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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Acute and Delayed Epidural Hematoma After Total 
Spondylectomy for a Metastatic Spinal Tumor  
-A Case Report -
Jung Hoon Kim, M.D., Young Kyu Kim,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Goyang-si, Gyeonggi-do, South Korea

Study Design: Case report.
Objectives: We report a case of recurrent spinal epidural hematoma after total spondylectomy for a metastatic spinal tumor.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Postoperative epidural hematoma is rare, and no case of delayed epidural hematoma after hematoma 
removal has been reported.
Materials and Methods: A 74-year-old woman experienced a ninth thoracic vertebral (T9) pathologic fracture caused by a metastatic 
spinal tumor and underwent total spondylectomy. Immediate postoperative epidural hematoma occurred and neurological symptoms 
appeared. After hematoma removal, the symptom improved. Ten days after surgery, the neurological symptoms worsened again. Spine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ed delayed epidural hematoma. Hematoma removal was done again.
Results: The patient’s neurological symptoms improved after delayed hematoma removal.
Conclusions: Delayed hematoma that cause neurological symptoms may occur after primary hematoma removal. If neurological 
symptoms recur after hematoma removal, the surgeon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hematoma recurrence. Before total 
spondylectomy surgery, preoperative embolization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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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발생하는 척추 경막 외 혈종은 척수와 마미 신

경총, 신경근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는 척추

의 경막 외 혈종은 드물며 발병률은 0.1%에서 0.41%로 알려져 

있다.1-4) 수술 후 경막 외 혈종은 대개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지만,3,4) 지연된 경막 외 혈종은 수술 후 3일 이후에 나타

나는 것을 말하며 매우 드물지만 수술 후 1주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3-6) 증상을 일으키는 급성 경막 외 혈종의 경우에 즉각

적인 혈종 제거술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여러 연구

를 통해 확인되었으며,2,4,6) 마찬가지로 지연된 경막 외 혈종에 

대한 혈종 제거술의 경우도 즉각적인 혈종 제거술이 좋은 결과

를 나타낸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3) 그러나 수술 후 경막 외 혈

종이 수술 직후에 발생하여 혈종 제거술 시행한 뒤 10일 후 지

연성 경막 외 혈종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보고된 적이 없었

다.

이에 저자들은 제 9흉추(T9)의 전이성 척추 종양에 의한 병

적 골절에 대해 전 척추 절제술 시행 후 두 차례 발생한 경막 외 

혈종과 그에 대한 혈종 제거술 후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된 74세 

여환의 예를 보고하여 일차적인 혈종 제거술 후에도 증상을 일

으키는 지연된 혈종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혈종 제거술 

후에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혈종 제거술이 다

시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증례 보고

74세 여환이 내원 2일 전부터 특이 외상력 없이 발생한 허

리 통증과 양측 하지의 쇠약감, 저린감으로 내원하였다. 3개

월 전 제 9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 받은 적이 있으나 크게 불편

한 증상이 없어 경과 관찰 하던 중 이었고 1개월 전 갑상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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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었으며 고혈압으

로 약물 복용 중이었으나 항응고제는 복용하지 않았다. 신체검

진에서 흉추 부위의 압통 및 양측 하지의 감각저하와 Grade 4 

정도의 전반적인 근력감소가 관찰되었으며 흉추부 단순 방사

선 사진에서 제 9흉추에 추체 압박이 관찰되었다. 자기 공명 영

상(MRI)에서 추체 압박과 추체 골수 전체 및 양측 척추경에 신

호 강도 변화가 관찰되며 추체 후방으로 돌출된 골절편은 척수

를 압박하고 있어(Fig. 1) 병적 골절 의심 하에, 양전자 방출 단

층 촬영(PET CT)시행 하였고 제 9흉추 추체 및 골반 뼈에 FDG 

흡수가 증강되는 골 전이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전이성 암

에 의한 병적 골절 진단 하에 일차성 암 병변에 대한 치료를 위

해 혈액종양내과에 전과하여 치료 시행하던 도중에 하지 마비

가 양측 무릎 신전력이 Grade 3, 양측 발목의 발등쪽 굽힘력이 

Grade 2, 엄지발가락의 신전, 굽힘력이 Grade 1로 진행되고 대, 

소변 장애가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전이성 병적 골절에 대해 후방 접근법을 통한 전 척추 절제

