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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마취는 정형외과 고관절 수술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전신마취에 비해 순환기계나 호흡기계 합병증이 적

고,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발생이 적으며, 수술 중 출

혈량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 그러나 척추마취와 관

련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

증으로는 경막천자 후 두통이 가장 흔하고, 요통, 혈종, 농

양, 신경 손상 등이 있다.2) 척추마취의 부작용으로 수막염

은 아주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데 저자들은 대퇴골두의 무

혈성 괴사로 척추마취 하에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게서 수막염이 발생하고 수막염이 거의 치유된 상태

에서 자가면역성 뇌질환으로의 이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경

험하 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39세 여자 환자(체중 67 kg, 신장 163 cm)가 6년 전부터 

발생한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하 다. 환자는 3년 전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 받고 좌측 고관절 감압술

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후 좌측 고관절의 증세는 호전되었

으나 우측 고관절의 통증이 점차 심해져 우측 고관절 전치

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 다. 과거력 상 6년 전 시신경염

으로 2년간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 으며 구강 내 궤양

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병력이 있었고 가족력 상 특이사항

은 없었다. 수술 전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심전도, 혈액 검사

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과거 사진

과 비교 시 양측 폐에 결절성 병변이 보여 컴퓨터단층 촬

을 실시하 다. 검사 결과, 폐쇄성 세기관지 기질화폐렴

(bronchiolitis obliterans organizing pneumonia)이 의심되어 내

과에 의뢰되었으나 환자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고 폐기능 

검사도 정상이므로 폐쇄성 세기관지 기질화폐렴에 대해서

는 수술 후에 평가 하기로 하고 수술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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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phalopathy of unknown etiology, and antithyroglobulin and antimicrosomal antibody were high.  Steroid therapy was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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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마취의는 수술용 모자, 마스크, 장

갑을 착용하 고 수술복을 입은 상태 으나 수술용 가운을 

착용하지는 않았다. 환자는 요추부에 피부 감염 소견이 없

었고 수술을 위하여 aminoglycoside계인 Astromicin  (Fortimi-

cinⓇ, 진, 한국)과 2세대 cephalosporin인 cefotetan (Ya-

matetanⓇ, 제일약품, 한국)으로 예비적 항생제 투여가 이루

어졌다. 환자에게 좌측 측와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요추 

부위에 10% 포비돈(포비딘액Ⓡ, 성광제약, 한국)과 70%  알

코올(이소프로필알코올Ⓡ, 성광제약, 한국)로 광범위하게 피

부 소독을 하 고, 소독된 소공포를 마취 부위에 덮었다. 2

분 정도 소독약이 마르기를 기다린 후 2% lidocaine (염산리

도카인Ⓡ, 휴온스, 한국)으로 국소 침윤하 다. 제3요추와 제 

4요추부 사이에 20 G 인도침 사이로 25 G Whitacre침

(Whitacre needleⓇ, Becton-Dickson, USA)을 점진적으로 진입

시켜 경막이 천자 되는 느낌과 함께 내부침을 제거하여 뇌

척수액의 자유 유출을 확인한 후 국소마취제를 주입하 다. 

사용한 국소마취제는 생리식염수 4 ml와 tetracaine 20 mg 

(판토카인스테릴주Ⓡ,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한국)을 혼합하

여 0.5% 용액을 만든 후 이 중 15 mg을 주입하 다. 환자

는 자세 이동 없이 좌측 측와위 자세에서 5분 경과 후 제

10 흉추신경 피부분절까지 마취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마취 

15분 후 수술을 시작하 다. 이 후 수술 동안에는 마취 높

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환자의 진정과 수면을 위해 목표농

도주입기로 1.5-2μg/ml의 propofol을 지속적으로 정주하고 

경비관을 통해 산소를 3 L/min로 흡입 시켰다. 수술 중 환

자의 활력 징후는 혈압이 110-140/60-90 mmHg, 심박수가 

60-80회/분이었고 맥박산소계측기에 의한 동맥혈산소분압

은 지속적으로 100%로 유지되었다. 수술은 2시간 30분 후

에 종료되었으며 환자는 특이 소견 없이 각성 된 상태에서 

회복실로 이송되었다. 회복실 도착 당시 신경차단은 제 7흉

추신경 피부분절이었다. 회복실 체류 동안 활력 징후는 모

두 정상이었고 정신 상태도 명료하 으며 1시간 정도 관찰 

후 제10흉추신경 피부분절까지 신경차단이 회복된 상태에

서 병실로 이송되었다.

