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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배부 홍반성 함몰반이 동반된
척수내수종(Hydromyelia) 신생아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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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Hydromyelia with Erythematous Depressed Pat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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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ydromyelia is one kind of four types of syringomyelia, chronic progressive and
degenerative disorder, which develops pathological cavity or syrinx within spinal cord. It
is rare and comprises dilated spinal syrinx. Its clinical manifestations include muscle
weakness without pain in arm and hand, dissociated segmental dysesthesia, and loss of
pain and temperature sensation. It is also frequently associated with hydrocephalus. We
report a case of hydromyelia with erythematous depressed patch on low back in term
neonate. (J Korean Soc Neonatol 2006;13:283-287)
Key Words : Hydromyelia, Newborn
손에서 통증이 없는 근 쇠약 혹은 근 허약과 해리성
서

형태의 분절성 감각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감

론

각에서 촉각, 위치각 혹은 진동각은 보존되어 있지만,
통각 및 온도각은 소실되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척수내수종(hydromyelia)은 병리학적으로 척수 내

흔히 수두증(hydrocephalus)을 동반할 수 있다.
＋2

에 공동(cavity) 혹은 관(syrinx)이 발생하는 만성 진

저자들은 재태연령 38 주에 출생하여 하배부 피부

행성 변성 질환인 척수공동증(syringomyelia)중 척수

병변이 동반된 척수내수종(hydromyelia) 신생아 1례

관이 확대되어 있는 형태로 매우 드문 질환이다. 국내

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에서는 소아나 어른에서 몇몇 보고가 있으나 신생아
1)

에서는 보고 된 바 없다 .

증

례

척수공동증은 교통성 형태와 비교통성 형태로 흔히
구분한다. 교통성 형태는 대공 수준에서 폐쇄성 병변
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통성 형태는 종양,

환 아 : 유 OO 애기, 생후 1일, 남아

외상 및 지주막염 등과 관련이 많다. 임상적으로 팔과

주 소 : 하배부의 홍반성 함몰반
과거력 및 가족력 : 산모는 과거력상 특이소견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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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족력도 특이소견 없었다.
＋2

현병력 : 환아는 재태연령 38 주, 체중 3,4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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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0백분위수)으로 인근 개인 산부인과에서 자연분

었고, 이후 활력 징후는 계속 안정되었다. 전신 진찰

만 되었고, Apgar score는 1분-7점, 5분-9점이었으

상 특이한 기형은 관찰되지 않았고, 건강하게 보였으

며, 출생 당일 하배부(low back)에 홍반성 함몰반

며, 수유, 활동 양상이 활발하였고, 신경 검사상 특이

(erythematous depressed patch)있어 본원으로 전원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신경외과와 협진을 하였고

되었다.

전신 상태가 양호하여 퇴원하였다. 현재까지 1년 동안

이학적 소견 : 입원 당시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으며

소아과 외래에서 추적진료 중인데 생후 2개월경부터

두 경부 및 흉부와 복부 및 신경학적 진찰에서 특이사

양 하지의 근력 저하가 관찰되었고 1세인 현재까지

항은 없었다. 하배부(low back)에 단발성(solitary)의

지속되고 있으며, 기어 다니기, 붙잡고 서기가 불가능

난원형 모양(oval shape)의 불규칙한 경계(irregular

하나 인지 발달은 양호하였다.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margin)를 지닌 홍반성 함몰반(erythematous de-

에서 함께 협진을 하고 있으며 신경외과에서 수술계

pressed patch, 2×2 cm)이 관찰되었다(Fig. 1).

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 소견 : 입원 당시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3

11,400/mm , 혈색소 14.1 g/dl, 적혈구 용적치 39.2%,
혈소판

3

256,000/mm 이었고,

혈청

생화학

고

찰

검사,

VDRL, TORCH 검사, 소변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
었다.

척수공동증은 척수 중심관과 인접한 부위에 공동이

방사선 검사 : 두부 초음파 검사상 좌 배아기질(left

형성되고 그 주위에 신경 교세포 증식을 일으키며 임

germinal matrix)에 hemorrhage의 소견이 관찰되었
으나 우 배아기질은 정상이었으며, 뚜렷한 뇌수종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2). 척추 자기 공명 영상상 제
5-6, 제 11 흉부척수에서 국소의 팽창성인 척수내수
종(localized expansile hydromyelia)과 확장된 말총
(cauda equina), 제 12 흉부척수에서 제 1 요부척수
까지 확장된 척추 원뿔(conus medullaris)이 관찰되
었다(Fig. 3).
치료 및 경과 : 본원으로 내원한 후 산소 포화도가
다소 감소되는 경향 있었으나 산소 공급 이후 호전되

Fig. 1. An erythematous depressed patch (solitary,
oval shape, irregular margin, 2×2 cm) was seen on
the low back area.

