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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Design :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Objectives : to report two cases of posterior epidural migration of herniated lumbar intervertebral disc and review the literature

Summary of Background Data : Posterior epidural migration of herniated lumbar intervertebral disc is extremely rare. The large

size of the fragment eventually exceeded the limits of the anterior epidural space and the fragment subsequently settled poste-

rior the thecal sac because of spatial and size constraints.

Materials and Methods : Two cases of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which were caused by posteriorly migrated disc material

were treated surgically with open discectomy. The magnetic resonance images, surgical treatment and related literature are reviewed.

R e s u l t :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es of the posterior epidural migration of herniated lumbar intervertebral disc

showed a large epidural mass. The mass was of intermediate signal intensity on T1-weighted images, was of low signal intensi-

ty on T2-weighted images and was enhanced marginally with gadolinium-DTPA on T1-weighted images. Immediately after

operation, a significant reduction of symptoms were achieved. The patients recovered fully at two year follow-up.

Conclusions : Lumbar disc herniation by posterior epidural migration of sequestered fragment can be diagnosed with clinical

findings and MRI including Gadolinium-DTPA enhancement. I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epidural mass and could be

managed surgically with good results

Key Words : Lumbar disc herniation, Posterior epidural migration

경막 후방으로 이동한 추간판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

은 1 9 8 6년 M a n a b e와 T a t e i s h i7 )에 의해 경추부에서 처음

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조 등2)에 의해 요추부에

서 1례가 보고 되었다. 탈출된 추간판 편의 경막 후방으

로의 이동은 외측으로 탈출된 추간판 편의 일부가 환자

가 활동함에 따라 추간판의 탈출이 진행되어 부골화가

된 후크기가 큰 경우는 공간적 압박으로인해 전경막 공

간의 경계를 넘어 경막의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6). 저자들은 경막 후방으로 탈출된 추간판 편

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 2례를 치험하였기에 문헌 고찰

과 함께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

73세 남자 환자로 한달 전부터 시작된 양측 대퇴부 전

외측의 통증과 좌측 하퇴부로의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과거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하지 직거상 검

사는 우측 7 0도 좌측은 5 0도이었다. 근력 검사상 좌측

슬관절 신전근력이 4등급으로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하

퇴의 근력은 정상이었다. 좌측 대퇴 전외측과 슬관절 외

측 부위에서 이상 감각을 호소하였다. 슬개건 반사의 경

우 우측은 정상이었으며, 좌측은 감소되었으며, 족관절

반사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항문 및 방광 기능은 정상

이었다.

요추부 전후면 사진상에서 다발성 골극 형성을, 측면

상에서 제 2, 3요추에서 경도의 후방전위가 관찰되었으

며 전반적으로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였다. 시상면의 자

기 공명 영상 촬영상 제 2, 3요추 추간판 부위의 경막 후

방에 T1 강조 영상에서 중간 신호 강도를(Fig. 1A), T2강

조 영상에서 저신호 강도를 보이며(Fig. 1B), 조영 증강

영상에서는 종괴의 주변으로 신호 강도가 증가하였지

만 종괴 내에서는 증강이 되지 않는 상하로 길쭉한 모양

의 타원형의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1C). 축면의 자기

공명영상 촬영상 T1 강조 영상에서추간판과 동일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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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 1.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shows poste-
rior epidural mass at L2-3 intervertebral disc level, which
is intermediate signal intensity on T1-weighted sagittal
i m a g e (A), low signal on T2-weighted sagittal image(B) .
Gadolinium-DTPA enhanced T1-weighted sagittal(C) and
a x i a l (D) image shows peripherally enhanced oval mass
compressing the dural sac in posterior epidural space. On
axial image(D) the anterior portion of the mass seems to
be connected to the protruded disc(arrow).

A

D

B C



호 강도를 보이며 추간판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종괴

가 경막의 좌측 후방에서 경막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관찰되었다(Fig. 1D).

