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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Extremity Weakness after Cervical Epidural Steroid Injection in Previous Spinal Surgery Patient
− A case report−
Mi-Ae Ha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eoul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Korea

  A 46-year-old woman received one cervical epidural injection for the management of her neck and shoulder pain.  The patient 

was placed in the prone position without sedation.  By using the “loss of resistance to injection of air” technique, the epidural 

space was identified at the level of C7-T1 inter-laminar space.  After needle placement was confirmed by biplanar fluoroscopy 

and contrast dye, mixture composed of 20 mg of triamcinolone acetonide and 0.125% chirocaine (6.5 ml total volume) was injected.  

The patient reported no reaction or signs of spinal cord irritation during needle placement attempt.  She was developed both low 

extremity motor weakness and the repeated MRI of the cervical spine indicated right focal cervical myelopathy.  It is unknown 

whether the neurologic injury sustained by patient was the result of spinal cord penetration by the needle, adverse effects from 

neural tissue exposure to the injected drug, or a combination of both factors.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593～7)

Key Words:  epidural steroid injection, motor weakness. 

  작용시간이 긴 스테로이드제제를 경부 경막외강에 주입

하는 것은 경부통(cervical pain), 경부 신경근염(cervical radi-

culitis), 경부 신경근증(cervical radiculopathy) 환자에게 우선

으로 선택되는 보편  제통방법이다.1-3) 

  추 척수강과 경막외강에 투여된 스테로이드제의 신경

독성 가능성은 경고 된 바 있지만4) 심각한 부작용  합병

증의 정확한 발생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경막외 스테

로이드 사용과 련된 법정분쟁에 한 미국 마취과학회의 

2004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신경손상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이 24 , 사망이나 뇌손상이 9 , 두통이 20

, 통증이 증강된 경우가 10 로 보고하 다.5)

  자 등은 경추 방융합술을 받은 환자에서 경막외강 

내 국소마취제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주사 후 하지 근력약

화를 경험하 기에 합병증인 신경독성, 신경손상  스테로

이드제제의 약물학  작용 등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증      례

  체  49 kg, 신장 147 cm의 46세 여자 환자로 여자 환자

로 3개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목과 어깨의 통증  

양손 림을 주소로 입원하여 퇴행성 척추증(degenerative 

spondylosis, C-spine)  경추 5−6 추간간격 감소(disc space 

narrowing with posterior spur change and bilateral uncover-

tebral joint hypertrophy, limitation of motion)과 요추 5번 척

추증(spondylosis, both bilateral L5 pars interarticularis defect, 

limitation of motion)이 찰되어 경부 MRI 촬  후 경추 

5-6의 추간  앙 탈출로 진단 받고 경추 5−6 디스크 제거

술  방 경추융합술(cage insertion and anterior interbody 

fusion) 시행 받고 한 달 뒤 통증치료실에 의뢰되었다. 환자

는 수술 후 손 린 것은 개선되었으며 목과 어깨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 다. 술 후 환자에서 상하지 모두에서 근력

의 감소와 감각신경장애는 찰되지 않았고 두통은 경추성

인 것으로 단되어 목주  근육의 동통유발  주사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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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biplanar c-arm image shows contrast dye diffusion through 

cervical epidural space.

Fig. 2. The T2-weighted cervical MRI image in sagittal plane shows 

focal high signal intensity at C7-T1 level.

Fig. 3. The T2-weighted cervical MRI image in axial plane shows right 

posterolateral high signal intensity at C7-T1 level.

육자극술(intramuscular stimulation, IMS)을 시행하 고 ㆍ

소 후두 신경을 차단하 다. 이 후 목과 어깨 근육의 통증

은 호 되었으며 경추 후  부 의 압통으로 C5-6, 6-7 

양측의 내측지 차단을 한차례 시행하 다. 술 후 37일 째 

지속되는 목의 축성통증에 하여 경추 경막외강 스테로이

드 주사를 하기로 계획하 다. 환자는 별도의 진정제 투여 

없이 엎드린 자세에서 c-arm을 거치하고 시술 부 를 베타

딘 소독액으로 닦은 후 멸균포를 덮고 C7-T1 추궁간의 

앙 피부와 피하에 26 gauge 바늘로 1% 리도 인을 침윤하

다. 18 G Tuohy 경막외바늘(Perican, B braun, USA)을 이

용하여 공기 항 소실법으로 경막외강을 확인하 다. 조

제 이오 이돌(IopamiroⓇ 300, Bracco, USA)을 2 ml 주사하

여 경막외강에 조 제가 퍼지는 것을 찰 후 0.125% 

Levobupicacaine HCL(Chirocaine, Abbott Laboratories, Norway) 

