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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ial subdural hematoma developing after spinal anesthesia 
− A case report−

Sang Won Kwak, Min Kyo Suh, and Seong Su Kim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Uls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angneung Asan Hospital, Gangneung, Korea

  Intracranial subdural hematoma is an exceptionally rare complication of spinal anesthesia. An 88-year-old female patient diag-

nosed with grade Ⅴ uterine prolapse with rectocystocele received a vaginal hysterectomy and anteroposterior repair under spinal 

anesthesia.  At 4 days postoperatively, she appeared to have decreased orientation, inappropriate behavior, and right side weakness 

grade Ⅲ.  Brain MR diffusion and CT revealed a bilateral subdural hematoma.  She was improved after burr hole drainage.  

We report a case of intracranial subdural hematoma developing after spinal anesthesia, a rare complic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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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수술을 한 마취시 척추마취는 개복을 하지 

않는 회음부 수술이나 폐기능이 하된 노인환자의 자궁

출 수술시 자주 선택되어진다. 신마취에 비해 비교  안

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척추마취와 련하여 천자후 두통, 

요통, 종, 감염, 신경손상, 두개내 출  등의 합병증이 발

생할 수도 있다.1) 이  두개내 경막하 출 은 뇌경막과 지

주막사이에 종이 형성되었을 때를 말한다. 경막하 출 은 

교정맥이 찢어지거나 피질 들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

는 데 원인으로는 두부외상, 종양, 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뇌수막 성 매독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  외상으로 인

한 출 이 가장 많다. 이외에도 두부외상과 계없이 액

질환, 수두증에 한 단락술 후에도 발생될 수 있으며 신생

아에서는 분만시 뇌손상으로 인하여 올 수도 있다.2) 척추마

취와 련되어 발생하는 두개내 경막하 출 은 매우 드물

지만 생명을 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한편으로 마취와 련하여 국내에서는 신마취 후 성 

경막하 종으로 인한 각성지연에 한 보고가 있었다.3) 척

추마취와 련된 보고도 있는 데 부분 척수강 조 술시 

조 제의 사용과 련되어 있으며4) 단순히 척추마취와 연

된 뇌내출 의 보고는 드물다. 더군다나 출 에 한 보

고는 뇌실질내 출 이었으며5) 경막하 출 의 보고는 없었

다. 이에 자들은 노인환자에서 척추마취 후 기치 않은 

경막하 출 을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

자 한다.

증      례

  88세, 57 kg, 148 cm의 여자가 과거 20년 부터 자궁 탈

출증으로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3개월 부터 배뇨곤란

이 있어 질식 자궁 출술과 회음성형술을 해 산부인과에 

입원하 다. 과거력상 10년  고 압, 7년  통풍을 진단받

고 약물을 복용  이었고 일년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

원치료한 과거력이 있었다. 이외에 두부외상이나 다른 병력

과 가족력은 없었다. 흉부 청진상 양쪽 폐하부에서 거친 호

흡음이 들린 것 이외에는 이학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었

다. 수술  병실에서 측정한 압과 맥박은 130/80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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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rain CT shows hemorrhage in both cerebral subdural 

space.

Fig. 1. Brain MRI shows severe brain atrophy and fluid collection 

in both subdural space.

92 회/분으로 정상이었고, 수술  시행한 액검사상 색소 

11.6 g/dl, 헤마토크리트 36.8%, 소 수 281,000 cell/mm3이

었으며, 출 시간, 응고시간 등도 정상범 에 있었다. 흉부 

방사선 소견상 심흉곽비 0.65 정도의 심근비 와 양측 폐하

엽에 경도의 무기폐 소견이 찰되었고, 동맥  가스 분석

은 pH 7.468, PaCO2 27.2 mmHg, PaO2 61.3 mmHg, SaO2 

93%이었으며 폐기능 검사는 정상범 다. 심 도상 완  

우각차단을 보이고 있었고 심 음 는 정상이었다.

