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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초음파로 국소화하여 적출한 상부식도 괄약근 매몰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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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Fish Bone in the Upper Esophageal Sphincter that Was 
Localized and Removed Using Ultrasonography-guided Surgery
Gil Chai Lim1, Seung Yeon Cho2, Sun-Jin Boo3, Heung Up Kim3

Departments of Otorhinolaryngology1, Anesthesiology2, and Internal Medicine3,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The prevalence of people presenting with fish bone foreign body (FFB) is high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coastal areas 
around the world. Pointed linear-shaped FFBs are common in the oral cavity and upper esophageal sphincter, whereas large flat 
bones are more common FFBs in the esophagus. If the FFB is not found on endoscopy, residual foreign body sensation or embedded 
FFB is possible. In such cases, CT is helpful. However, in the case of totally embedded FFB, not only preoperative diagnosis but also 
localization during operation or surgery is important. If these are not performed, the initial incision site or operation method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For this purpose, no standard guideline has been established yet. We report a case of upper esophageal 
sphincter-embedded FFB diagnosed using CT rather than endoscopy. The bone was successfully localized using conventional ultra-
sonography during the operation and then removed surgically.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9;19: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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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선 가시에 의한 이물 질환은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권과 전 

세계 연안 지역에서 호발하는 질환이다.1 생선 가시 형태에 따

른 이환 호발 부위에 차이가 있는데, 식도에서 하부로 갈수록 

크고 편평한 생선 가시가 많고, 상부식도 괄약근과 구강 인두에

서는 가늘고 뾰족한 형태의 생선 가시가 많이 이환된다.1 가늘

고 뾰족한 생선 가시의 이환이 많아지는 부위에서는 이물이 매

몰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생선 가시 이물이 내시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잔여 이물감이나 매몰된 이물을 생각할 수 

있으며 컴퓨터단층촬영이 감별에 도움이 된다.1 그러나 매몰 가

시 이물은 시술 전 진단뿐 아니라 시술 또는 수술 중 이물의 국

소화 또는 세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첫 절개 위치나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며 아직 표준화된 지침이 없다. 본 증례의 저자들은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진단되었으나 내시경으로 발견하지 못한 

상부식도 괄약근에 매몰된 가시 이물을 수술 중 일반적인 초음

파 검사로 세부 위치 파악에 성공하여 수술적으로 제거한 증례

를 보고한다.

증 례

65세 여자가 1시간 전 발생한 경부 이물감으로 왔다. 1시간 

전 감성돔 구이를 먹던 중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다고 하였다. 과

거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고 혈압 120/80 mmHg, 맥박 82/분, 

호흡 22/분, 체온 36.8℃였다. 신체검사에서 주로 반지연골 좌

측으로 이물감과 압통이 있었다. 경부 X-선 측면상과 조영 전 

컴퓨터단층촬영에서 6번 경추 좌측으로 약 2 cm의 선형 고음

영 병변이 발견되었다(Fig. 1A~C). 이에 하인두 또는 상부식도 

괄약근 이물을 생각하고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이

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Fig. 2A). 이에 다시 조영 후 흉부 컴퓨

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나 동일 부위에 해당 병변이 그 로 

관찰되었다. 이에 다음날 경과 추적하기로 하고 귀가하였다. 증

상이 지속되어 다음날 아침 타 병원 응급실로 방문하여 다시 

시행한 경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여전히 이물이 의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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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diological images. (A) Neck lateral radiography image showing a short slender fish bone near the cricoid cartilage level. (B, C) Cross-sectional
and coronal chest CT images. (D~F) Cross-sectional, coronal, and sagittal laryngeal CT images taken on the day just before the operation. An 
approximately 2-cm-long needle-like slender fish bone is observed at the level of the cricoid cartilage. The arrows denote the fish bone.