  수술 후 3일째에 환자는 현훈, 고열(38oC), 두통을 호소하

고 점차 의식이 저하되며 경부 강직 등의 증상을 보 다. 

세균성 수막염 추정하에 요추천자를 시행하 고 이 때 압

력은 15 mmHg, 육안 상 맑은 척수액이 나왔으며, 뇌척수액

의 당은 53 mg/dl, 단백은 201 mg/dl, 백혈구 수는 534개/μl, 

백혈구 감별 수치 상 호중구가 76% 고 혈장 내 당은 113 

mg/dl 다. 전형적인 세균성 수막염의 소견은 아니었으나 

잠정적으로 세균성 수막염 진단 하에 즉시 기존에 투여 중

이던 항생제에 vancomycin (VancomycinⓇ, 제일제당, 한국)과 

3세대 cephalosporin인 ceftriaxone (TriaxoneⓇ, 한미, 한국)을 

추가하여 사용하 고 감염내과로 전과하 다. 수술 후 5일

째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상 당은 64 mg/dl, 단백은 99.1 

mg/dl, 백혈구 수는 12개/μl, 백혈구 감별 수치 상 호중구가 

54%로 호전된 양상을 보 다.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자

의 임상 상태와 뇌척수액 검사 소견은 호전되어 수술 후 6

일째 환자의 의식과 체온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수

술 후 11일째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상 당은 63 mg/dl, 단

백은 42.4 mg/dl, 백혈구 수는 4개/μl 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실시된 바이러스, 세균, 결핵균, 진균에 대한 그람염색 

및 혈액배양, 뇌척수액 배양, 항체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와 병원

체를 동정할 수 없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무균성 

수막염으로 내려졌으며 지속적인 항생제의 투여와 함께 뇌

척수액 소견과 수막염의 임상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환자에

게 시력 저하, 발음장애, 근력 저하 등 신경학적 장애가 있

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수술 후 10일부터 갑자기 의식 수준

이 저하되고 근긴장성 강직 현상이 나타나 뇌 자기공명

상 촬 을 실시하 고 그 결과 혈관염(vasculitis) 또는 급성 

산재성 뇌척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탈수

초성 질환(demyelinating disease) 등의 뇌내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되었고 자가면역 항체 검사상 갑상선에 대한 자가 면

역 항체 양성 소견이 보여 수술 후 12일째 하시모토 뇌염

(Hashimoto's encephalopathy) 추정 하에 신경과로 전과 되었

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 다. 점차 환자의 증상은 호

전되었으나 우측 시력 저하, 하지 근력 저하 및 좌측 상지 

강직증 등의 후유증이 남아 수술 후 27일째 재활의학과로 

전과 되어 물리치료를 시작하 다. 이 후 완전히 회복되지

는 않았지만 조금씩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스테로이드 치료 및 물리치료 지속하고 있다.

고      찰

  본 증례는 고관절 치환술을 위해 0.5% tetracaine 15 mg을 

이용하여 척추 마취를 시행한 후 수막염이 발생하고 환자

의 호전 과정에서 자가면역반응에 의한 뇌질환이 병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례이다.

  척추마취 후 1주일 이내에 발생한 수막염을 척추마취후 

수막염으로 정의할 때 발생 빈도는 1/12,709로 보고되고 있

다.3)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1/132,000으로 보고하고 있어4) 

매우 희귀한 합병증으로 정확한 빈도를 규정하기 어렵다.

  척추마취 후에 발생 가능한 수막염은 크게 세균성 수막

염과 무균성 수막염으로 나눌 수 있다. 진단은 임상 증상, 

뇌척수액 소견, 뇌척수액 염색과 배양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뇌질환을 제외하기 위해 뇌 컴퓨터단층 촬 이나 자기공명

상 촬  등이 실시된다.