6 ml과 triamcinolone acetonide(Rheudenolone, Kukje Pharma, 

Korea) 20 mg 혼합액을 서서히 주사하 다(Fig. 1). 조 제 

주사  환자는 어깨와 팔에 약간의 이상감각을 호소하며 

팔을 약간 움직 으며 시술이 끝나고 회복실 이송침 로 

스스로 옮겨 바로 웠고 회복실에서 활력증후가 안정되어 

병실로 이송되었다. 약 4시간 후 병실 방문에서 환자는 화

장실에 다녀오다 넘어졌다고 하 지만 사지의 움직임이 자

유롭고 손의 쥐는 힘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이틀 뒤 환자 

환자는 무릎에 힘이 빠진다고 하며 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 다. 퇴와 무릎 발목과 발가락의 굴곡과 신 의 제한

은 없었다. 슬개건 반사와 발목 반사는 모두 나타났다. 신

경과에 자문을 구하고 척추 정형외과의와 상의하 다. 이 

때 발열 반응  시술부 의 압통이나 발 은 없었다. 일반

액검사, 구침강속도, C 반응성 단백, 해질 검사 등

은 정상범  으며 환자에게 운동실조를 일으킬 수 있는 

약제인 gabapentin, alprazolam 등은 단되었다. 뇌척수액 검

사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척추 조 증강 MRI 촬 은 환자

에 의해 한차례 미 졌다가 10일째 시행되었고 경추 5-6 디

스크 공간에 cage가 거치되고 방융합술 상태로 경부 척수

의 부종  종, 농양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3 mm간격으

로 단하여 상을 찰하자 C7-T1 level에 우측 후외부에 

5-6 mm의 T2WI 상 high signal intensity가 찰되었고 조

제에 의한 상증강은 뚜렷하지 않았으며(Fig. 2, 3) 그 외 

흉추부 요추부  척수에는 이상소견이 없었고 요추 5번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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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follow up T2-weighted cervical MRI image in sagittal 

plane shows decreased focal high signal intensity at C7-T1 level.

추증이 확인되었다. 뇌 MRI에서 뇌기종  뇌실질,  등

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양측무릎 이하에서 리고 

시린 느낌을 호소하 고 평행  보행(parallel-bar walking) 시 

운동실조와 보행 장애를 보 다. 소변 배변 장애는 나타

나지 않았으며 13일째부터 운동 로그램으로 자 거 페달 

밟기가 추가되었다. 환자에게는 주사용 메칠 드니솔론 

나트륨 호박산염(SalonⓇ주, 한림제약, 한국)이 하루 1 g 씩 

정맥으로 5일간 투여되었고 그 이후 먹는 prednsolone pulse 

therapy로 8일간 투여되었다. 염을 확인하기 한 액

검사인 RA factor, Ig G, Antiphospholipid Ab, Anti- Jo-1 Ab, 

AntiSm Ab, Anti-ds DNA Ab, FANA, Cryoglobulin 등에서는 

이상소견이 찰되지 않았고 14일째 시행한 신경생리 검사 

상 체성감각유발 , 뇌간청각유발 , 시각유발 는 

정상이었다. 차 환자의 발 림과 시린 증상은 호 되었

고, 하지에서의 근력 검사에서 퇴굴곡 근력은 우측 좌측

이 grade IV−/IV, 퇴신 은 우측 좌측이 II-III/II-III, 외  

IV
−/IV, 내  IV−/IV, 무릎 굴곡 근력은 우측 좌측이 grade 

III/IV−, 무릎 신  근력도 우측 좌측이 grade IV−/IV−, 발목 

배측굴곡 근력도 우측 좌측이 grade IV−/IV, 족측굴곡이 

III/IV, 발목내  IV
＋/IV＋, 발목외  IV＋/IV＋, 발가락 배측굴

곡 IV/IV, 족측굴곡 IV/IV＋로 나타났다. 감각검사에서 

pinprick test 상 좌측의 감각이 C5,6 level 이하에서 50% 정

도 감소를 보 고 각, 진동감각 한 좌측하지에서 감소

된 양상이다. 슬개건 반사, 족  반사는 우측이 좌측에 비

해 ＋＋＋/＋＋로 약간 증가된 양상이었다. 기타 병 반사, 

발목간 성 경련(ankle clonus)은 찰되지 않았다. 약 한 달 

후 재촬 한 경부 MRI 소견상 C7-T1 level의 척수의 우측으

로 보 던 T2WI상의 small high signal intensity는 그 크기가 

감소되어 미세하게 찰되며 조 제 상증강 스캔 상 비

정상  증강소견은 뚜렷하지 않았다(Fig. 4). 