  입원 3일째 수술이 계획되어 척추마취하에 시행하기로 

하 고, 항고 압제의 유지외에 처치는 생략하 다. 수술

실 도착 후 환자 감시를 해 비침습성 압계, 심 도, 맥

박 산소 측정기를 거치하 다. 환자의 의식은 명료했으며 

압은 100/70 mmHg, 심박동수 78회/분 맥박 산소포화도 

95% 다.

  마취  300 ml 정도의 수액을 투여한 후에 환자의 자세

를 좌측 측와 로 한 후 제 4-5 요추간에 25 G 바늘로 천

자를 시행하여 모든 방향에서 뇌척수액이 잘 흘러나옴을 

확인한 후 0.5% 고비  bupivacaine (Heavy macaine, Astra 

Zeneca, Germany) 10 mg을 주입하 다. 약물 주입 시 통증

이나 이상감각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약물이 투입된 후 재

흡인 시에도 뇌척수액이 흡인됨을 확인하 다. 환자를 앙와

로 취하고 제 10 흉추 피부분  이하 부 의 감각차단을 

확인하 다. 약물 주입 20분후 마취 수  고정후 쇄석  자

세로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 시작 15분과 35분경에 압

이 80/50 mmHg까지 하강하여 각각 에페드린 5 mg과 수액

을 투여하여 술  압으로 유지하 다. 이 후 압은 100−
120/60−80 mmHg, 맥박수는 70−80 회/분을 유지하면서 수

술을 끝마쳤다. 척추마취 후 수술 종료까지 환자 의식의 변

화는 없었고 특별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 총 마취시간

은 160분이었고 수술시간은 135분이었다. 수술  하트만액 

1,050 ml 투여되었고 실 량은 300 ml, 요량은 40 ml 다. 

  수술 후 3일째까지 문제없이 지내다가 수술 후 4일째 아

들만 알아보고 시간과 장소에 한 지남력이 없었으며 불

안해하여 신경과에 자문을 의뢰하 다. 성 뇌경색을 의심

하여 확산 자기공명 상촬 상(Diffusion MRI) 성으로 의

심할 만한 뇌경색은 없었으나 심한 뇌 축과 양측 경막하

에 비정상 인 수액 류가 의심되었다(Fig. 1). 증상이 심하

지 않아 lorazepam과 prednisolone을 투여하며 경과를 찰하

다.

  수술 후 6일째 신경학  검사상 의식혼돈(GCS E2V2M5), 

실어증, 지남력 장애, 반사는 양쪽 모두 정상, 우측 편

마비 Grade III로 상태 호 을 보이지 않아 신경외과에 의뢰

하여 뇌압상승에 한 약물치료를 하며 찰하 다. 여 히 

증상호 을 보이지 않고 환시를 보이며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의식혼돈이 악화되어 촬 한 두개 산화단층 상

에서 양측 경막하 종과 뇌 축이 찰되었다(Fig. 2).

  수술 후 7일째 국소마취하에 종 배액술(burr hole drain-

age)을 시행하 으며 배액술 시행후 1일째 신경학  증상은 

차 호 되기 시작하여 수술후 23일째에 신경학  후유증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척추마취는 19세기 에 처음 시작된 이후로 마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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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부 마취  가장 흔히 사용하는 보편화된 시술이다. 

신마취에 비하여 수술  환자의 의식이 깨어 있어 환자

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 징후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

는 이 이 있으며, 기 지 삽 에 따른 험을 피할 수 있

는 안 한 시술로 인식되어져 있다. 하지만 척추마취와 

련하여서도 천자후 두통, 요통, 종, 감염, 신경손상, 두개

내 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

 천자후 두통이 가장 흔하며, 경막하 출 의 발생은 보고

가 거의 없었다.