술 후 메쉬 케이지 삽입 및 후방 기기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제 

6-11흉추간 후면을 노출시키고 제 9흉추 협부와 극돌기, 추궁

판을 제거하였고 횡돌기와 늑골 두를 절골한 후 양측 신경근을 

보존하며 추간판과 척추체를 제거하였다. 제 6-11흉추간 척추

경을 통해 나사를 삽입하고 금속 막대를 고정한 뒤 제거된 제 9

흉추 척추체 부위에 자가골과 동종이식골들을 혼합해 채워 넣

은 메쉬 케이지를 삽입하였다(Fig. 3).

경막 외 정맥과 좌측 분절 혈관의 출혈은 전기소작이나 결찰

로 지혈하였고 그 외 출혈 부위는 전기소작과 압박을 통해 모두 

지혈하였다. 폐쇄성 흡인 배출관은 후방으로 근막 깊숙히 4군

데에 넣어두었다.

수술 전 혈색소, 적혈구 용적, 혈소판수치, 프로트롬빈 시간

과 국제표준화 비율(INR)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수술 중 4,000 

ml의 출혈량이 있었고 수술시간은 8시간 50분이 걸렸다. 수술 

시 5,900 ml의 농축적혈구와 1,950 ml 신선동결혈장, 240 ml의 

농축혈소판을 수혈하였고, 수술 직후 헤모글로빈(Hb) 수치는 

9.3 g/dl, 혈소판 수치는 132×103, 프로트롬빈 시간과 국제표준

화 비율(INR)은 각각 19.0, 1.6으로 약간 상승되어 있었다. 수

술 전 예방적 색전술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수술 후 신경학적 검사에서 환자의 양측 하지의 감각 과 근력

이 수술 전 보다 감소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우측 무릎 신전

력이 Grade 3인 것을 제외한 좌측 무릎 신전과 양측 발목의 발

등쪽 굽힘, 발바닥쪽 굽힘, 엄지발가락의 신전, 굽힘력이 Grade 

0으로 떨어져 있었다. 

흉추 CT 검사에서 수술로 인한 구조적인 원인은 관찰되지 

Fig. 1.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can of the 
thoracic spine. (A) A T2-weighted sagittal MRI scan shows low signal 
intensity in the central portion of the T9 body, (B) An enhanced sagittal 
MRI scan shows well-enhanced findings in the T9 body and adjacent soft 
tissue. (C) An axial MRI scan shows enhancement in both pedicles.

A

C

B

Fig. 2.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omputed tomography shows flude-
oxyglucose uptake in the T9 vertebra and right iliac bon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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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수술 후 발생한 혈종 의심 하에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

술을 첫 번째 수술 후 4시간 뒤에 시행하였다(Fig. 4). 혈종이 

제 9흉추 주변 사강 내에 차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혈종 제

거 후 경막낭이 확인 되었고 흡인 배액관을 남겨두고 상처를 봉

합하였으며 환자의 통증은 수술 직후 호전되었고 근력 감소도 

Grade 3까지 호전됨을 확인하였다.

수술 후 4일 뒤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환자는 양호한 경과를 

보여 허리보조기 착용 후 앉는 것까지 가능하였으나 기립은 제

한하였다. 수술 후 병리 조직 검사에서 갑상선 암의 척추 전이

를 확진할 수 있었다(Fig. 5).

