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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경색은 뇌 경색과 그 발생 기전이 유사한 질환으로

기존의 동맥 질환, 저혈압, 색전증, 혈전증, 혈관염, 수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침범된 이하 부위

에서의 감각 소실과 운동 마비 및 자율 신경계의 이상 등

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1-3)

척수 경색은 1904년 처음 보고되었으며 뇌 경색에 비해

그 발생 빈도가 상당히 낮은 질환이다.
1)
특히 척추 수술 후

합병증으로서 척수 경색의 발생은 더욱 드물어서
2)
그 보고

사례를 잘 찾아보기 힘든데 저자들은 제11 흉추 파열 골절

로 후방 감압술과 체내 금속 고정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제8 흉추 이하의 감각 마비와 하지의 운동 능력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인 척수 경색 발생 사례를 경험하 기

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9세 여자 환자가 내원 2개월 전에 넘어져서 허리 통증

으로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원 3일 전부터 하지

의 감각 이상과 근력 약화 증상이 있어 내원하 다. 내원

당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제10 흉추 이하 부위의 감

각이 감퇴되어 있고 하지의 근력도 경도로 감소된 소견을

보 다. 또 하지의 심부 건반사가 증대되고 바빈스키 징후

도 나타났다. 그러나 배변과 배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

었다. 척추 자기공명 상 검사상 제11 흉추 파열 골절로 진

단되었고(Fig. 1) 골절에 의한 척수 압박으로 보고 후방 감

압술 및 체내 금속 고정술을 받게 되었다. 과거력상 1년 전

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 환자의 체중과 신장은 59 kg, 151

cm 고 수술 전 시행한 혈액 검사, 요 검사, 간 기능 검사,

혈액 응고 검사, 혈중 당 검사 및 지질 검사는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죽상동맥경화증 소견과

Spinal Cord Infarction following Spine Surgery in the Patient with Vertebral Bursting Fracture
- A case report -

Sang Jin Park, M.D.*, Hyun Chul Jung, M.D., and Dae Lim Jee, M.D.
*Dalseong-gun Public Health Center;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Spinal cord infarction as a complication of spine surgery occurs rarely. Herein, a case of spinal cord infarction, which developed

in a 69 year old woman following posterior decompression and internal fixation for a T11 bursting fracture, is descirbed. The

anesthetic induction and intraoperative course were uneventful, except at the end of the procedure, where her blood pressure

suddenly dropped from 130/90 to 90/60 mmHg. The patient was aggressively treated with a transfusion and vasopressor, the

blood pressure then returned to its usual value within 10 minutes. However, during a physical examination in the recovery room,

the patient was found to have flaccid lower limbs, with impaired sensory function below the T8 level. Her cord diameter had

increased, and a high signal lesion was observed within the thoracic spinal cord, from T9 to T12 level on T2-weighted MR images,

which was diagnosing as a spinal cord infarction, was and showed no improvement despite the immediate and aggress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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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염 양상을 보 으며 동맥혈 혈액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 으나 정상 범위 다. 평소 환자의 혈압과 맥박은

110-130/60-80 mmHg, 60-80 beats/min으로 유지되었다고

한다.

마취 전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실에 도착한 후에는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계,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맥박

산소 계측기를 부착하 다. 수술 전 혈압은 120/80 mmHg,

심박수는 85 beats/min, 산소 포화도는 97%이었다. 마취유도

는 thiopental sodium 250 mg, rocuronium 50 mg, fentanyl 50

μg을 정주한 후 sevoflurane 3 vol%, N2O 3 L/min, O2 3 L/

min을 마스크로 호흡시켰고 자발 호흡이 사라진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마취 유지는 sevoflurane 1.5 vol%, N2O

1.5 L/min, O2 1.5 L/min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0

mmHg 정도 유지되도록 조절 호흡을 하 다. 기관내 삽관

후 환자의 체위를 복와위로 바꾸었다. 수술 시작 직후 시행

한 혈액 검사에서 헤마토크릿 33%, 혈색소치 10.2 g/dl로 측

정되었다. 수술 중 혈압은 120-130/60-70 mmHg, 심박수

는 65 beats/min, 산소 포화도는 99%로 유지되었다. 수술 도

중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헤마토크릿과 혈색소치가 28%,

8.7 g/dl로 측정되어 농축 적혈구 수혈을 시작하 다. 수술

종료 30분 전 심박수의 변화 없이 갑작스럽게 혈압이 90/60

mmHg로 하강하 다. 이 때 시행한 혈액 검사상 헤마토크

릿이 23%, 혈색소치가 7.1 g/dl로 측정되어 농축 적혈구를

환자에게 급속히 수혈하 다. 신속히 농축 적혈구 2 units를

수혈한 후에도 환자의 혈압은 90/60 mmHg에서 상승하지

않았으며 이때 시행한 혈액검사상 헤마토크릿이 38%, 혈색

소치는 11.8 g/dl로 측정되었다. 이에 phenylephrine 25μg을

정주하고 dopamine 5μg/kg/min을 점적 투여하 다. 10여 분

정도 지속되던 저혈압 증상은 이후 110/70 mmHg 정도로

상승되었다. 집도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가능한 빠르

게 수술을 종료하도록 하여 환자의 자발 호흡과 의식을 회

복시킨 후 회복실로 이송하 다. 수술 중 환자의 소변량은

1,000 ml, 출혈량은 대략 1,500-1,800 ml 정도로 추정되었

고, 농축 적혈구 5 units와 수액 5,000 ml 정도가 환자에게

정주되었다.

