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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와위에서 요추 후방 융합술 중 발생한 
횡문근융해증 환자의 치료 경험 2례

—증례보고—
인하 학교 의과 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임 경ㆍ박상규ㆍ정종권ㆍ이춘수ㆍ이두익ㆍ한정욱

Rhabdomyolysis following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in prone position: report 2 cases

− Two cases report−
Hyun Kyoung Lim, Sang Kyu Park, Jong Kwon Jung, Choon Soo Lee, Doo Ik Lee, and Jeong Uk Ha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The spine surgery performed in the prone position could cause severe complications such as visual acuity impairment, spinal infarct 

and rhabdomyolysis.  When treating rhabdomyolysis, it is important to prevent acute renal failure from accompanying rhabdomyolysis 

due to the poor prognosis.  We have experienced two cases of rhabdomyolysis after spine surgery where dark urine was present 

during spine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Anesthesiologists should pay attention for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rhabdo-

myolysis developing during the spine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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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문근융해증은 골격근의 손상으로 근육세포의 괴와 

함께 근육 내 내용물의 장 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임

상 증후군으로 2차 세계   외상 환자에서 횡문근융해

증의 합병증과 성신부 과의 연 성이 처음 보고되었다[1]. 

그 후 음주, 약물, 감염, 외상, 경련 등에 의해 횡문근융해

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악화 요인으로 인해 성 

신부 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그러한 경우 탈수

나 감염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해질 이상, 부정맥, 

쇽 등의 합병증으로 환자의 상태가 격히 악화되어 사망

할 수 있다[2].

  척추 수술에서는 수술 시야의 확보와 근성 때문에 복

와 (prone position)가 선호된다. 그러나 신마취  복와

를 취한 환자는 순환 계통과 호홉 계통에 여러 생리  변

화가 유발될 수 있다[3]. 특히 직 인 압력을 받는 부 에 

압력 손상이나  피부염, 어깨 탈구 등의 합병증이 보고

되고 있으며[3], 심한 경우에는 시력 손실[4], 사지 구획 증

후군(compartment syndrome) [5], 횡문근융해증과[6] 이와 

련된 합병증으로 성 신부 등이 보고되고 있다[3,7]. 

  자들은 신마취 하 복와 에서 요추 후방 융합술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을 받던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 환자들을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

자 한다.

증      례

증례 1 

  신장 149 cm, 체  57 kg인 64세의 여자 환자가 오른쪽 

하지로 방사되는 통증을 동반한 요추  착증으로 제 5 

요추와 제 1 천추의 후방 척추 융합술을 받기 해 입원하

다. 2년  당뇨병과 고 압을 진단 받고, 경구용 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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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잘 조 되고 있었다. 

수술  시행한 액 검사, 흉부 방사선 사진, 심 도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다. 마취유도  문제 은 없었으며 

Wilson frame을 이용하여 복와 로 자세를 바꾼 후 신체 각 

부 가 심하게 리지 않도록 패드를 이용해 감압 처리하

다. 수술   산소 포화도와 심 도를 지속 으로 감

시 하 으며 압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 고 뇨량을 지속

으로 확인하 다. 활력 징후에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

으나 마취 시작 7시간 경과 후 암갈색 뇨가 찰되어 즉시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 furosemide 5 mg을 정주하여 시간당 

200 ml 이상으로 소변량을 유지하 다. 수술이 끝난 후 앙

와 로 자세를 변경하고 근이완을 역 한 후 기 내 은 

발 하여 회복실로 이송하 으며 회복실에서 환자의 의식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으며 1시간 동안 안정을 취한 후 

일반 병실로 이송하 다. 수술  추정 실 량은 2,000 ml, 

총 요량은 2,000 ml 고 생리식염수 7,900 ml와 농축 

구 1,600 ml을 투여하 다. 수술 시간은 7시간 40분, 총 마

취 시간은 8시간 50분이었다. 요검사에서 잠  반응과 미오

로빈이 양성으로 나왔고, 수술 1일 후에도 암갈색 뇨가 

지속되었다. 술후 1일째에 시행한 액 검사에서 BUN 19.4 

mg/dl, creatinine 0.7 mg/dl, AST 56 IU/L, ALT 14 IU/L, 

LDH 1,376 IU/L, CPK 1,310 IU/L, 청 미오 로빈 283 

ng/ml로 증가되어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하 다. 이뇨제 정

주  탄산나트륨으로 알칼리성 이뇨를 시도하 고 수술 

2일 후 시행한 액 검사상 BUN 12.7 mg/dl, creatinine 0.6 

mg/dl, AST 23 IU/L, ALT 12 IU/L, LDH 875 IU/L, CPK 573 

IU/L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소변색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활