 수술 후 9일 째 환자는 특이 외상력이 없었으나 체위 변경 

시 갑작스러운 우측 옆구리 통증과 하부요통을 호소하였다. 당

시 환자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으나 2시간 뒤 제 12흉추 피부

분절 아래로 하지의 감각 저하와 근력 감소가 나타났으며 신경

학적 검사에서 발등쪽 굽힘, 발바닥쪽 굽힘, 엄지발가락 신전

이 양측으로 Grade 0으로 떨어졌다. 수술 부위의 저명한 부종

이나 변화는 없었다. 수술 전 헤모글로빈(Hb) 수치는 11.7 g/

dl, 혈소판 수치는 110×103, 프로트롬빈 시간과 국제표준화 비

율(INR)은 각각 12.7, 1.1이었다. 이어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에서 제 9흉추 위치에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경

막 외 혈종이 확인 되었고 혈종 제거를 위한 재 응급수술을 시

Fig. 3. Immediate postoperative radiographs. Anteroposterior (A) and 
lateral (B) radiographs show a stable fixation state.

A B

Fig. 4. Immediate post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scan. In the sagit-
tal view (A) and axial view (B), the red arrow shows epidural hematoma 
at the T9 level.

A B

Fig. 5. Histopathologic findings reveal metastatic follicular carcinoma of 
the thyroid in a T9 vertebral bone biopsy. On thyroglobulin immunostain-
ing (A), the carcinoma demonstrates a diagnostic primary thyroid immu-
no-phenotype with strong thyroglobulin expression, especially within col-
loid pools. In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B), multiple scattered dark 
small spots/follicles are present between the normal-sized follicles.

A

B

Fig. 6.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delayed spinal 
epidural hematoma. In the sagittal (A) and axial (B) views, an arrow 
shows compression of spinal cord in the posterior portion of the T9 body 
caused by the epidural hematom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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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Fig. 6). 환자의 통증 및 하지 감각은 수술 직후 바로 

호전되었고 양측 하지 근력이 Grade 3까지 다시 회복되었다. 

추후 경과에서도 합병증은 없었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운동

하며 경과 호전되어 수술 2개월 뒤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

하였고 수술 3개월 뒤 퇴원하였으며, 수술 약 1년 뒤 하지 근력

이 대부분 회복되었다.

본 증례는 본원 IRB 승인 (2019-01-031)을 받은 이후 진행

되었다.

고찰

척추 수술 후 증상을 동반한 척추 경막 외 혈종은 드물며 대

부분의 척추 경막 외 혈종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지만 

수술 후 3일 뒤에 나타나는 지연된 혈종도 발생할 수 있다. 여러 

문헌에서 척추 수술 후 지연된 경막 외 혈종에 대한 증례들이 

보고 되었는데.4-6) 그 중에서도 Kim 등3)은 척추의 악성 유잉육

종에 대한 전 척추 절제술 후 9일 뒤 나타난 경막 외 혈종의 증

례를 보고하였고, Spanier 등7)은 요추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후 

16일 뒤 나타난 rudkar 외 혈종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술 

후 급성 경막 외 혈종에 대한 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뒤 재차 발

생한 지연된 경막 외 혈종에 대한 증례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급성 척추 경막 외 혈종은 수술 시 척추 

정맥총의 손상이나 동맥 손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

한 혈관의 손상은 수술 후 척추 주변 근육의 염좌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4,5) 또한 고령, 응고병증, NSAIDs 복용, 전 척추 

절제술 및 5분절 이상의 다분절의 척추 수술, 10g/dl 미만의 Hb 

수치, 수술 시 1L 이상의 실혈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 후 경막 외 혈종의 위험성이 높아진다.3,8) 이는 지연된 경

막 외 혈종의 경우에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

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며 이전 척추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에서 반흔 조직의 혈액 흡수율이 정상 조직에 비해 떨어져 

지연성 경막 외 혈종의 발생율이 더 높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었다. 4)

전이성 척추 종양에 대한 전척추 절제술과 같은 광범위한 수

술에서는 악성 종양의 확실한 국소적 처치를 위해 척추골 전체

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므로 다량의 혈액 소실을 일으킬 수 있

다. 또한 수술 후 거대한 사강이 남기 때문에 혈종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전이성 갑상선 암과 같은 과혈관성 전이암에서