  세균성 수막염은 세균감염에 의한 수막염으로서 보통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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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마취 후 12-72시간에 시작된다. 증상은 구역, 구토, 고

열, 두통, 경부 강직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신경학적 증상, 

의식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3) 감염 경로는 첫째, 환자

의 혈액에 있던 세균이 천자 시 지주막하강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둘째, 마취 기구와 약제의 오염, 셋째, 무균조작의 

실패로 외부의 균에 감염될 수 있다.5,6) 정상적인 뇌압은 10  

mmHg 이하이며 뇌척수액은 색깔이 맑고 백혈구가 5개/μl 

미만, 당은 40-70 mg/dl, 단백질은 15-45 mg/dl이다. 세균

성 수막염의 뇌척수액 소견은 색깔이 혼탁하고 총백혈구 

수가 증가하고 그 중 호중구의 비가 증가한다. 또한 총단백

은 증가하고 당은 감소하는데 특히 뇌척수액과 혈청의 당

의 비가 0.4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세균성 수막염이 거의 

확실시 된다.7) 뇌척수액 그람염색 시 42%, 배양 시 88%에

서 균을 동정할 수 있다.8) 배양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중합

효소연쇄반응으로 균을 동정할 수 있다.3) 뇌 컴퓨터단층 촬

이나 자기공명 상은 정상이거나 뇌부종 소견을 보인

다.5,8) 척추마취후 세균성 수막염의 사망률은 5%로 일반적

인 세균성 뇌수막염(3-29%)에 비해 낮은데8) 이것은 빠른 

진단과 함께 발견되는 균주가 S. salivarius, S. mitis, S. 

sanguis 등으로6,8) 병독성이 낮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수막염

이 녹농균(Pseudomonas aeroginosa)나 포도알균(staphylococcus)

에 의하며 33-50%에서 신경학적 부작용을 남기는데 반하

여 척추마취후 세균성 수막염의 경우 단지 2명만이 신경학

적 부작용이 남았다고 한다.8) 척추마취 후에 세균성 수막염

을 보고한 다른 증례들을 살펴보면 Laurila 등은
5) 관절경을 

위해 척추마취를 한지 16시간 후 발생한 S. Salivarius에 의

한 수막염을 보고하 고 Cascio와 Heath는7) 무통분만을 위

해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를 한지 16시간 후 발생한 세균성 

수막염을 보고하 다. Yaniv와 Potasman은8) 체외충격파쇄석

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한지 12시간 후 발생한 S. Salivarius

에 의한 수막염을 보고하 고 Trautmann 등은9) 슬관절 관절

경을 위해 척추마취를 한지 1일 후 발생한 세균성 수막염 

2예와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 후 무통분만한 산모에서 카테

터 제거 1일 후 발생한 수막염을 보고했는데 환자의 뇌척

수액에서 배양된 균이 당시 척추 마취를 시행했던 의사의 

코에서 동정된 균과 일치함을 밝힘으로써 천자침의 비말 

또는 도포 감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 다.

  본 증례의 뇌척수액 소견은 색깔이 맑으며 당이 정상이

었고 특히 뇌척수액과 혈장의 당의 비가 0.4가 넘은 것으로 

보아 세균성 수막염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뇌척수액의 그

람염색과 배양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바이러스, 세균, 결핵

균, 진균에 대한 항체 검사와 중합효소연쇄반응에서 아무것

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바이러스를 제외한 다른 원인의 

무균성 수막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무균성 수막염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약제 또는 화학적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은 세균성 수막염과 동일

하고 뇌척수액에서 백혈구와 단백은 증가하지만 당은 정상 

소견을 보인다. 그람염색과 세균배양은 모두 음성이고 별다

른 치료 없이도 저절로 호전되는 경과를 밟는다.10) 그러나 

세균성 수막염과 정확하게 감별하기 어렵고 세균성 수막염

은 치료 시작 시기가 예후에 중요하므로 일단 수막염이 의

심되면 배양결과가 나오기 전에 3세대 cephalosporin을 투여

해야 한다.3) 무균성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는 

coxsackie B, 단순헤르페스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등

이 있고 약제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항생제, H2 

히스타민수용체 길항제, carbamazepine, azathioprine 등이 있

다.11) 화학적 자극에 의한 무균성 수막염은 일회용 주사기 

및 기구들이 사용되기 전에는 재소독 사용 기구의 오염으

로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현재는 드물게 볼 수 있

다. 그러나 국소마취제 내의 보존제, 소독약, 장갑 분진, 앰

플 유리, 등이 지주막하에 주입되어 발생할 수 있다.3,10) 무

균성 수막염을 보고 한 다른 증례를 살펴보면 Kasai 등은10) 