  경막하 출 은 두부 외상 후 발생한 두개강 내 종괴 병

소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약 50%에서 두엽의 하방부

나 방 측두엽에 뇌좌상, 뇌실질 내 종, 뇌피질 열상과 

같은 뇌실질 손상과 동반되며, 이차 으로 높은 두개강내압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후도 불량한 편이다. 종과 

더불어 뇌부종도 나타나기 때문에 뇌 헤르니아가 발생하기 

쉽고 동공 부동증도 수반되며 뇌간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

므로 빠른 발견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6)

  일반 으로 성 경막하 종은 두부외상후 48−72시간

이내, 만성은 3주후에 경막하 종의 증상이나 징후를 보일 

때를 말하며 후는 증상이 늦게 나타날수록 좋다. 한 이 

종은 노년층에서 노화에 따른 뇌 축이 교정맥을 손상받

기 쉽게 만들어 외상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발생

된다.7)

  일반 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 보다는 외상에 의한 

성 경막하 종이 종을 제거하여도 뇌부종이 심하여 경

막외 종보다 후가 나쁘며, 사망률이 50% 이상이고 생

존한 경우도 신경학  후유증 등으로 정상 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Oliver 등은6) 수술 에 국소성 신경

학  이상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며, 활력징후를 찰하여 뇌

압 상승 시 나타나는 고 압과 서맥의 쿠싱 상을 볼 수

는 있으나 이런 변화는 비특이 이고 질병의 단계  마지

막에 나타난다고 하 다. 증례의 환자도 척추마취하에 의식

이 있는 상태 지만 수술 이나 직후에 특별한 이상을 발

견할 수 없었고, 만약 신마취를 시행했었더라면 이상이 

있었더라도 발견이 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뇌경색

의 과거력과 두 차례의 압하강이 두개내 종보다는 뇌

경색을 의심하게 하 다. 성 경막하 종은 주로 교정맥

(bridging dural vein)이나 경막 정맥동의 벽, 는 작은 표피 

뇌정맥의 외상성 열에 의해 발생한다. 때로는 주  뇌실

질의 직 인 좌상에 의한 뇌 종이 손상된 경막하강으로 

퍼져서 발생하기도 한다.8) 외상이 원인이 아닌 경우로써 자

발성 경막하 종이 있는데, 노인, 고 압, 뇌의 기질  병

변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노인일수록 뇌 축으로 

인해 증상이 분명해지기 까지 종이 축 되기 때문에 

외상과 임상양상이 나타나는 시간차는 나이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본 증례에서 수술후 4일째까지 진

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외상에 의하지 않고 

로 발생시킬 수 있는 험요인으로는  기형과 같은 

구조  병소, 종양, 감염, 알코올 독, 비타민결핍증, 응고

장애 같은 신 사 요인 등이 있고, 그 발생 기 은 동맥

성이고 지주막과 경막의 유착으로 인해 피질 동맥의 열

되어 생기게 된다. 한, 머리 외상이 없이 머리의 회 운

동과 whiplash injury 등도 잘 알려진 원인이다.9)

  증례의 환자에 있어서는 두부외상의 병력이 없었으므로 

외상으로 인한 종보다는 자발성 경막하 종이라고 생각

되어지며 88세의 고령, 고 압, 척추마취 등이 종의 생성

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척추마취 후 교정맥의 손

상이 발생했고 압력의 정맥 이 고여 경막으로부터 지주

막이 박리되어 아직 손상 받지 않은 교정맥들이 팽팽히 늘

어나 더 많은 정맥 열이 일어나고 차 종이 커지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분의 경우에 

뇌압이 정맥압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종이 증가한다. 마

취와 련하여 국내에서는 척추마취와 련된 경막하 출

의 보고는 없지만 척추마취후 뇌내 출 의 보고와6) 신마

취 후 발견된 경막하 출 에 한 보고가 있었고3) 해외에

서는 척추마취후 발견된 성-아 성-만성 경막하 출 에 

한 보고는 다수 있으며 근래에도 보고되고 있다.10-12) 경막 

천자후 두개내 경막하 출 에 한 PubMed에 1979−2005년

간 보고된 69 를 분석한 Nakanuno 등의 보고에 의하면 

70%의 환자에서 마취와 련하여 경막하 출 이 발생하

으며, 80%의 환자에서 천자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하 고 의

식장애, 구역, 반신마비, 복시와 같은 다양한 신경학  증상

을 보 다. 83%의 환자에서는 완 한 회복을 보 고, 11명

은 지연된 진단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하 다.13)

