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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수술 중 바늘과 피부 전극을 이용한 새로운
신경감시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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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System Using Needle and Skin
Electrode during Thyroid Surgery
Sung-Chan Shin, Myeonggu Seo, Yong-Il Cheon and Byung-Joo Lee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Intraoperative neuromonitorng (IONM) has gained wide acceptance as a useful adjunct in identifying and
preserving of recurrent laryngeal nerve (RLN) during thyroid surgery. The electromyographic endotracheal tube
(EMG-ETT) method is the most widely used and well-validated method for thyroid IONM; however, malpositioning
of the tube is a critical shortcoming of the EMG-ETT method. This is the main reason for the low positive predictive
value of IONM in thyroid surgery. Needle and skin electrodes can obtain EMG signal regardless of patient position
and are easy to apply during surgery and is economical compared to EMG-ETT method. New IONM system using
needle or skin electrodes would be an alternative method which can overcome shortcomings of EMG-ETT.
Key Words: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Needle electrode, Skin electrode

전도를 측정하여 신경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

서

관삽관튜브에 근전도가 부착된 ET 형은 상품화가 잘 되

론

어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2-4)

갑상선 수술 중 반회후두신경을 보전하는 것은 매우

최근 메타 연구에서 ET형 근전도를 이용한 신경감시

중요하다.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목소리 변화와 연하장

술은 일시적 그리고 영구적인 반회후두신경 손상을 줄

애를 유발하여 환자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 수술 중 다양

인다고 보고하고 있다.5,6) 그러나 ET형 신경감시술의 문

한 원인에 의해 반회후두신경 손상이 발생하고 그 빈도

제점은 양성예측도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어, 신뢰성

는 1-5%로 보고되고 있다.1) 수술 중 신경을 보전하기 위

과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7) 정확성과 신뢰성이

해 수술 중 신경감시술(intraoperative neuromonioring,

낮은 이유는 성대근과 기관삽관튜브에 부착된 전극과의

IONM)이 발전하게 되었다. 근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

접촉이 환자의 자세나 위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

극이 부착된 기관삽관튜브(EMG endotracheal tube, ET

다.7-9) 전극의 정확한 접촉 확인을 위한 마취의의 도움이

형)로 전신 마취한 후, 수술 중 반회후두신경 또는 미주

필요하고, 이로 인해 수술 전 준비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

신경을 약한 전류로 자극하여 성대근에서 발생하는 근

이 있다. 또한 기존의 ET형 신경감시술은 수술 전에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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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관삽관튜브로 마취하지 않으면, 수술 중에 갑자기
적용할 수 없고, 소아 환자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
10)

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ET형 신

경감시술은 비용이 비싸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사

3) 경 피 바 늘 전 극 (Trans-cutaneous Needle
Electrode, Percutaneous Needle Electrode)

경부 피부를 통해 바늘형 근전도를 갑상연골까지 삽
입하여 후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하는 방법(Fig. 1C)

용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ET형 신경감시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
운 형태의 신경감시술 방법(alternative IONM systems)이

4) 경 피 표 면 전 극 (Trans-cutaneous Surface
Electrode)

보고되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후

갑상연골 부위의 경부 피부에 패치 형태의 표면 전극

두 근전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신경감시술 방법의

을 부착하여 후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하는 방법(Fig. 1D)

장단점 및 유용성과 최근에 보고되는 새로운 신경감시
술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ET형 신경감시술은 신경 자극에 의한 성대근
의 근전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본

론

새로운 전극을 이용한 신경감시술은 성대근의 근전도
보다는 후두근의 모든 근전도를 종합하여 측정하는 것

새로운 신경감시술 시스템의 방법과 장점

으로 측정하는 근육에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 ET형 신경 감시술에 비해 환자의 자세

ET형 신경감시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고, 수술

발되고 있는 주로 전방을 통해 후두근의 근전도를 바늘

전에 준비하지 않아도 수술 중 술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이나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나

11)

같이 분류할 수 있다(Fig. 1).

기관이 좁은 환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ET형 신
경감시술에 비해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ET

1) 경 연 골 바 늘 전 극 (Trans-cartilage Needle
Electrode)

갑상연골의 전면에 바늘 형태의 전극을 삽입하여 후
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하는 방법(Fig. 1A)
2) 경 연 골 표 면 전 극 (Trans-cartilage Surface
Electrode)

갑상연골의 전면에 패치 형태의 표면 전극을 부착하
여 후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하는 방법(Fig. 1B)

형 신경감시술이 보험적으로 모든 환자에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에서 비용적으로 싼 대체 방법은 임상의들에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Table 1).

