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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한 경막외 카테터의 거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술 후 통증조절이나 마취를 위한 목

적보다 훨씬 장기간의 카테터 거치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경막외 카테터 거치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합병

증 중의 하나가 경막외 농양이며 이는 매우 드문 질환이기

는 하나 신경학적인 합병증으로 인해 구마비,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1) 또한, 

만성통증조절을 위한 카테터 거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

려할 때 경막외 농양의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들은 경막외 농양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당뇨를 가

진 암성통증 환자에서 90일 간의 카테터 거치 후 발생한 

경막외 농양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치

료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3세 여자 환자로서 1년 전 좌측 신장세포암으로 진단받

았고 진단당시 이미 종양이 대요근과 복벽으로 전이된 상

태 다. 또한, 6년 전에 진단받은 당뇨로 식이요법과 더불

어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본원 내과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하던 중 

요통과 둔부의 통증이 악화되어 본원 통증치료 실로 의뢰

되었다. 환자는 우선 진통소염제와 경구용 모르핀을 투여 

받고 증상이 호전되는 듯 했으나 9개월 전부터는 시각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80-90 mm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둔하고 지속적인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

여 방사선 투시하에 우측 대요근 근구 차단술을 시행한 후 

VAS 20 mm로 통증이 감소되었다가 시술 3주 후 다시 양

측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양측 대요근근구 차단술을 

시행하 다. 그 후로 통증은 VAS 20-30 mm로 잘 조절되

었으나 4개월 전부터는 다시 요통과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여 종양의 척추전이를 의심하고 요추부 자기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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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촬 을 시행했으나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더 나은 제통효과를 얻기 위해 요추부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하기로 하고 제 1-2 요추간에 카테터 거치 후 지속적 

약물주입기(Baxter Two Day InfusorTM, Baxter Healthcare Co., 

USA)로 0.2% bupivacaine 100 ml와 morphine 20 mg을 혼합

하여 주입하 다. 적절한 제통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morphine

을 60 mg까지 증량하던 중 카테터가 임의로 빠져 다시 2-3 

요추간에 카테터를 거치하 다. 이후 morphine을 150 mg까

지 증량하여 VAS 10-20 mm로 만족할 만한 제통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랜 기간의 카테터 거치가 예상되고 카테

터의 확고한 고정을 위하여 제 2-3 요추간 카테터 피하 

매몰법(tunnelling)을 시행하 고 입원기간 동안은 철저한 피

부소독을 하 으며 어떠한 감염의 징후도 없었다. 그 후 통

증이 잘 조절되고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어 환자는 퇴원

하 다. 퇴원 후는 4일간 사용가능한 지속적 약물주입기

(Baxter Multiday InfusorTM, Baxter Healthcare Co., USA)로 바

꾸었고 보호자에게 교체방법을 교육시켜 집에서 교체하도

록 하면서 환자를 8일마다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 다. 또한 

한 번 사용한 지속적 약물주입기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하 다. 카테터 거치 60일째 다시 통증이 증가

하여 morphine을 200 mg까지 증량하 고 이후 통증은 잘 

조절되었다.

  경막외 카테터 피하 매몰법을 시행한 날로부터 90일 후 

환자는 계속 심해지는 요통과 양측하지의 저린감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 다. 하지의 저린감은 응급실 내원 5일 전 

외래에서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약물을 주입한 후부터 시

작되어 점점 심해지는 상태 으나 당시에도 카테터 삽입부

위의 감염의 징후는 없었으며 심한 요통의 호소도 없었다. 

응급실 내원시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70 mmHg, 맥박 80회

/분, 호흡 14회/분, 체온 36.5oC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 고 

혈액검사상 백혈구는 5,830/mm2로 정상소견을 보 으나 적

혈구 침강속도가 74 mm/hr, C 반응성 단백질 8.1 mg/dl로 

각각 증가된 소견을 보 다. 카테터 거치부위로부터 고름 

섞인 분비물이 나오면서 국소압통과 부종이 관찰되어 경막

외 농양 의심하에 응급 자기공명 상촬 을 실시하 다. 요

추 1, 2번 경막외 후방에 액체저류가 보이고 저신호 강도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소견을 보여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하

다(Fig. 1). 진단 당시 하지의 저린감 이외의 근력약화나 마비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면 히 관찰하 다. 혈당은 입원 후 

450 mg%으로 측정되어 수액에 인슐린을 섞어 투여하 다.

  응급실 내원 2일째 하지의 저린감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

려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 후궁절제술과 배농술을 시

행하 다. 흉추 12번에서 요추 2번까지 절개해 두꺼워진 황

색인대를 제거 후 경막외강에 노란색의 농양을 관찰할 수 

있었고 농양의 제거 후 항생제 섞인 식염수로 여러 번 세

척하 다. 농양의 배양결과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고 항생

제 감수성 검사결과 cephalothin, penicillin, oxacillin에 resis-

tant하고 ciprofloxacin, clindamycin, erythromycin, gentamycin, 

vancomycin 등에 sensitive 하여 3세대 cephalosporin계인 

cefoperazone을 투여하 다. 수술 후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한 달간 투여하 으며 통증조절은 수액에 섞은 morphine의 

정주로 대체하 다. 한 달 후 하지의 저린감은 점차 감소되

었고 요통도 많이 호전되어 다른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퇴

원하게 되었다.