고      찰

  과거 2004년 미국마취과학회의 closed claims study의5) 보

고에 따르면 1970−1999년 사이 통증시술과 련된 합병증

은 계속 증가 추세로 1990년 의 모든 법 분쟁의 10%를 

차지하 다. 이들  가장 많은 합병증이 신경손상이며 경

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와 련 있는 경우가 약 40%를 차지

한다. 이들  6 는 하반신 마비, 1 는 사지마비로 보고

되었다. 

  직  척수손상 험은 경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후 두 가 보고된 바 있다.6) Midazolam, propofol으로 진정

된 환자들이 척수에 바늘이 닿는 것을 표 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 다. 한 추간  탈출 환자에서 척수가 

뒤와 으로 이동되고 경막외 지방층과 뇌척수액층도 얇아

져 주사 후 일시  신경손상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척수가 

뒤로 리면서 경막을 뚫지 않고도 척수나 신경근 손상이 

가능하다고 기술하 다.7) 본 증례 환자의 경우도 수술 후 

방척추 융합술로 인해 목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으며 

환자가 시술 에 양 팔을 움직 었기 때문에 엎드려 시술 

받는 자세에서 흡인 시 액과 뇌척수액의 역류는 없었지

만 경막을 뚫지 않고 약제 일부가 척수에 주사 을 가능성

도 있다. 경부 MRI T2 weighted image 상 척수 C7-T1 치

의 focal high signal intensity가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

다. 그러나 환자는 주사 시 통증이 없었고 상으로 바늘의 

경로가 보이지 않았으며 약제 모두가 척수로 주사 다면 

훨씬 더 넓은 범 에서 척수 부종과 병변이 찰 되었을 

것이고8,9) 임상 으로 훨씬 더 심각한 정도의 하지마비와 

배변 조 기능 장애를 래 했을 것으로 본다. 과거 C1-2 

조 술  조 제(iohexol)가 척수실질내로 15 ml 주사되어 

CT, MRI 상 척수실질 내 조 제 찰  C1-C6 척수부종

과 임상증상으로 우측상지의 근력약화와 반사이상항진이 

보고된 바 있다.10) 그들은 손상 기 으로 조 제에 의한 물

리  압박과 조 제의 신경독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환

자는 깨어 있었고 주사 시 순간 으로 얼굴, 목, 팔의 날카

로운 이상감각을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들이 치료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고용량의 정맥 스테로이드 주사로 

methyl-prednisolone을 30 mg/kg 정맥주사 후 5.4 mg/kg/hr로 

48시간 동안 투여하 다. 본 증례 환자에서도 스테로이드 

정맥투여를 시행하 으나 다리의 냉감이 개선된 효과는 있

었으나 근력약화정도를 개선시키지 못하 다. 

  척수손상의 경우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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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동물실험을 통해 직  공 의 바늘손상이나 바

늘 혹은 약제의 자극과 연축 등이 설명된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한국인에서 C7-T1 치에서 피부에서 경막

외강 까지 깊이는 여자의 경우 5.0 ± 0.6 cm으로11) 황색인

가 해부학 으로 앙부 에서 융합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경추부와 상흉추부의 경막외강의 깊이는 1−2 mm에 

불과하므로12) 바늘이 뇌척수막과 척수에 하기 쉽다. 우

리가 흔히들 알기로는 바늘이 척수에 진입할 때 에서 언

된 것처럼 환자가 통증성 이상감각을 느낄 것으로 생각

하나13,14)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뇌와 척수 자체는 감각신경 

분포가 없어 통증을 느낄 수 없고 의식 있는 환자에서 경

막외 마취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험용량 사용에

도 린 감각이나 운동기능 하 없이 바늘이 척수를 통

한 가 보고되었기 때문이다.8,9) 

  왜 어떤 경우는 인식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식을 못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경막외강에 함께 주사된 국소마

취제의 향도 있다.15) 하지만 국소마취제를 스테로이드와 

함께 혼합해 사용하는 이유는 환자의 증상이 소실되는 것

을 통해 스테로이드가 원하는 곳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함이다. 따라서 3−5 ml 소량 국소마취제를 시험 용량으