회복실에서 빠르게 시행한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상 제8

흉추와 12 흉추 사이의 부위에서 지각 감퇴(hypoesthesia)와

통각 감퇴(hypoalgesia)가 있었고 그 이하 부위에서는 완전한

감각 소실이 있었으며 양하지는 움직이지 못했다. 또 하지

의 심부 건반사는 소실된 반면 바빈스키 징후가 나타났다.

이에 척수 손상이라 생각하고 즉시 methylprednisolone

(Methysol
Ⓡ
) 1,800 mg을 생리식염수 100 ml에 섞어 15분간

점적 투여하 다. 곧바로 시행한 척추 자기공명 상 검사의

T2 강조 상에서 제9 흉추에서 12 흉추까지 이어지는 부

위에 고음 의 척수 경색 소견을 보 다(Fig. 2). 척추 자기

공명 상에서 종양, 혈종 혹은 이물질의 압박이나 수술에

의해 초래된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척수 동맥이 막혔

는지 진단하기 위해 척추 혈관조 검사를 하고자 하 으

나 환자가 더 이상의 검사를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하 다.

환자의 활력 징후는 혈압과 맥박이 120/70 mmHg, 80 beats/

min로 안정되었고 더 이상 증상의 변화가 없어 병실로 이

Fig. 1. T2-weighted MR image before a spine surgery shows T11

bursting fracture and a normal signal intensity within the spinal cord

from T9 to T12.

Fig. 2. T2-weighted MR image of the spinal cord shows an abnormal

signal hyperintensity within the spinal cord from T9 to 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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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외 2인：척추 수술 후 생긴 척수 경색

송되었다. 병실에서 시행한 혈청 매독 검사와 심전도, 심초

음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재활 치료를 위해 재

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이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감각 소실과 하반신 운동 마비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배뇨

와 배변 장애의 소견도 보 다. 환자는 지속적인 재활 치료

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호전 없이 수술 77일째 퇴원하

다.

고 찰

본 증례에서와 같이 척추 수술 후 발생한 척수 경색으로

감각 소실과 하반신 마비가 온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수술에 의한 직접적인 척수 손상

에 의해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척수 동맥이 혈전 혹은

색전에 의해 막히거나 전신 저혈압으로 척수에 산소와

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경색이 생길 수도 있다. 본 증

례에서 수술 집도의에 따르면 수술 술기에 의한 척수나 척

수 동맥의 손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며, 척추 자기공명

상 소견에서도 수술 조작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이나 종

양, 혈종 혹은 이물질이 척수를 압박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

아 직접적인 척수 손상에 의한 척수 경색의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 다. 하지만 저혈압에 의한 척수 경색

과 혈전이나 색전에 의한 경색은 자기공명 상 소견과 환

자의 증상 및 징후로서는 구분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저혈

압이나 색전 혹은 혈전이 모두 척수 경색의 원인이 될 가

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척수는 한 개의 전방 척수 동맥과 두 개의 후방 척수 동

맥 그리고 주위 동맥들(circumferential artery)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는데 대동맥류의 수술적 처치나 파열, 동맥 박리, 척

추 기형의 수술, 혈전, 심정지 및 저혈압 등의 상황에서 척

수의 혈류 장애가 척수 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3,4)

본

증례의 경우 수술 중에 120-130/60-70 mmHg로 유지되던

혈압이 수술 종료 30분 전 갑작스럽게 하강하고, 혈압 하강

당시 환자의 헤마토크릿과 혈색소치가 각각 23%, 7.1 g/dl

던 점을 감안한다면 수술 후 환자의 척수 경색이 저혈압으

로 인한 척수 관류압 감소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 특

히 환자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저혈압으로 인한

척수 경색증의 발생은 더욱 용이하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Singh 등도
3)
수술 중 저혈압에 의해 척수 경색이 발생한 예

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혈압 하강 직후 곧바로 수혈을

시작하여 헤마토크릿과 혈색소치를 교정하고 승압제 투여

를 통해 혈압을 상승시켜서 저혈압이 지속된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하 다. 또 환자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

나 평소 혈압이 정상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으며 혈압 하

강의 정도도 평소 혈압에서 20-30 mmHg 정도 밖에 감소

되지 않았고, 더구나 척수 조직은 뇌 조직에 비해 혈류량의

자율 조절이 용이하며 저혈압에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미

루어 볼 때,
5)
단순히 저혈압에 의한 관류압 저하가 본 증례

에서 척수 경색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수술 도중에 생긴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척수 동맥

이 막혀서 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척수 경색 같은

척수의 손상은 신경학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척수 쇼크

(spinal shock)에 의해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데
1,6)
본 증례