경연골바늘전극(Trans-cartilage Needle Electrode)
후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바늘 전극을 갑상
12)

연골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Wu 등 이 동물 실험을 통해
처음 보고하였다. 갑상연골에 삽입된 바늘 전극은 ET형
신경감시술에 비해 높은 진폭(amplitude)을 보인다는 장
점이 있다. 그리고 낮은 양성예측도를 보이는 ET형에
13)

비해 100%의 양성예측도를 보였다.

그러나 바늘 삽입

Fig. 1. Various alternative IONM systems using needle and skin electrode. (A) Trans-cartilage needle electrode, (B)
trans-cartilage surface electrode, (C) trans-cutaneous needle electrode, (D) trans-cutaneous surfac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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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기관삽관형 전극을 이용한 신경감시술의 단점과 바늘 또는 표면 전극을 이용한 새로운 신경 감시술의 장점
기관삽관형 전극 신경감시술의 단점

바늘과 표면 전극 신경감시술의 장점

1. 기관삽관튜브의 근전도 전극과 성대의 접촉이 수술 중 자세나
위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정확성과 양성 예측도가 비교적 낮다.
2. 수술 전 근전도 전극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마취의의
도움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번거로움이 있다.
3. 수술 전에 근전도 기관삽관튜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술 중에
신경감시술을 사용할 수 없다.
4. 기관절개술이나 소아환자에서 사용하기 힘들다.
5. 침이나 분비물이 기관삽관 전극 주위에 있으면 근전도 측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6. 일회용 물품으로 고비용이 발생한다.

1. 환자의 자세나 위치 변화에 대한 전극의 접촉에 영향이 적어
안정적인 진폭을 얻을 수 있다.
2. 마취의의 도움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
3. 수술 전에 준비가 안된 경우에도 수술 중에 필요에 따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 기관절개술이나 소아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5. 기관 내의 분비물에 대한 영향이 없다.
6. 기관삽관형 신경감시술보다 경제적이다.

Table 2. 바늘과 표면 전극을 이용한 새로운 신경감시술의 장단점
장점

단점

경연골
바늘전극

1. ET형에 비해 높은 근전도 진폭을 얻을 수 있다.

경연골
표면전극

1. ET형에 비해 비슷한 근전도 진폭을 얻을 수 있다.
2. 상후두신경의 외측 분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경피바늘
전극

1. 갑상연골에 접촉하여 높은 근전도 진폭을 얻을 수 있다.
2. 갑상연골의 전면의 박리가 필요 없어
최소침습갑상선절제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긴바늘전극을 사용하는 경우 내시경 또는 로봇 수술에도
적용가능하다.
1. 설치가 가장 편하고 비침습적이다.
2. 자세 변화에 영향이 적어 후두근의 진폭이 안정적이다.
3. 갑상연골의 전면의 박리가 필요 없어
최소침습갑상선절제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피표면
전극

1. 갑상연골의 전면이 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침습갑상선절제술에 적용할 수 없다.
2. 바늘 삽입에 의한 출혈, 감염, 기관 튜브 손상
가능성이 있다.
3. 골화 연골이나 재수술에 적용 힘들 수 있다.
1. 갑상연골의 전면이 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침습갑상선절제술에 적용할 수 없다.
2. 피부전극을 갑상연골 전면에 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1. 바늘 삽입에 의한 출혈, 감염, 기관 튜브 손상
가능성이 있다
2. 골화 연골에 삽입이 힘들 수 있다.
3. 상부 피부 피판을 견인할 때 삽입한 바늘 전극의
위치가 변화될 수 있다.
1. 후두근전도의 진폭이 다른 방법에 비해 낮다
2. 비만, 수술 범위, 종양의 위치에 따라 근전도 진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2)

에 의해 출혈, 감염, 기관삽관튜브의 손상 가능성이 있

을 갑상연골의 전면에 부착시키는 방법이다.

고, 골화가 심한 갑상연골이나 재수술에서는 바늘 삽입

면전극에 의한 후두근의 진폭은 ET형 신경감시술의 진

이 힘들 수 있다. 또한 갑상연골의 전면을 박리하여야

폭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기 때문에 최소침습갑상선절제술(minimally invasive

회후두신경 자극에 의한 후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할 있

thyroidectomy)과 같은 시술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

다는 것 이외에도 상후두외측분지 자극에 의한 윤상갑

점이 있다(Table 2).

상근(cricothyroid muscle)의 근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경연골바늘전극은 ET형 신경감시술보다 후두근의 높

15)

장점이 있으나,

15)

경연골표

경연골표면전극은 반

역시 갑상연골의 전면을 박리하여야

은 진폭을 보이지만, 중앙 갑상연골보다는 외측이나 아

하기 때문에 최소침습갑상선절제술에는 적용할 수 없다

래쪽 갑상연골의 전면에 근전도 바늘을 삽입하는 경우

는 단점이 있고, 피부 전극을 갑상연골 전면에 고정하는

14)

이러한 이유는 후두근이 윤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Table 2). 경연골표면전극

상피열관절(cricoarytenoid joint, CA joint) 부근에 많이

의 접촉 위치는 갑상연골의 전면보다는 외측에서 높게

부착되어 있어 윤상피열관절에 가까울수록 후두근의 근

나온다.

