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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Cauda Equina syndrome after spine surgery is a relatively uncommon condition, but it is a serious complication that needs

emergency treatment. A 35-year-old woman was transferred to our hospital and she presented with decreased perianal sensa-

tion and rectal tone after percutaneous endoscopic discectomy.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ed that the dura sac was com-

pressed by herniated disc material at L5-S1. After performing emergency open discectomy for the cauda eguina syndrome, the

patient’s neurologic symptoms were completely resolved at 12 months follow-up. There has been no previous report on Cauda

Equina syndrome after percutaneous endoscopic discectomy, and so we report here on on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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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 수술후에발생한 마미증후군은 드물게발생하지

만 응급을 요하는 질환으로,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다

른 합병증에 비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여하다. 저자는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

는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피적 내시경 수핵제거술을 타

병원에서 시행받은 후에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본원

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던 증례를 치험 하였기에 문

헌 고찰과함께 보고하는바이다. 

증례보고

3 5세 여자환자로 1 2일 전부터 발견된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회음부의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

거력상 15일 전 타병원에서 제 5요추 및 제 1천추간 추

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추궁판간 도달법에 의한 내시경



적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술후 3일째부터 신

경학적 증상이 발병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측 모두 30도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양측 제 1

족지 신전력이 4등급으로 저하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

제 5요추 신경절 부위의 감각과 항문주위의 감각이 저

하되어 있었고, 항문괄약근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었

으며, 양측 족관절 심부건 반사는 보이지 않았다. 요추

부의 전면 및 측면 단순 방사선 검사상 특이소견은 관찰

되지 않았고,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

서 중심성으로 탈출된소견을 보였으며, 본원에서 시행

한 검사에서는 제 5요추 및 제 1천추간에서 변연부로만

조영증강이 되고 중심부는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좌측

후외방으로 탈출된 수핵이 관찰되었다(Fig. 1, 2). 내원

당일 마미증후군 진단하에 응급 추간판 절제술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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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Axial T2-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that dura sac is compressed by hernaiated disc material at L5-S1 (B)
Axial enhanced T1-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rim enhanced disc material at L5-S1.

Fig. 1. (A) Sagittal T2-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extruded disc material at L5-S1 disc space (B) Sagittal enhanced
T1-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rim enhanced disc material at L5-S1.



였으며, 수술장 소견상 혈종에 의해 신경 압박소견은 관

찰되지 않았지만, 제 1천추 신경근 바로 아래로 돌출된

수핵이 제 1천추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니

탈출된 추간판 내에 다수의 수핵조각 및 액체가 고여있

는것이 관찰되었다.

수술직후 회음부 및 항문주위 감각 및 항문괄약근의

수축력의 호전이 관찰 되었으며, 수술 4주째 하지직거

상검사 및 양측 제 1족지 신전력이 회복이 되었고, 회음

부 및 항문주위 감각 및 항문괄약근의 수축력은 정상에

가깝게 증가되었다. 수술 12개월 추시결과 신경학적 검

사는정상 소견이었다.

고 찰

수술 중 혹은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마

미 증후군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다른 합병증에 비해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미 증후군은 제 1요추 이

하 부위에 있는 다발성 요추 및 천추 신경근의 압박성

신경병증으로, 요추부 동통, 양측의 좌골 신경통, 회음

부 무감각,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및 근력저하와 종종 배

뇨및 배변 장애와 함께 하반신 마비등 복합된 증상을 일

으킬 수 있다. 마미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McLaren 과 Bailey1)는 추간판 절제술후 발생한 5례에서

동반된 척추과 협착증과 불충분한 감압이 원인이라고

설명하였고, 잔존한 추간판 탈출, 혈종 및 신경근 견인

에 의한 경우 등이 보고 되었다. 본 증례에서는 혈종에

의한 압박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제 1천추 신경

근이 탈출된 수핵에 의해 압박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

었는데 이는 수핵의 불충분한 감압으로 인해 발생된 것

으로 사료된다. 내시경적 수핵제거술은 절개 부위가 매

우 적고, 근육 등 연부조직을 박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출혈량을 줄일 수 있고 황색인대 손상의 최소화와 경막

외지방의 유지가 가능하므로 추 후 재수술이 필요한 경

우에 반흔유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나2). 반면에상대적으로 수술시간이길고 비용이많

이 들며 기술의 습득기간(learning curve)가 길다는 점과

한정된 공간에서 기구 조작을 함으로써 수핵조각의 불

충분한 감압으로 재발의 위험성과 신경학적 증상이 발

생할 수있으리라 사료된다.

마미 증훈군에 대한 수술 시기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에 관해서는 여러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

한 인과관계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고 있다3,4,5,6,7). Kostuik

등6)은 6시간내에 수술한 예가 없었고, 급성 발병이라도

평균 1.1일 만에 수술하였으며, 지연성 발병인 경우에는

평균 3.3일에 수술하였는데,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면서 조기수술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니라고 하였다. Jennett 5)도조기진단 과 조기치료가

좋은 예후와 관계가 하였다. Delamater 등8 )은 동물실험

에서 마미신경을 75%압박 후 즉시, 1시간, 6시간, 24시

간 및 1주일에 감압하여 신경회복의 결과에 차이가 없

었다고 하면서 신경감압이 신경회복에 효과가 있지만

감압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그러나 ,

McLaren과 Bailey4)는 마미증후군이 확인되면 즉시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Shephard 7)는 괄약근기능

저하와 감각소실이 증상기간 보다 예후판단에 더 중요

하다고 하였고, 조기진단 및 조기수술은 영구적 신경손

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증례의

경우 증상발현후 상당기간 지연되어 수술을 시행하였

으나 완전한 신경학적 회복을 얻었으며, 수술시기에 비

해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내시경 수술시 마

미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

졌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전에 방사선

소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출된 수핵의 양과 탈출된 형

태 등을 미리 인지하고 수술을 계획해야 하겠다. 그리고

일단 항문 주위 감각 약화, 배뇨 장애 등의 징후가 수술

후에 인지되면 영구적인 신경학적인 손상을 최소화 하

기위해 조기에수술적 치료가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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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후 발생하는 마미증후군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응급을 요하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증례는 36세 여자로 타

병원에서 경피적내시경 수핵제거술을시행받은후발생한 회음부감각저하 및항문괄약근 수축력의저하로 본원으

로 전원되었다. 자기공명검사상 제 5요추 및 제 1천추간에서 경막을 압박하고 있는 후외측으로 탈출된 추간판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마미 증후군 진단하에 응급으로 관혈적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고, 수술후 12개월 추시결과 완전한

신경학적 회복을 보였다. 경피적 내시경 수핵제거술후 발생한 마미 증후군은 아직까지 문헌상 보고된 바가 없었으

며본교실에서이를경험하였기에보고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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