에서도 수술 도중에 갑작스러운 저혈압이 생겼을 뿐만 아

니라, 농축 적혈구를 수혈하고 승압제를 투여하여 곧바로

환자의 혈압을 110/70 mmHg 이상으로 상승시켰음에도 불

구하고 수술 후 감각 소실과 하지의 운동 마비 증상이 나

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 혈전이나 색전도 본 증

례에서 척수 경색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죽상동맥경화증

은 척수 경색의 흔한 원인들 중 하나로
1)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대동맥에서 혈류로 떨어져 나온 죽상종이 예기치 않

게 척수 동맥을 막아 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

자에게도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비

교적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기 색전증은 임상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혈압이 내려갈 때 의심할 수 있으며 공기

색전증에 의해 환기 불균형이 일어나 저산소증과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떨어지고 심전도에 변화가 생긴다.
7,8)
또

지방 색전증의 경우는 점상 출혈, 중추 신경 장애, 저산소

증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인다.
9)
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혈압

이 일시적으로 하강한 것 외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

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그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혈

전에 의한 척수 경색 역시 수술 전후에 시행한 혈액 응고

검사와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사실 본 증례에서

의 척수 경색이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척수 동맥이 막혀서

생긴 것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척추 혈관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환자의 거부로 시행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골절된 척추골이 척수를 압박하여 수

술 전 이미 경색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하지

만 내원 당시 환자는 경도의 하반신 감각 감퇴와 근력 약

화 증상만을 보 고, 수술 직후 갑자기 하반신의 완전한 감

각과 근력 소실 등 기존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와 배뇨 장

애, 심부 건반사 소실 등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 또 수술

전에 시행한 척추 자기공명 상 검사에서는 척추 골절 외

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던 데 반해 수술 후 응급으로 촬

한 척추 자기공명 상에는 특징적인 척수 경색 소견이

나타났다. 따라서 저자들은 수술 전 환자의 증상은 골절된

척추골에 의한 단순한 척수 압박 때문이고, 척수 경색은 이

후에 수술 중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 을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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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경색은 어느 척수 동맥에 손상을 입느냐에 따라 서

로 다른 증상을 나타낸다. 전방 척수 동맥 경색 시 증상은

등 또는 경부 통증, 급격히 진행하는 이완성 근력 약화, 심

부 건반사의 소실, 통증과 온도 감각 장애, 배뇨 장애와 마

비성 장폐색 등의 자율 신경 장애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서는 항진된 심부 건반사, 바빈스키 징후와 간대 등의 상부

운동 신경 손상 징후가 나타난다.
1)
후방 척수 동맥 경색은

전방 척수 동맥 경색에 비해 상당히 드물며 가벼운 촉각,

진동 감각 및 심부 건반사의 소실을 나타내지만 근력, 통증

과 온도 감각은 침범된 척수 분절을 제외하면 보존된다.
1)

본 증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방 척수 동맥 경색의 증상

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후방 척수 동맥 경색의 증상인 심

부 건반사 소실도 보 다. 저자들은 수술 직후에는 경색에

의해 팽윤된 전척수가 후척수를 압박하여 나타난 증상이라

고 생각하 으나 후방 척수 동맥 경색의 증상이 오랜 시간

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어 혈압 하강이나 색전 등의 원인

에 관계없이 두 척수 동맥 모두에서 경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 다.

척수 경색의 진단은 특징적인 환자의 증상과 함께 척수

외상, 급성 척수염, 경막외 혈종과 같은 급성 압박성 병변,

종양 등을 배제하기 위해 척수강 조 술, 컴퓨터 단층 촬

술, 자기공명 상촬 같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0)

이중 효과적이고 비침습적인 것은 자기공명 상촬 인데

특징적인 소견으로 T1 강조 상에서는 신경학적 결손과

상응하는 위치의 척수에 경계가 불분명한 저음 이 보이고,

T2 강조 상에서는 척수의 경색 부위에 비정상적인 고음

소견이 보인다.
1)
본 증례에서도 제9 흉추에서 12 흉추까

지의 척수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고음 소견을 보여 척수

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척수 경색증 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명확히 확립된 바

는 없지만 주로 대증 요법으로서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하

고 방광, 장, 피부 등에 대한 고식적인 치료가 행해진다.
1,11)

또 고용량의 methylprednisolone을 척수 관류를 증가시키고

국소적 염증반응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1)
본 증례

에서처럼 전신 저혈압에 의한 척수 경색이 의심스러울 경

우 적극적인 수액 투여와 함께 평균 동맥압을 85 mmHg 이

상 유지시키며 척수 경색이 더 진행되지 않고 척수 관류가

잘 되도록 적절한 혈관수축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척수 경색의 원인이 혈전이나 색전으로 판

단된다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색전이 척수 경색의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부위의 출혈 등 여러 부작용을

감수하고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의 척수 경색은 수술 중 발생한 저혈

압보다 색전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어느 하나의

독립적인 원인 때문인지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했는지 감

별할 수는 없었다. 척수 경색은 뇌경색에 비해 매우 드문

질환이기는 하지만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므로 항상 질

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이에 따른 수술 중 세

한 환자 감시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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