Fig. 2. The brain ultrasonography shows a resolving status of germinal matrix hematoma (long black
arrows) on the left (Fig. 2A), but not on the right
(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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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pine MRI shows multifocal localized expansile
hydromyelia on T5, T6 and T11 level on T1-weighted sagittal image
(A) and T2-weighted sagittal image (B).
5)

상적으로 부분적 운동 신경과 감각 신경의 이상 및

발생하게 되는데, 이 등 은 좌측 족배부의 궤양과 피

영양 장애가 동반되는 질환으로 1546년 처음으로

부 결손을 지닌 51세의 남자에서 척수 전산화 단층촬

Esteinne 등이 보고하였고 1827년 Ollivier가 syrn-

영을 통하여 제 3 요부척수에 걸친 낭종성 병변을 보

1)

ingomyelia라 명명하였다 .

고했다.

척수공동증은 드문 질환으로 주로 남자에게 빈번히

척수공동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올 수 있는데

발생되고, 호발 연령은 20대에서 30대이며 드물게는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다. Aubin 등 은 선

소아기 또는 장년기에도 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성인 경우에서는 주로 후 뇌측 대공 주위의 선천성

2)

6)

소아와 어른에서 몇몇 보고가 관찰되는데 염 등 은

기형과 동반된 것으로 이 중 Chiari 기형과 관련된

좌측 상하지 운동 및 감각 이상을 보인 9세 남아에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저부 함입, 뇌수종,

Metrizamide를 이용한 척수강 조영상 및 경부 척추

환추 후두골 융합 등의 두개 경부 기형과 관련된 경

전산화 단층 촬영술에서 제 3 경부척수부터 제 6 경

우라고 하였다. 또한 후천성인 경우는 원인으로는 흉

3)

부척수에 걸친 낭종성 병변을 보고하였고, 하 등 은

부의 외상이 가장 많고, 기타 지주막염, 척수 종양 등

척수공동증이 발견된 환자 17례에 대한 보고를 하였

이 있다.

는데, 4례에서 10세 이전에 발병하였고, 16례에서 40
4)

척수공동증의 생성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

대 이전에 발병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홍 등 은 사지

립된 이론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퇴행성 병

위약과 감각 저하를 호소하는 26세의 남자환자에서

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지주막하강간 사이의 교통

경추 자기공명 영상상 제 2경추부터 제 2흉추까지의

유무에 따라 교통성과 비교통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척수공동증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형태에 따라 척수 내 공동 생성기전에 대한 여러 가

신생아 시기에 발견된 척수공동증에 대한 보고는 없

지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 교통성의 경우 초기에는

다.

“Hydrodynamic theory"가 제시되었는데

7)

이는 태생

척수공동증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경흉수 부위

학적으로 제 4뇌실의 출구가 막혀 뇌척수액이 뇌실로

(cervicothoracic region)이지만 드물게 요추부에도

부터 척수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의 동맥박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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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중심관으로 전달되어 압력을 가함으로 척수 중

는 보존되어 있어 촉각, 위치각 및 진동각은 비교적

심관이 커지면서 점차 공동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 형태를 ‘해리성 감각

제 4뇌실의 출구가 존재하고 후 뇌측 대공주위의 기

상실(dissociated sensory loss)’이라고 부른다. 이러

형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척수 공동

한 척수 관이 전각세포 부위로 확장하면 운동 신경세

의 기전은 뇌척수액의 압력이 Virchow-Robin 공간

포 상실로 인한 손근육에서 근위측증이 일어나서 '갈

8)

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이외에도 crani-

퀴손 기형(claw-hand deformity)'혹은 '취수(main

ospinal pressure dissociation을 가정하여 두개 내

en griffe)'를 나타낸다 .