암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지속적 척추마취를 한지 12일 

후 발생한 무균성 수막염을 보고하 는데 그 원인을 마취

약제에 포함되어 있는 보존제에 대한 염증반응으로 생각하

다. Easley 등은12) 탈장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한 아

에서 2일 후 발생한 무균성 수막염을 보고하 다. Nishimura 

등은13) 포상기태 제거를 위해 척추마취를 시행한지 3시간 

후 발생한 무균성 수막염 1예와 자궁경부 무력증환자에서 

경부환상봉합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행한지 90분 후 발생

한 무균성 수막염 1예를 보고하 는데 그 원인을 세척 후 

유리주사기내에 남아있던 소독제로 생각하 다.이 환자는 

소염진통제와 항생제, H2 히스타민수용체 길항제를 지속적

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약제는 무균성 수막염을 일

으킬 수 있고 특히 기저에 자가면역 질환이나 아교질 혈관 

질환(collagen vascular disorder)을 가진 여자에게서 급성 과

민 반응의 일종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1) 이 

환자는 6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측 시신경 손상과 

잦은 구강내 궤양, 양측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로 스테로이

드 치료 및 고관절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경염은 다발경화증(multiple sclerosis),14) 잦

은 구강내 궤양은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

tosus)같은15) 자가면역질환에서 빈발한다. 또한 이를 위한 

스테로이드 치료는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16) 이로 미루어 기저 질환으로 자가면역 질환이 내재

해 있던 환자가 상기 약제를 사용 함으로서 무균성 수막염

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소 마취제의 

보존제, 소독약, 장갑 분진 등 어떤 것이든 지주막하강에 

주입되어 무균성 수막염이 발생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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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수막염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가면역반응성 뇌

질환이 발생하 다. 뇌 자기공명 상 상 혈관염(vasculitis), 

급성 산재성 뇌척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혹은 탈수초성 질환(demyelinating disease) 등이 의심되었고 

혈액 검사상 갑상선에 대한 자가 항체(antithyroglobulin anti-

body 5586 U/ml, 정상: 0-100 U/ml, antimicrosomal antibody 

355 U/ml, 정상: 0-100 U/ml)가 높게 검출되었다. 갑상선 

자가 항체는 갑상선 질환이외에도 전신홍반루푸스,17) Hashi-

moto's encephalopathy 등의18) 자가면역 질환에서 항진되어 

나타나고 이들 질환은 뇌질환의 임상증상과 함께 상기 뇌 

자기공명 상을 보일 수 있다. 이 환자는 잠재되어 있던 자

가면역 질환이 수술 혹은 마취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수술 혹은 

마취 후에 자가면역 반응으로 탈수초성 말초신경 질환이 

유발된 경우를 보고하고 있다.19) 자가면역 질환은 임상 양

상, 자기공명 상, 항원 항체 규명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정

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본 증례에서도 한가지의 자가

면역 질환을 규정할 수 없었다. 이 환자는 수막염이 호전된 

후에도 우측 시력 저하, 언어 장애, 하지 마비가 있어 뇌 

자기공명 상 촬 과 항원 항체 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결

과 자가면역성 뇌질환이 의심되어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

하 다. 이후 임상 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나 우측 시력 저

하, 하지 근력 저하 및 좌측 상지 강직증 등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일상적으로 무균조작을 시행해도 척추마취후 

수막염은 발생할 수 있으며 무균성 수막염인 경우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완쾌된다. 그러나 세균성 수막염을 완

전히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수막염이 의심되면 뇌척수액 검

사와 배양을 실시하면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수

막염의 치료 후에도 신경학적 증상이 남는 경우는 수막염 

외에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하며 자가면역 질환이 유발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서 자가면역성 뇌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뇌 자기공명 상 촬  및 면역 항체 검사 등의 

감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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