행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소아 방아쇠

스는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8,12. 비-전신마취 방법

무지 수술 중 진정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소아

에 수술은 삽관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없으며 장기간의

마취의 경험이 풍부하고 소아의 기관 삽관에 능숙한 마취

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술실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감시가 필요하다.

사용하여 환아에게서 시각과 청각의 유인을 통해 환아의

전신마취 시 삽관 및 발관에 영향을 끼치는 신경근 차단
제의 작용 시간은 15-95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이, 장
18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수술에 참여하여 정
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기부전, 흡입마취여부, 길항제의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

최근 건봉합, 건이전술, 건박리술 등에 각성 국소마취 및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수술시간이 짧아도 수술 후 발

무지혈대(wide awake local anesthesia no tourniquet,

관에 수십 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측 소아 방아

WALANT) 수술이 보고되고 있다21. WALANT 수술과 유

쇠 무지를 10분 이하의 시간에 부분마취와 수면마취를 통

사하게 휴대전화기 보조하 국소마취 수술을 시행하면 활차

하여 수술이 가능했다. 총 수술시간은 유의하게 휴대전화

유리 후 능동운동 시 방아쇠운동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기 보조하 국소마취 수술에서 길었다(8분 49초 vs. 7분 40

있어 제1활차 유리술 이후에 남을 수 있는 방아쇠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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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신마취 방법을 통한 소아 방아쇠 무지의 교정
양태영ㆍ이태경ㆍ최진희ㆍ우상현
W병원 수부외과 및 미세재건센터

목적: 185예의 소아 방아쇠 무지에 대해 비-전신마취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한 결과를 보고한다.
방법: 지난 5년동안 교신저자는 총 185예의 소아 방아쇠 무지에 대해 휴대전화기 도움을 통한 국소마취와 케타민
정맥하 진정유도 및 산소마스크 적용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였다. 비-전신마취 방법의 종류, 수술시기와 수술 후 수
술 및 마취와 관계된 합병증을 분석하였다.
결과: 수술은 평균 49.4개월에 진행되었다. 104예(56.2%)의 환아에서 휴대전화기 도움을 통한 국소마취로 수술
을 진행하였다. 72예(38.9%)의 환아에서 케타민 정맥하 진정유도를 한 후 국소 마취하에 수술을 진행하였다. 9예
(4.9%)에서 환아의 협조가 되지 않아 케타민 정맥하 진정 유도를 통한 수술로 전환하였다. 총 수술시간은 휴대전화
기 도움을 통한 국소마취로 수술을 하였을 때 평균 8분 49초, 케타민 정맥하 진정유도를 한 후 국소마취로 수술을
하였을 때 평균 7분 40초가 소요되었다. 수술 후 수술 및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휴대전화기 도움을 통한 국소마취나 케타민 정맥하 진정유도 및 산소마스크 적용을 통한 수술 진행은 소아
방아쇠 무지의 수술적 치료에 효과적이다. 이는 환아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집도의에게도 수술과 마취합병증에 대
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색인단어: 소아성 방아쇠 무지, 비-전신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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