상부위장관 내시경에서 이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Fig. 2B). 이

에 환자는 첫 번째 검사를 시행하였던 병원에 다시 찾아왔고 

이비인후과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좌측 반지연골 점막의 부종만 

관찰되고 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내시경 검사를 다시 시행하

였으나 역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이물은 없었고 상부식도 괄

약근 상부의 좌측 전벽 또는 반지연골 좌측 후벽에 작은 미란

이 발견되었고 해당부의 부종이 관찰되었다(Fig. 2C). 이 미란

성 병변은 몇 시간 전 타 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 사진에도 관

찰되었다(Fig. 2B). 이에 수술 결정을 위하여 다시 컴퓨터단층

촬영을 시행하였고 해당 부위에 이물이 여전히 관찰되었다

(Fig. 1D~F). 금식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바로 전신 마취 유도 후 

현수 후두경(suspension laryngoscope)을 구강을 통하여 삽입한 

후, 수술용 현미경(Zeiss, Oberkochen, Baden-Wurttemberg, 

Germany)을 이용하여 피열연골(arytenoid) 및 이상와(pyriform 

sinus) 그리고 후반지연골부위(postcricoid area)에 걸쳐 하인

두 부분을 계속 확인하였으나 내시경에서 관찰된 점막의 미란 

및 이물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약 1시간 동안 절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육안 관찰만 하였다. 그러다가 마취통증의학

과에서 신경 차단에 사용하는 이동식 초음파(Royal Philips, 

Amsterdam, North Holland, Netherlands)를 가져와 12 MHz 

탐촉자를 환자의 반지연골 좌측으로 접근시킨 영상에서 생선 

가시가 고음영으로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후두미세수술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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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doscopic images. (A) No 
evidence of fish bone or other stigmata 
for foreign body impaction. (B, C) A tiny 
erosion can be observed on the left 
posterior mucosa of the cricoid on the 
endoscopic images obtained in another
hospital (B) and in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 The arrows 
denote the erosion where the foreign 
body entered. (D) Follow-up endoscopic
image taken 1 week later, showing no 
visible incision wound or other mucosal 
lesion.

Fig. 3. Photographic image of the surgically removed foreign body. It 
is a linear-shaped fish bone approximately 2 cm long.

되는 파악(grasping) 겸자로 상부식도 괄약근 부위의 점막을 촉

지하면서 초음파에서 관찰되는 고음영 병변이 촉지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점막 부위를 확 하여 관찰하니, 해당 부위에 아

주 작은 미란이 확인되었다. 이에 5 watt 파워의 이산화탄소 

레이저(Lumenis, Yokneam Illit, Northren, Israel)를 이용하여 

병변부 점막에 횡 절개 후, 식도 하방으로 수직 절개를 함으로

써 T자 형태로 절개하고 점막하 박리를 진행하자 가시의 끝 부

분이 노출되었다. 가시는 파악 겸자로 제거하였고 해당 부위는 

봉합하지 않고 2차 회복이 되도록 남겨둔 후 수술을 종료하였

다. 제거된 이물은 2 cm 길이의 선형 가시였다(Fig. 3). 수술 

후 입원하여 7일간 항생제 치료를 하고 시행한 추적 내시경 검

사에서 해당부의 압통은 다소 남아있었으나 점막의 절개 열상

도 완전히 치유된 상태였고(Fig. 2D), 9일째 무증상 상태로 퇴

원하였다.

고 찰

생선 가시로 생각되는 이물 질환에서 처음 내시경을 시행하

였으나 이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검사를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 잔여 이물감, 가

시의 조직 매몰 상태1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도 이물2 가

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 중 잔여 이물감이 많은 빈도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이물이 이미 하방으로 이동하여 내려갔으나 일시적으

로 자극 증상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잔여 이물감은 경험상 수 

시간 지속될 수 있다. 국내 의료 환경에서 예민한 환자들은 내

시경 검사에서 이물이 없다고 하면 납득하지 않고 타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육안으로 식별은 되지 않으나 조직

에 매몰되어 추후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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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만으로 모든 진단을 끝내는 것이 불완전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잔여 이물감과 이물의 조직 매몰 상태는 항상 감별해 주어

야 한다. 이 때 영상의학 검사가 도움되는데, 경부 X-선 검사의 

민감도/특이도/양성 예측도는 전후 영상보다는 측면 영상에서 

상승하여 50~60%/50~100%/90% 정도이며, 컴퓨터단층촬영은 

각 항목 모두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보고되었다.3 또한 컴퓨

터단층촬영은 음성 예측도가 97% 이상이어서 잔여 이물감 진

단에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4

경부에 매몰된 형태의 생선 가시는 바로 후인두염,5 갑상선 

농양6 등의 합병증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장기간 무증상으

로 유지되다가 나중에 루드비히 앙기나(Ludwig’s angina) 또는 

심부 연조직 감염증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7 그러므로 매몰된 

가시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주어야 한다.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이물이 확인되더라도 수술 중 조직에 매