력 징후  액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수

술 4일 후 부작용 없이 퇴원하 다. 수술 후 5주 간 추  

찰한 결과 그 외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증례 2

  신장 160 cm, 체  60 kg인 43세의 남자 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요추 압박골 , 갈비  골 이 발생하여 후방 척추 융

합술을 받기 해 입원하 다. 이 에 특이 병력은 없었으

나, 수술  시행한 흉부 방사선 사진  CT 검사 상 좌측 

하엽에 무기폐가 찰되었다. 그 외에 액 검사, 심 도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다. 마취 유도  문제 은 없었으

며, 좌측 요골 동맥에서 침습  도 을 통해 연속 인 압

을 측정하 고, 우측 내경 정맥에 심 정맥 도 을 거치하

다. Wilson frame을 이용하여 복와 로 자세를 바꾼 후 신

체 각 부 가 리지 않도록 패드를 이용해 감압처리하

다. 수술  활력 징후에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심정맥압도 8−9 cmH2O로 유지되었고, 마취 시작 6시간 경

과 후 암갈색 뇨가 나타났다.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 furosemide 

5 mg을 정주하여 시간당 100 ml 이상으로 소변량을 유지하

다. 수술  마지막으로 시행한 동맥  가스 분석에서 pH 

7.38, PaCO2 38mmHg, PaO2 187 mmHg, base excess −2.3 

mmol/L, SaO2 100%을 보 으나 수술  실 량이 많아서 

수술의와 상의 후 환자실에서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수술

이 끝난 후 복와 에서 앙와 로 자세를 변경한 뒤 환자

실로 이송하여 기계환기  집 치료를 시행하 다. 수술 

 추정 실 량은 4,000 ml, 총 요량은 1,500 ml 고 생리식

염수 9,800 ml와 농축 구 2,800 ml을 투여하 다. 수술 

시간은 8시간 30분, 총 마취 시간은 10시간이었다. 술후 1

일째 기계환기 이탈을 시행하 고, 소변량은 시간당 100 ml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요검사에서 잠  반응과 미오 로빈

이 양성으로 나왔으며 암갈색 뇨가 지속되었고, 액 검사

에서 BUN 9.3 mg/dl, creatinine 0.5 mg/dl, AST 71 IU/L, 

ALT 28 IU/L, LDH 1,398 IU/L, CPK 2,802 IU/L, 청 미오

로빈 800 ng/ml로 증가되어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하

다. 이뇨제 정주  증 요법으로 치료하 고 흉부 방사선 

사진을 확인하며 한 수액 공 을 시행하 다. 수술 4일 후 

환자실에서 시행한 액 검사상 BUN 10.5 mg/dl, creatinine 

0.6 mg/dl, AST 53 IU/L, ALT 28 IU/L, LDH 699 IU/L, CPK 

1,724 IU/L, 청 미오 로빈 102 ng/ml 로 감소추세를 보이

며 소변색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활력 징후  동맥  가스 

검사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일반 병실로 이송한 후 수술 6일 후 CPK 567 IU/L로 감소

하 으며 수술 10일 후 부작용없이 퇴원하 으며, 수술 후 

5주 간 추  찰한 결과 간기능 하, 종성 내응고, 

칼슘 증, 폐렴, 폐부종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증례에서와 같이 복와 로 척추수술을 시행  횡문

근융해증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마취나 수술 에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 상

태에서의 압박 괴사나 수술 시야를 한 척추 근육 견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두 증례에서 모두 동일한 척추 근육 

견인 장치를 장시간 고정한 상태로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골격근에서 통상 허용되는 허  시간은 120분 정도라고 한

다[8]. 본 증례의 경우 7시간 이상의 장시간 수술에서 견인 

장치가 5시간 이상 지속된 후 암갈색뇨가 찰된 것으로 

보아 근 허 로 인한 근 괴사를 추정 할 수 있으며, 그 외

에도 복와 에서 복강 내 압력 증가로 인한 허 의 발생[9], 

척추 수술 시 심부 정맥 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10]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횡문근융해증은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우며, 임

상병리 검사로도 확진하기 어려우나 횡문근융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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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는 자기공명 상법으로 확진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다른 질환 없이 CPK 치가 1,000 IU/L 이상으로 증가되고, 

청의 미오 로빈 수치의 증가가 있으며, 요검사에서 잠  

반응이 양성인 경우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10]. 