로 사용하여  주사로 인한 신반응이나 척추마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증례 환자에서 

시험용량 투여 없이 총 6.5 ml의 약제가 투여되었는데 이는 

교과서의 10 ml16) 보다 많은 양은 아니다. 만일 6.5 ml 모두

가 지주막하강에 주입되었다면 척추마취로 환자에서 

압, 심박출량, 호흡의 변화가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70세 여성에서 1.5% lidocaine 6 ml과 80 mg의 triam-

cinolone 혼합액이 요추 경막외강이 아닌 지주막하강으로 들

어간 후 심정지와 무호흡이 발생했고 심폐소생술로 회복되

었으나 10시간 동안 의식이 없던 가 보고 된 바 있다.17)

  척수내로의 바늘주입을 환자나 마취과 의사가 발견하기

는 어려우며 항상 신경학  결손이 래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척수 내로 국소마취제나 마

약제제 등의 약제가 주입된다면 주입약제로 인해 척수의 

모양이 변환되며 강력한 신경 류(neural discharge)가 발생하

여 환자가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다.14) 구  신경손상이 

래 다면 이는 국소마취제 자체 독성  척수의 물리  

변형이 그 원인일 수 있다.18) 

  척수의   척수동맥과 한 의 후척수동맥은 분

성 동맥(segmental artery)들의 액공 을 받게 되는데 

동맥 을 돌아 척추체 과 추간공들을 통과한다. 수질동

맥(medullary artery)이 막힌다 하여도 후척수동맥 류에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는 척수 공  동맥

들 간에 서로 측부순환(collateral circulation)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분 동맥(segmental artery)에 조 제, 알갱이

(particulate) 스테로이드 같은 물질이 추간공 주사를 통해 들

어가 척수 혹은 뇌간 경색 혹은 피질성맹(cortical blindness)

이 유발되었다는 보고도 있다.19,20) 추궁간 근법의 경우는 

바늘이 앙을 향하므로 좌우 척추신경의 손상가능성은 

으나 추간공을 통한 근 시 척추신경의 손상이 가능하다. 

추간공의 착이 심하다면 평소 신경이 려져 있고 신경

이 피할 공간이 없어 손상 받기 더욱 쉽다. 증례의 환자는 

추간공 근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직  척수  손

상 가능성은 낮지만 양측하지에 근력약화가 발생했고 경막

외강 후방  지주막의 동맥들이 서로 교통하고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혼합물에 의한 색  가능성도 있었다고 본다. 

만일 biplanar c-arm이 아닌 digital substraction angiogram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19) 좀 더 명확하게  내 주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Triamcinolne acetonide는 평

균 입자 크기가 20−50μm로 반감기가 36−72시간으로 길

어 항염증 효과는 오래 지속되나 방부제 benzyl alcohol을 

함유하는 알갱이 부유물 형태로 은 척수 을 막기 쉽

다. 반면 dexamethasone과 betamethasone은 sodium phosphate

를 용매로 사용하고 있어 수용성으로 에 들어가더라도 

안 하므로 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증례 환자

에서 사용된 0.125% levobupivacaine 6 ml와 triamcinolone 20 

mg 혼합물에 포함된 benzyl alcohol은 0.5 mg으로 자체로 신

경독성을 나타내기에는 무 희석된 농도로 보인다.

  기존 척추의 퇴행성변화, 나이 등으로 돌기(spur)나 후

 비 , 황인  비후 등으로 인해 척추 의 착이 있는 

경우  증식으로 추간공이 좁아지면 앙척추 의 용 을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경막외강으로 투여된 국소마취제가 

퍼지는데 장애가 되어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21) 증례의 경

우 기존에 퇴행성 추증과 추간  탈출  후 돌기가 있

었고 수술로 디스크가 제거되고 방융합 나사가 척추체에 

고정된 상태 으므로 수술 후 경막외강 내 용 이 감소된 

상태에서 국소마취제의 주사로 인한 압력이 척수에 달되

어 류공 의 일시  차단으로 허 을 유발하여 척수 내 

병변을 유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 으로 기계  손상은 측하기도 방하기도 힘들

지만 방사선 촬 을 통한 시술이 항상 정확한 바늘의 치

와 안 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사 후 

근력약화가 즉시 완 하게 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사 후에는 상세한 찰이 필요하고 통증치료 시 주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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