는 수술 시 출혈이 많아져 수술 후 혈종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

진다. 3)

그리하여 Tomita 등은 모든 전이성 암 수술 전에 색전술을 시

행하는데 본 증례에서는 과혈관성인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수

술을 시행해야 하였기에 수술 전 색전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병원 내 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없어 시행치 

못하고 수술 진행하였고 수술 시 출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혈종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차 혈종이 발생한 

후 혈종 제거 후에도 지연된 혈종이 발생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

이 척추 전 절제술은 광범위하게 조직을 제거하게 되어 거대한 

사강이 남게 되는데 사강 내에 혈액이 점차 고이다가 신경 조직

을 압박하는 정도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

므로 지연된 경막 외 혈종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 

증례에서 지연된 경막 외 혈종에서 갑작스러운 신경 마비가 발

생한 것은 사강에 서서히 차던 혈종이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

지 않다가 신경을 누르는 정도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척추 경막 외 혈종의 치료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조기에 수술적으로 혈종을 제거 시켜주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척수로의 비가역적인 혈액 순

환 차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비가 발생하기 전이나 혹은 마비

가 있는 경우는 수시간 이내에 수술해 줄 것을 추천하는 등 증

상을 나타내는 수술 후 경막 외 혈종에 대해 조기 감압의 중요

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특히, Amiri 등2)은 첫 증상

이 나타난 뒤 6시간 내에 혈종 제거술을 받은 경우가 6시간이 

지나고 혈종 제거술을 받은 경우에 비해 Frankel grades 평가에

서 2배 높은 증상 호전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혈종 제거술 후 다시 발생한 지연된 경막 외 혈종은 

알려진 바가 없는 만큼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어 적절한 평가와 

빠른 처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척추 경막 외 혈종의 전형

적인 임상 증상 및 경과는 초기에 출혈부위에 일치하여 심한 요

통이나 방사통이 나타나고 혈종 형성 속도에 따라 수시간 내지 

수일 후에 운동 및 감각 마비가 출현하여 방광 및 장 기능의 장

애가 흔히 뒤따르게 되며, 마비는 일반적으로 대칭적 하지 혹은 

사지 부전마비 형태를 보인다. 4,9) 이러한 특징적 임상 경과는 

조기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되나 본 증례의 환자는 심한 허리 

통증을 근력 약화 전에 호소하였으나 이 증상 사이에 방사통은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경막 외 혈종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하여 수술적 제거술까지 신속히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증례에서와 같이 전이성 척추 종양에 대한 전 척추 절제술 

및 다분절의 척추 수술의 경우 수술 후 경막 외 혈종의 위험성

이 더욱 높아지므로 수술 전후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

술전 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수술 직후 발생한 

급성 경막 외 혈종에 대한 혈종 제거술 후에도 지연된 경막 외 

혈종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막 외 혈종에 의한 증상이 

의심되면 빠른 평가와 즉각적인 제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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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척추 종양의 척추 전 절제술 후 발생한 급성 및 지연성 경막외 혈종 - 증례 보고 -
김정훈 • 김영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연구 계획: 증례 보고

목적: 전 척추 절제술 시행 후 두 차례 발생한 수술 후 경막 외 혈종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문헌의 요약: 척추 수술 후 경막 외 혈종은 드물며 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뒤 지연성 경막 외 혈종이 다시 나타난 예는 보고된 적이 없었다.

대상 및 방법: 74세 여환에서 제 9흉추(T9)의 전이성 척추 종양에 의한 병적 골절이 발생하여 전 척추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직후 발생한 경막 외 

혈종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수술 10일 후 신경학적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 지연성 경막 외 혈종이 또 다시 발견되어 혈종 제거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결과: 지연성 혈종 제거술 재 시행 후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되었다.

결론: 일차적인 혈종 제거술 후에도 증상을 일으키는 지연된 혈종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혈종 제거술 후에도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보인다면 혈종의 재

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 척추 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예방적 색전술을 시행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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