제 2요추의 좌측 추궁판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가운데의 일부 추궁판도 함께 제거하였다. 수술 소견상

경막의 좌측 후방에 2.5×2.0×0.5 cm의 종괴가 경막의

중앙선을 넘어 우측의 후방까지 부분적으로 덮혀 있었

으며 경막과 유착되어 있었으나 분리가 쉬워 통째로 제

거할 수 있었다. 종괴 제거후 제 2-3 요추 추간판 제거술

을 시행하였다 . 조직검사에서는 부골화된 추간판으로

진단되었으며(Fig. 2), 술후 하지 동통은 약 2주에 걸쳐

점차로 호전되었으며, 술후 2년 추시 소견상 하지 동통

은 없었으며 슬관절 신전 근력과 슬개건 반사는 정상으

로회복되었다.

증례 2

3 9세 남자 환자로 내원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시작된

요통과 양측 하퇴의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방사

통은 좌측이 더 심하였으며, 동통으로 인하여 5분 이상

걸을 수가 없다고 호소하였다.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측

모두 6 0도였으며, 역하지직거상 검사는 좌측은 1 0도로

감소되어 있었다. 근력 검사상 슬관절 신전은 좌측이 4

등급이었으며 감각 이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슬

개건 반사는 양측 모두 감소되었으며, 족관절 반사는 정

상이었다. 요추부의 단순 방사선 소견상 제 3요추체 전

상방에 골극이 관찰되었으며 제 2-3요추간 추간판 간격

이 감소되어 있었다. 시상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상 T1

강조 영상에서 제 2-3요추 부위에서 경막의 후방으로 추

간판과 같은 신호강도의 길쭉한 모양의 종괴가 관찰되

었으며(Fig. 3A), 조영 증강후 촬영한 내부는 증강되지

않았지만 외측으로 반지 모양의 증강을 보이는 종괴가

경막을 심하게 압박하며 추간판 부위와 그 아래쪽으로

관찰되었다(Fig. 3B). 제 2요추의 좌측 추궁판 부분 절제

술과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경막의 좌측 후방

에 3.0×2.0×0.5 cm의 종괴를 경막의 후방에서 제거하

였다. 술후 하지 동통은 즉시 호전되었으며, 술후 2년 추

시 소견상 하지 동통은 없었으며 하지의 신경학적 이상

은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탈출된 추간판의 척추관내에서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문측(rostral), 미추측, 외측으로 일어나며 이 중 외측방

으로의 이동이 가장 흔하고 후방으로의 이동은 매우 드

문것으로 알려져있다4,7,10).

탈출된추간판의경막외공간에서의이동 방향은경막

외 공간의 해부학적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경막과 추체

후면 사이의 공간인 전경막공간(anterior epidural space)은

척추체의배측과 후종인대를연결하는시상중격막( s a g i t-

tal midline septum)과후종인대의양측단에서척추관의양

측을 연결하는외측막(lateral membrane)에 의해 양측으로

동일한크기의폐쇄된공간으로양분된다1 1 ). Schellinger 등

은탈출된추간판의 9 5 %가 오른쪽혹은왼쪽으로이동하

며, 5%만이 정중앙으로이동하였는데 이는 정중앙에 위

치한 시상중격막이 추간판의 정중앙으로의 탈출을 막는

구조물로작용하였기때문이라고하였다. 이렇게편측으

로이동한추간판은상방이나하방으로이동하는데, 보고

자에 따라 상방 이동이 많거나4 , 5 ), 하방 이동이 많다고 하

였다3 ). 그러나Schellinger 등은양측공간의크기가동일하

므로 상하로의 이동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외측막은강하지는않지만탈출된추간판이경막의외측

이나후방으로의이동을제한하는역할을하며, 외측막이

파열되어도 경막외 지방조직, 경막외 정맥총, 신경근 등

이후방이동을저지하는구조물로작용하는것으로알려

져 있다1 ). 따라서탈출된추간판의대부분은경막의전방

에서 상하 좌우로는 이동이 가능하나 경막 주위의 저지

구조물을뚫고측방혹은후방으로이동하기는매우힘들

것으로생각된다.

