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척추 경막하혈종은 드물며, 원인으로는 외상, 혈액응고장애, 항응

고제 치료, 척추 천자, 두개골 수술, 혈관 기형 등이 있다[1]. 두개

내와 척추 경막하혈종의 동시 발생은 척추 경막하혈종 단독보다 

더욱 드물며[1,2], 이 현상의 병인은 잘 밝혀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

서는 외상 후 두개내 그리고 척추 경막하혈종이 동시 발생한 사례

를 소개하고, 척추 경막하혈종의 예후 및 치료방법에 대해서 논의

한다. 

Spinal subdural hematoma is a rare condition. Herein, we present a case of simultaneous intracranial and spinal subdural hematoma. 
An 81-year-old woman went to a local hospital for a 2-m fall 1 month before her visit to our institution, and computed tomography 
(CT) showed no unusual findings. However, due to subjective lower extremity weakness and severe radiating pain in the legs, brain CT 
and lumbar-spine CT re-imaging was performed during follow-up. Follow-up showed subacute spinal subdural hematoma in the brain 
and spine. The patient was transferred to our hospital and underwent bilateral burr-hole trephination and posterior lumbar decom-
pression with spinal subdural hematoma removal. Upon follow-up, the spinal subdural hematoma was significantly reduced, and the 
patient’s symptoms recovered. In this report, we discuss a case of simultaneous spinal and intracranial subdural hema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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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81세 여성이 본원 내원 5주 전 2미터 높이에서 낙상 후 타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뇌 전산화 단층촬영 및 요추 자기공명 영상을 촬영하여 

급성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Fig. 1). 이

후 추가적인 외상없이 지냈으나 양하지 방사통 및 주관적인 근력 

저하 소견을 보여 추적 검사를 진행하였고, 내원 3주 전(수상 2주 

후) 시행한 뇌 및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아급성 경막하혈종 

소견을 보였다(Fig. 2). 이후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환자는 고혈압 외에 진단받은 질환은 없었고 항응고제나 항혈소

판제 등 출혈 경향성을 높일 만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다. 혈액검

사 결과 혈소판 333,000개/mm3, 프로트롬빈 시간 11.6초,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22.6초로 응고 장애를 의심할 만한 소견

은 보이지 않았다. 

본원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주된 증상은 허리부터 양

측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었다. 또한 약간의 두통이 있었으며 양

측 다리 근력은 보행 가능할 정도로 유지는 되었으나 주관적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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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저하를 호소하였다. 

내원 후 본원에서 추적 검사한 뇌 전산화 단층촬영 및 요추 자기

공명 영상에서도 두개강내 경막하혈종 및 척수 압박을 동반한 척

추 경막하혈종 소견이 함께 관찰되었다(Fig. 3). 이에 대해 요추천

자 시행하여 척추 경막하혈종에 대한 배액을 시도하였으나 배액이 

되지 않았고, 전신 마취 하에 양측 버홀 천두술과 요추 후방 감압

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특이 합병증 없이 잘 진행되었고, 수술 후 두통, 양하지 

통증 및 위약감은 즉시 호전되었다. 수술 후 시행한 뇌 전산화 단

층촬영 및 요추 자기공명 영상에서도 경막하혈종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환자는 증상 호전 및 수술 부위 상

처가 문제없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 후 6일차에 요양병원

으로 전원하였다.  

이 증례보고는 본 기관의 임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고찰 

척추 경막하혈종은 드물지만 외상 환자[3], 척추 마취 또는 척추 시

술을 받은 환자[4-6], 또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7,8]에게 자발적인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외

상 후 지연성 발생에 대한 보고도 있다[9]. 척추 경막하혈종의 진단

은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자기공명 영상 사용

의 증가로 척추 경막하혈종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10]. 

Kim과 Sim [11]은 우리의 사례와 비슷하게 두개강내 경막하혈종

과 척추 경막하혈종의 동시 발생을 보고하였다. 82세 여자 환자로 

내원 6주 전 낙상 후 기면 의식 상태와 보행 불가 증상으로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양측 만성 경막하출혈 소견을 보여, 응급 

버홀 천두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4일차

Fig. 1. (A) Brain computed tomography and (B) lumbar-spine 
magnetic resonance imaging (T2 image) 5 weeks before the patient’s 
visit to our hospital.

Fig. 2. (A) Brain computed tomography and (B) lumbar-spine computed 
tomography 3 weeks before the patient’s visit to our hospital.

Fig. 3. (A) Brain computed tomography and (B) lumbar-spine 
magnetic resonance imaging (T2 image) on the day of the patient’s 
visit to our hospital.

Fig. 4. (A) Brain computed tomography and (B) lumbar-spine 
magnetic resonance imaging (T2 image) on the day of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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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허리 통증 및 양측 다리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양측 다리의 주관

적 근력 저하를 함께 호소하였다. 요추 자기공명 영상 촬영 결과 

흉추-요추-천추로 이어지는 경막하혈종 소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16일 후 촬영한 추적 요추 자기공

명 영상 결과 경막하혈종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환자는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급성 두개내 경막하혈종은 서서히 침강되어 소뇌천막 포면이나 

두개저로 이동하며 이러한 현상을 통해 척추 경막하혈종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만성 경막하혈종은 혈종 내외로 막으로 둘러싸여 

혈종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Morishige 등[12]은 자기공명 영

상 검사를 통해 만성 경막하혈종의 경우에도 두개내와 척추 경막하

혈종이 같은 곳에서 발생하여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두개강내 경막하혈종과 동반된 척추 경막하혈종의 유병률은 확

실히 알려져 있지 않고, 임상적으로 경미한 증상일 경우 영상 검사

를 진행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자

기공명 영상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가까운 장래에 척추 경막하혈종

에 대한 인식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13]. 

척추 경막하혈종은 증상의 중증도 및 영상 검사를 통한 척수 압

박 소견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

다. Porter 등[14]은 척추 경막하혈종 환자에 대한 치료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척추 경막하혈종 환자 중 55.2%에서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수술 환자 중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환자

는 46.9%, 신경학적 검사 결과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는 31.3%였다.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 수술환자 중 6.3%였다.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 후 81%에서 남아있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이 완전 회복되었

다. 완전 회복이 되지 않았던 사례는 모두 영상 검사 결과 혈종에 

의한 척수 압박 소견을 보이며 주관적인 근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

우였다. 따라서 영상 검사 결과 명확한 척수 압박 소견이 보이거나 

주관적 근력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나쁜 예후를 시사

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환자는 양쪽 하지 방사통 및 주관적인 근력 저

하를 호소하였고, 영상 검사 결과 척추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척수 

압박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였고 수술 후 환

자의 증상은 급격한 호전을 보여 신경학적 증상을 완전히 회복하

였다. 

결론 

본 사례에서 지연성으로 두개강내 그리고 척추 경막하혈종의 동시 

발생에 대해 소개하였다. 경막하혈종은 두부 또는 척추 외상 후 지

연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초기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경막하

혈종이 추적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호소 및 

신경학적 증상 변화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외상

성 두개강내 경막하혈종이 척추 증상을 동반한다면 척추 경막하혈

종에 대한 감별진단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치료로 

환자 증상에 대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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