몰된 이물을 찾아 해당 이물만 제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

며, 짚단에서 바늘 찾기로 비유되기도 한다.8 이물이 후두경이

나 내시경으로 발견되지 않고 조직에 매몰되어 합병증을 유발

한 경우 전통적으로 경부 절개 후 이물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

으로 수술해 왔는데,5 결국 찾지 못하여 수술 중 컴퓨터단층촬

영을 재시행하고 수술한 경우도 있고,9 이물의 징후를 찾지 못

하여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가능성이 있는 부위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10

매몰 징후가 관찰되는 경우라면 해당 부위에 최소 침습 수술

이 가능하다. 구강에서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라면 손가락 촉지

로 가시의 선단을 확인하여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11 상

피하 종양 형태로 나타나서 해당부를 조직 겸자로 뜯고 이물의 

선단이 확인되어 제거한 경우도 있다.12 일반적으로 방사선 비

투과성의 매몰 이물인 경우는 방사선 투시기로 위치를 파악하

고 수술하며,13 위치를 파악하더라도 정확한 제거 위치를 결정

하기 위하여 절개로 노출된 조직을 손가락으로 촉지하여 이물

을 찾아 제거하기도 한다.14,15 이물이 식도벽 내에 국한되어 있

고 위치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내시경 중 점막하 박리 절제도로 

절개하여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16 그러나 점막이나 점막하에 

뚜렷한 징후가 없다면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

도 내시경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이물이 숨어있을 가능

성과 혹시나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있고, 이

로 인하여 본 증례에서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까지 3회에 걸쳐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수술장에서 마취 유도를 한 상

태에서 절개 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1시간 동안 컴퓨터단층촬

영 사진과 환부를 반복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수술 전 영상의학 검사로 략적인 위치를 안 것과 실제로 수

술장에서 정확한 절개 부위 결정을 위한 국소화(localization)는 

상당히 다른 진단 과정이라고 하겠다. 물론 수술 전 집도의에게 

내시경에서 발견된 점막 징후의 위치가 상부식도 괄약근 기시

부의 좌전부(left anterior side)였다는 소견을 전달하였으나 절

개부를 결정할 집도의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몰 위치가 상부식도 괄약근 부위라서 점막하 종양 등의 징후

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방사선 비투과성 이물이라면 형광도법(fluorography)을 적용

해볼 수 있고, 금속성 물질이라면 자석이나 금속 탐지기를 활용

하였다는 보고들도 있으나 일반적인 생선 가시의 경우에는 적

용하기 힘들다. 또한 작은 생선 가시이므로 경부 절개에 한 

부담감도 크고 가느다란 선형 가시이기에 촉진이 잘 되지 않았

을 가능성도 크다.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피폭의 우려가 없고 수술장에서 환자

의 이동 없이 바로 검사가 가능한 장비이며, 부분의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본 증례의 저자들도 경부식도 

이물에 한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매몰 

가시의 진단을 부분 컴퓨터단층촬영에만 의존하였으나 실제

로 수술 중 이물 위치의 국소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마취과 의사의 권고로 경부 초음파를 시도하여 이물의 국소화

에 성공하였다. 초음파 영상에서는 횡축 영상과 종축 영상 모두

에서 생선 가시가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초음파 가이드 하

에 겸자와 레이저 수술기 선단을 매몰부에 접근시켜 국소화에 

성공하였다.

초음파 검사를 시도해볼 수 있는 곳은 인두와 상부식도 괄약

근 그리고 일부 경부식도까지 포함될 수 있고, 이 부위가 전통

적인 이비인후과 수술의 영역이므로 매몰 가시로 수술을 시행

하는 이비인후과에서 경부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을 충분히 파

악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비록 당시 초음파 영상과 수술 

사진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상부식도 괄약근에 매몰된 가시

를 수술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방법이 

앞으로 유사 상황 발생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헌 검색에서 입인두의 매몰 가시 수술 중 환부 절개 후 조

직에서 초음파 가이드로 생선 가시를 국소화한 경우는 있었으

나17 아직 상부식도 괄약근의 매몰 가시에 하여 수술 절개 전 

국소화에 경부 초음파를 적용한 증례는 찾을 수 없었다. 최근의 

상부위장관 이물 제거 가이드라인18에도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에 한 내용은 없으나 향후 이에 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

다. 또한 식도 매몰 가시의 내시경적 진단 과정에 내시경 초음

파 검사를 사용하여 정확한 매몰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내

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이물 제거를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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