경막후방으로이동된추간판은방사선소견상경막외

종괴의 양상을 보이므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방사선 소견상 감별 진단하여야 할 경막외 종괴로서는

전이암, 척수종, 지방종, 임파종과같은 경막외 종양이나

경막외농양, 후관절의활액낭, 골극, 혈종등이있다3 ). 자

기공명영상 소견상 부골화된 추간판 편은 T1 강조 영상

에서연부조직과비슷한정도의중간신호 강도를, T2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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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resentative portion of the removed tissue which is
that of fibrocartilage composed principally of collage-
nous fibrillar matrix and chondrocytes lie in short rows
between matrix(H&E, ×200).



조 영상에서는 저 신호강도를 나타내며 조영 증강 영상

에서는 종괴 중심부에서는 신호 강도의 변화가 없으나

종괴 주변부에서조영 증강 소견을 보여 다른 병변과 감

별 진단할수 있다고하였다8 ). 경막외 농양의 경우 T1 강

조 영상에서 연부조직과 비슷하거나 감소된 신호 강도

를, T2 강조영상에서는고 신호강도를보여흔히경막외

종괴와비슷한특징을보이지만추간판에서도동일한신

호 강도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추간판과 연결된 양

상을 보여감별진단이가능하다고하였다9 ). 경막외종양

은 보다 감별 진단이 힘들지만 전이성 종양의 경우 병변

이 다발성인경우가 흔하고 추체 내의 신호 강도의 변화

를동반하므로감별진단에도움이될수있다고하였다8 ).

경막 후방으로 탈출된 추간판 편은 편측 신경근과 경

막을 압박하여 하지 방사통과 근력감소, 심부건 반사의

이상 등의 신경근 압박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마미총

증후군을 유발하기도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1). 저자들

의 증례에서는 신경 압박 증상이 심하였으며, 보존적 요

법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은 추궁판을 부분 절제한 후 바로 부골화된 추간판 편을

발견할 수 있어 신경근의 견인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

었으며 술후 경과도 빠른 시간 내에 신경 증상의 완전한

회복을보였다.

요 약

경막후방으로이동한추간판에의한추간판탈출증은

드물지만 임상 소견과 조영 증강술을 포함한 자기 공명

영상 소견으로 다른 경막외 종괴와 감별 진단이 가능하

였으며, 조기 진단과 수술적 치료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

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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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tient 2. The posterior epidural mass shows rim enhance-
ment on Gadolinium-DTPA enhanced T1-weighted sagit-
tal(A) and T2-weighted axial(B)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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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 증례발표및문헌고찰

연구목적 : 경막후방으로이동한추간판에의한요추추간판탈출증을문헌고찰과함께보고하고자한다.

연구배경 : 경막후방으로이동한 추간판에의한요추추간판 탈출증은매우드물며 탈출된추간판편은크기가 매우

커서공간적한계를넘어경막후방으로이동한다.

대상 및 방법 : 경막 후방으로 이동한 추간판에 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2례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MRI 영상, 수술방법그리고연관된문헌에대해고찰하였다.

결과 : 경막 후방으로 이동한 추간판에 의한 요추 추간판 탈출의 경우 술 전 MRI상 비교적 큰 경막외 종괴의 소견을

나타내었고, 이종괴는 T1 강조영상에서는중간신호강도, T2 강조영상에서는저신호강도, 조영증강T1 영상에서는

종괴 주변부의 조영 증강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 2년 추시에서 증상의

완전한소실을보였다.

결론 : 경막 후방으로 이동한 추간판에 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임상 증상과 조영 증강 T1 영상을 포함한 자

기공명영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경막외 종괴 소견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과 감별 되어야 하며, 수술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얻을수있었다.

색인단어 : 요추추간판탈출증, 경막외후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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