근육의 부종, 압통  출 성 색조 변화 등의 근육 증상이 

모든 횡문근융해증에서 나타나지는 않으며 신 마취 에 

이러한 증상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한 청 미오 로

빈 수치는 근육 손상 후 1−6시간이 경과되면서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미오 로빈의 상승 는 미오 로빈뇨증이 없

다고 하여 횡문근융해증을 배제할 수는 없다[11]. 두 증례에

서는 모두 수술  소변에서 암갈색뇨가 발견되었으며, 

액 검사에서 AST, CPK, LDH 등의 근육 효소와 미오 로빈

이 심하게 상승되어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

었다.

  횡문근융해증 치료는 유발 원인을 신속하게 교정하는 것

이 요하다. 횡문근융해증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 이뇨를 

시행하여 성 신부 의 발생을 방하여야 한다. 충분한 

수액 공 과 함께 이뇨제를 사용하며 미오 로빈의 배설 

증가를 해 탄산나트륨의 정주를 통한 알칼리성 이뇨가 

효과 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다한 수액 

공 과 이들 약제의 사용시 폐부종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합병증으로 심한 성 신부 이 동

반하는 경우 액 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12].

  결론 으로 복와 에서 척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마취

과 의사와 수술의는 장시간 근육 견인 장치에 의한 압박 

시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

육의 허   재 류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암갈색뇨와 같

은 횡문근융해증의 조기 징후를 보일 땐 빠른 뇨검사와 

액 검사를 통하여 횡문근융해증을 진단하고 충분한 수액 

공   이뇨제 투여 는 탄산나트륨의 투여 등으로 

성 신부 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REFERENCES

1. Bywaters EGL, Beall D. Crush injuries with impairment of renal 

failure. Br Med J 1941; 1: 427-32.

2. Honda N. Acute renal failure and rhabdomyolysis. Kidney Int 

1983; 23: 888-98.

3. Edgcombe H, Carter K, Yarrow S. Anaesthesia in the prone 

position. Br J Anaesth 2008; 100: 165-83.

4. Lee JJ, Kwon YS, Hong JS, Kim YH. Acute blindness of right 

eye after cervical spine surgery in the prone position. A case 

report. Korean J Anesthesiol 1998; 34: 871-4.

5. Ferreira TA, Pensado A, Dominguez L, Aymerich H, Molins N. 

Compartment syndrome with severe rhabdomyolysis in the post-

operative period following major vascular surgery. Anaesthesia 

1996; 51: 692-4.

6. Foster MR. Rhabdomyolysis in lumbar spine surgery. a case 

report. Spine 2003; 28: E276-8.

7. Papadakis M, Sapkas G, Tzoutzopoulos A. A rare case of rhabdo-

myolysis and acute renal failure following spinal surgery. J 

Neurosurg Spine. 2008; 9: 387-9. 

8. Santavirta S, Kauste A, Rindell K. Tourniquet ischaemia; clinical 

and biochemical observations. Ann Chir Gynaecol 1978; 67: 210-3.

9. Ziser A, Friedhoff RJ, Rose SH. Prone position: visceral hypo-

perfusion and rhabdomyolysis. Anesth Analg 1996; 82: 412-5.

10. Hwang SM, Lee JJ, Lim SY. Deep vein thrombosis found immedi-

ately after lumbar spine surgery. A case report.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739-42.

11. Koskelo P, Kekki M, Wager O. Kinetic behavior of 131-I-labelled 

myoglobin in human beings. Clin Chim Acta 1967; 17: 339-47.

12. Lee JE, Lee JG, Kim P, Lee JG, Kim JH, Lee KY. A case of 

dicamba poisoning with rhabdomyolysis and acute renal failure 

treated by hemodialysis. Korean J Nephrol 2004; 23: 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