  척추마취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경막천자 후 두통과 뇌

출 에 의한 두통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 먼  경막천자 후 

두통은 선 자세, 기침, 힘주는 것 등에 의해서 악화된다. 이 

경우 수액을 충분히 투여하고 침상안정을 시키면 48시간 

이내 반응을 보인다. 경막천자 후 두통이 생기는 기 은 경

막천자 부 로 뇌척수액이 지나치게 새면서 두개내 구조물

들의 미추부로의 가 두개내 통증에 민감한 경막과 

 구조물을 견인하는 결과를 래하여 발생한다. 처치로 

뇌척수액이 새는 것을 멈추게 하기 해 경막외 자가 액 

패취를 시행하는 것이다.14) 이에 비하여 경막하 는 두개

내 출 에 의한 두통은5) 두통 양상이 자세변화에 별 차이

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두개 산화단층촬 을 시

행하여 두개내 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례의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지 않아 신경학  검사가 늦어졌다. 

  노인환자에서는 신마취시 폐기능 장애가 잘 일어나고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는 산소증의 험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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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신마취 신 척추마취를 선택했다. 수술  

마취 후 폐기능 하는 노인환자에서 더 흔하며 호흡기계 

합병증은 주술기 사망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15)

  본 증례에서 출 이 술 에 진단되지 않았던 경막하 출

인지 아니면 척추마취후 발생한 경막하 출 인지 의문시 

될 수 있다. 첫번째는 기존의 진단되지 않은 만성 경막하 

출 이 척추마취후에 재출 이 발생하거나 출 량이 증가

한 경우인데, 보통 이 경우는 두부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16) 

그러나 앞서 언 했듯이 노인의 경우는 인지하지 못한 아

주 경미한 외상으로도 출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

에 의한 종일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두번째

는 특히 노인환자에서 두부 외상의 과거력이 없고 액응

고 검사가 정상 인 경우 척추마취 후에 경막하 출 이 생

긴 경우이다.17) 증례의 환자는 노령이고 두부 외상의 과거

력이 없으며 액응고 검사가 정상 이어서 후자에 가깝다

고 사료된다.

  노인들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뇌가 축되고 조직 

부피가 감소되어 있어서 두개골내 뇌 움직임이 크다. 그리

고 뇌피질 교정맥은 벽이 얇아서 선상 는 회 성의 

가속성 손상을 받거나 는 정지된 물체에 머리를 부딪쳐 

감속성 손상에 상 으로 찢어지기 쉽다. 노인일수록 뇌 

축으로 인해 증상이 분명해지기 까지 종이 축 되기 

때문에 외상과 임상양상이 나타나는 시간차는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본 증례에서 두개내 산화

단층촬 상 심한 뇌 축이 있는 걸로 보아 종이 서서히 

축 되어 수술후 4일째까지 진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일반 인 경막하 출 의 증상과

는 달리 두개내압 증가 증상보다 인지기능의 변화(부주의, 

집 력 감소, 두통, 기억력 장애, 혼동 등)를 보 다. 본 증

례의 환자는 수술 후 4일째 아들만 알아보고 시간과 장소에 

한 지남력이 없었으며 불안, 실어증,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을 보 다. 이 역시 뇌 축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마취과 의사는 노인 환자에서 만족스럽고 합병증 없는 

마취를 하여 환자의 신체상태  수술종류에 합한 마

취계획을 세우고 주술기의 철 한 환자감시를 하면서 이상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한 치료를 조기에 시행해야 한

다. 노인환자에서 가장 좋은 마취제나 마취방법은 없으며 

한 노인환자에서만 볼 수 있는 신마취에 한 부 마

취의 객  장 도 입증하기 어렵다.18) 부 마취 후 신경

마비, neuropraxia, 잔류 감각이상의 말 신경성 합병증은 노

인에서 더 흔하지만 수술 후 정신기능 장애는 부 마취가 

신마취보다 게 나타난다.15)

  결론 으로 노인 환자의 수술을 한 마취  약제의 선

택시  노화 과정에 한 이해와 더불어 신상태와 동반질

환 등에 한 철 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술기 환자상태의 

변화에 한 세심한 찰과 평가가 합병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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