13)

지주막하강과 척수강 사이에 압력의 차로 뇌척수액이

진단은 신경증상이 중요하나 임상 증상은 소아 이

자유롭게 이동되지 못하여 뇌척수액이 제 4뇌실의 바

후에 주로 나타나고, 신생아 시기에는 드물고, 증상을

닥으로부터 중심관내로 밀려 내려가게 되어 공동이

감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를 이용하여

9)

생긴다는 이론도 있다 . 최근에는 아놀드-키아리 기

진단하게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척추 초음파

형 제 2형(Arnold-Chiari malformation, type II)과

(spine ultrasonography)와 척추 자기공명영상(spine

관련된 척수내수종(hydromyelia)이 역학적인 문제보

MRI)이 있다. 척추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접

다는 분자 유전학적 결함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라

근 방법이 용이하며, 마취할 필요가 없고, 값이 저렴

10)

14)

보고하였으며, Sarnat 이 보고한 아놀드-키아리 기형

한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척추 자기 공명 영상은 마

제 2형(Arnold-Chiari malformation, type II), 선천

취의 필요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성 수도관협착증(congenital aqueductal stenosis)과

있으나 감염, 종양, 외상 등 초음파로 알 수 없는 척

척수내수종(hydromyelia)을

뇌실막

수내수종의 원인들을 감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

protein인

고 있다 . 척수내수종은 척추 자기 공명 영상상 T2

(ependyma)에서

지닌

intermediate

환아의

filament

Vimentin의 증가가 이러한 가설의 증거가 된다고 하

15)

16)

강조 영상상 고강도 확장관 형태로 관찰된다 .

였다. 비교통성 공동의 형성기전에 대한 가설로 종양

치료는 증상이 있는 환아에서 방사선학적 검사의

과 동반된 경우는 종양 세포에 의한 분비나 종양내

결과에 따라 신경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

괴사가 원인이 되고 지주막 염증과 동반된 경우는 척

이지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증상이 없는

수가 수막과 유착됨으로써 초래되는 정맥의 폐색과

환아에서는 추적 관찰하며 자발적인 병의 소실도 관

그에 따른 국소빈혈에 의하여 기계적인 분열이 척수

찰된다.

11)

1997년 Massimo

17)

등 은 142명의 spina

조직내에 초래되어 공동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 . 이

bifida 환아 중 증상을 나타낸 척수내수종을 동반한

러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척수공동증을 제 1형 대공

14명을 수술하였고, 모두에서 증상의 호전이 관찰되었

폐쇄를 동반한 척수공동증, 제 2형 대공 폐쇄가 없는

음을 보고하였다.

척수공동증, 제 3형 척수의 다른 질환을 동반한 척수

본 증례는 신생아시기에 특이 증상과 수두증과 같

공동증, 그리고 제 4형 순수 척수내수종(pure hydro-

은 신경학적 기형이 동반되지 않고, 단순히 요추부에

myelia)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순수

홍반성 함몰반의 피부 병변만 보인 순수 척수내수종

척수내수종(pure hydromyelia)이란 척수관이 확대되

이었고, 만 1세된 현재 하지에 근력저하를 보이고 있

어 있는 형태로서 흔히 수두증(hydrocephalus)을 동

으며 지속적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비롯한 전신 진찰

12)

반한다 .

과 방사선과적 검사 등 추적 진료 중에 있다. 신생아

척수공동증의 임상적 양상은 일차적으로 병변의 위

시기에 후배부에 단순 피부병변만 있는 경우라도 뇌

치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흔히 생기는 관(누공:

뿐만 아니라 척수에 대한 자세한 영상 검사가 필요할

syrinx)부위는 하부 경수(lower cervical)부위이며, 후

것으로 사료된다.

각 기저부에서 생겨 흔히 중심 회색질(central gray
matter)및 전교련(앞맞교차: anterior commi ssure)
부위로 확장이 일어난다. 이때 통각 및 온도각의 상실
을 초래하지만, 척수후주(뒤기둥: posterior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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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내수종 ―

요

약

척수내수종(hydromyelia)은 병리학적으로 척수 내
에 공동(cavity) 혹은 관(syrinx)이 발생하는 만성 진
행성 변성 질환인 척수공동증(Syringomyelia) 가운데
척수관이 확대되어 있는 형태로서 매우 드문 질환이
며 국내에서는 소아나 어른에서 몇몇 보고가 있으나
신생아에서는 보고 된 바 없다. 저자들은 재태연령 38
＋2

주에 출생하여 하배부에 단순 홍반성 함몰반의 피

부병변이 동반된 척수내수종(hydromyelia) 신생아 1
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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