고      찰

  경막외 농양에 관한 많은 보고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경

막외농양은 연간 10,000명의 입원환자당 0.2-1.2명의 빈도

를 나타내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1) 이중 경막외 카테터 거

치와 관련되어 생기는 경우는 더욱 드물며 대부분은 외상, 

척추수술 후 발생한 골수염, 피부와 상기도 감염의 혈행성 

전파 등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한다.1,2) 하지만 최근들어 임

상수기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점차 증가

하는 추세이다.2) 경막외 카테터 거치와 관련되어 생기는 경

우는 피부오염이 카테터를 타고 경막외강까지 전파되거나 

주입약물의 오염을 통한 감염, 원위감염균의 혈행성 전파 
Fig. 1. Elongated mass of hypointensity on T1-weighted in right 

L1-2 posterior epidural space which compresses the dural sac anterio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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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서 감염된다.3) 가장 흔한 원인균은 S.aureus이며 

S.epidermidis, 그 외 Pseudomonas, E.coli 등이 있다.4)

  Hunt 등의5) 연구에서 1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카테터 

오염정도를 조사한 결과 무균조작에도 불구하고 22%에서 

카테터가 오염되어 있었으며 이 중 45%가 S.aureus가 원인

균이었으나 실제적인 감염의 징후는 없었다고 한다. Du pen 

등의4) 350명의 말기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전향적인 연구에서도 9%의 환자에서 심부카테터와 

경막외강의 감염을 보 다.

  위험인자로는 면역저하, 악성종양, 당뇨, 외상, 항응고제

재 사용, 스테로이드 투여 등이 있다.1) Sowter 등은6) 스테로

이드를 투여받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서 경막외 카테

터 제거 23일 후 농양을 형성해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된 

경우를 보고하 는데 이는 스테로이드가 염증반응을 억제

해서 농양이 생긴 후에도 증상을 잘 발견할 수 없었던 경

우 다. Goucke와 Grazziotti는7) 당뇨환자에서 경막외로 약물

주입 후 감염의 징후를 보이거나 요통을 호소하면 경막외 

농양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으며 적혈구 침강속도의 측정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 다. 더불어 Danner와 

Hartman도2) 경막외강의 약물주입과 관계없이 경막외 농양

을 형성한 74명 중 14명이 당뇨가 있었으며 이는 매우 중

요한 위험인자라고 기술하 다. Heller 등도8) 췌장염이 동반

된 당뇨의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포성 면역의 저하로 인한 심각한 면역저하상태가 되기 

때문에 경막외 카테터 거치는 금기라고 하 다.

  가장 흔한 임상증상은 열, 요통, 국소압통인데 대개의 증

상의 발현은 비특이적이고 다양하므로 조기진단에 많은 어

려움이 있다. Baker 등의1) 경우도 처음 진단시 경막외 농양

으로 진단한 경우는 25%에 불과했고 그 외의 경우는 요통

(lumbago), 추간판 탈출증, 담낭염, 뇌수막염 등으로 초기진

단을 내렸다고 한다. 질환의 진행이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구마비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하는 이 질환의 특성상 조기진단은 매우 중요하며 진단

시의 신경학적 장애의 중증도와 예후는 접한 관계에 있

다. Wang 등은9) 경막외 카테터 거치 후 발생한 19명의 경

막외 농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 전 근력약화

나 마비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 12명 중 2명만이 수술 후 

증상의 호전을 보 으나 근력약화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

타나기 전 수술한 환자에서는 7명 중 3명에서 증상의 호전

을 보 다고 기술했다. 

  국내 보고에서 Han과 Oh는10) 장기간의 카테터 거치 후 

발생한 경막외 농양을 보고한 바 있는데 진단 당시 이미 

하지의 근력약화와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후에도 하지

마비 등의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겼으나 본 증례의 경우는 

하지의 저린감만 나타나는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 으므

로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다. Sillevis 

Smith 등은11) 경막외 카테터를 거치한 환자가 기존의 종양

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한 요통을 호소할 경우 반드시 경막

외 농양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특히 경막외로 약물 주입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가장 특이적으로 농양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하 다. 또한 이러한 증상들은 종양의 진행과 

경막외 섬유증과도 구별되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본 증례에

서도 응급실 내원 5일 전 외래에서 경막외 카테터를 통해

서 0.2% bupivacaine 5 ml를 1회 주입했을 때 하지에 갑작스

런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했으며 이는 돌이켜 볼 때 경막외 

농양을 시사하는 특이소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기공명 상

촬 을 실시해야하며 치료는 수술로 농양제거 후 항생제 

치료를 4주 시행한다.

  본 증례의 경우 응급실로 내원 당시 열이나 백혈구 증가 

등의 소견이 없었고 초기 신경학적 징후인 하지의 저린감

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카테터 거치부위에서 고름이 섞

인 분비물이 나오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경막외 농양을 

의심할 수 있었고 빠른 처치를 통해 별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카테터 장기간 거치시 가장 주의할 점은 감염예방이다. 

이를 위해서 카테터 삽입시 엄격한 무균조작을 해서 오염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약물 주입시 한 번 이상 사

용되었던 약물은 반복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지속적 약물주

입기와 micropore filter를 사용해 한 번 더 오염의 기회를 

줄여야 한다

  추후 관리 시에도 잦은 소독과 카테터 거치부위의 국소

발적이나 압통, 발열감 등의 국소염증소견이 없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히 당뇨, 악성종양 등의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에서는 카테터 거치후 항상 경막외 농양의 발생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잦은 소독을 통해 감염의 유무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카테터 거치후 퇴원 시에도 카테터 관리법과 피부소독법

을 철저히 교육시켜 조금이라도 이상소견을 보이면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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