전도 진폭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 곳에 위치한 근전도 전극에서 높은 진폭을 보인다고

에서 높은 진폭을 보인다.

경연골표면전극(Trans-Cartilage Surface Electrode)

16)

후두근이 많이 부착하는 윤상피열관절에 가까

생각된다.

수술 중 후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전극
www.ijthyroi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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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바늘전극(Trans-cutaneous Needle Electrode,
Percutaneous Needle Electrode)

경우 LOS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경피
표면전극을 이용한 신경감시술 중에 마취 심도나 비만
등의 이유에 의해 100 uV보다 낮은 진폭이지만, 신경 손

경부 피부를 통해 바늘 전극을 갑상연골까지 삽입하

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경피표면전극을 사용할

여 후두근의 근전도를 측정하는 개념이 동물 실험과 같

경우에는 ET형 신경감시술과는 다른 LOS에 대한 기준

17)

이 발표되었다.

바늘 전극을 갑상연골까지 삽입하기

때문에 ET형 신경감시술에 비해 높은 진폭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바늘 전극 삽입에 다른 출혈 또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늘 전극이 피부를 통해

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새로운 신경감시술시스템에 대한 시도와 미래

갑상연골에 도달하기 때문에 피부 피판을 위로 견인하

ET형 신경감시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바늘이나

게 되면 피부를 통해 삽입된 바늘 전극의 위치가 변화될

피부 전극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이 소개되었다. 최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피바늘전극에는 12 mm의 짧

에는 바늘 전극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nanosheet-

은 바늘 전극과 25-38 mm의 긴 바늘전극을 사용할 수

based microneedle을 이용한 근전도가 소개되었다.

있다. 12 mm의 짧은 바늘 전극은 갑상연골의 전면 피부

러한 모든 방법은 신경 자극에 의한 후두근의 움직임을

를 박리하거나 견인할 필요가 없는 최소침습갑상선절제

근전도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근전도를 측정하는

18)

술이나 부갑상선 수술에 적용할 수 있다.

22)

이

일반적인 갑

것은 두 개의 전극이 모두 신체에 부착되어야 하고, 전기

상선 수술에서는 갑상연골의 전면 피부를 위로 견인하

소작기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근전도 측정의 단

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25-38 mm의 긴 바늘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경 자극에 의한 근육 자체의 움직

17)

전극은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에서 적용할 수 있다.

경피표면전극(Trans-cutaneous Surface Electrode)
19)

임을 측정하는 피에조 효과를 이용한 압력센서 및 가속
도 센서를 이용한 갑상선 수술 중 신경감시술에 대한 새
23-25)

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전방 피부를 통해

Wu 등 은 갑상연골의 상부에 해당되는 경부 피부에

후두근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방법이 개발될

부착된 전극, 즉 경피표면전극이 후두근의 근전도를 측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 최초로 보고하였

신경감시술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된다.

20)

다. 이후 Lee 등 은 경피표면전극을 이용한 임상결과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경부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결

론

후두 근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이 갑상선
수술 중 신경감시술 방법 중 가장 비침습적인 방법이라

ET형 신경감시술은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잘 검증되

고 생각된다. 또한 피부를 통해 후두근의 근전도를 측정

어 있는 갑상선 수술 중 신경감시술 방법이다. 그러나

하기 때문에 갑상연골의 전면을 박리하지 않는 최소침

성대근과 기관삽관튜브의 접촉 이상에 의한 다양한 양

습갑상선절제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예측도는 ET형 신경감시술의 중요한 단점이자 극복

(Table 2).

해야할 문제이다. 바늘전극과 표면전극을 경피 또는 경

경피표면전극을 통해 후두근전도를 측정하는 것은 다

연골 접근을 통해 삽입 또는 부착하여 후두 근전도를 측

른 방법에 비해 근전도 진폭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

정하는 갑상선 수술 중 신경감시술은 ET형 신경감시술

21)

서 Shin 등 은 후두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윤상피열

의 낮은 양성예측도를 극복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

관절에 가장 가까운 갑상연골의 외측연이 높은 진폭을

점이 있어, ET형 신경감시술의 좋은 대안으로 생각된다.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극위치라고 보고하였다. 경피
표면전극의 진폭은 수술 범위, 비만, 갑상선 종양의 위치

중심 단어: 신경감시술, 바늘전극, 피부전극.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Table 2).
신경감시술에서 신경 자극 후 근전도 반응이 없어 신경
손상을 의미하는 loss of signal (LOS)의 일반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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