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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발생한 척수 슈반세포종의 종양내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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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개/μL), 혈색소는 10.6 g/dL (정상범위 13-17 g/dL)이었다. 응
고 검사에서는 프로트롬빈시간-국제표준화 비율(prothrombin

72세 여자가 4시간 전 갑자기 생긴 사지마비를 주소로 내원

time-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PT-INR)이 4.67 (정상범위

하였다. 왼쪽 팔다리 위약이 오른쪽보다 심하다고 하였고, 사

0.88-1.20) 그리고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지마비와 함께 경미한 뒷목 통증도 동반되었다고 하였다. 내

partial thromboplastin time)이 86.2초(정상범위 20.0-36.0초)로

원 3일 전부터 몸통에 저림이 생겼다고 하였는데, 이도 점점

모두 증가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지 근력이 더 감

심해진다고 하였다. 환자는 3년 전 타 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소하였고, 배뇨장애도 호소하였다. 내원 13시간 후 양쪽 다

진단되어, 와파린 5 mg을 하루 한번 복용 중이었고, 고혈압도

리 및 양쪽 팔 근력이 각 각 MRC 1등급 및 MRC 0등급으로 측

있어 항고혈압제도 복용하고 있었다. 외상 병력은 없었고, 가

정되었고, 제 7 척추 수준 아래 부위에 침 통각 및 온도 감각

족력에도 특이 사항은 없었다.

이 감소되어 있었다. 뇌 자기공명영상검사(magnetic resonance

진찰상 근력은 오른쪽 팔다리가 Medical Research Council

imaging, MRI) 는 정상이었으나, 척추 MRI에서 제 2-3 경추

(MRC) 4+등급, 왼쪽 팔다리는 MRC 4등급이었다. 침 통각,

경막 내에 불균일 신호 강도를 보이는 종괴에 의해 척수가 압

촉각 및 온도 감각은 정상이었으나, 좌측 엄지발가락에서 관

박되어 있었고, 흉추 및 요천추 부위에는 균일한 신호 강도를

절 위치감각이 감소되어 있었다. 양쪽 상완이두근의 건반사

보이며, 조영증강되는 다수의 종괴 들이 있었다(Fig. 1). 경추

가 항진되어 있었으나, 다른 부위의 건반사는 정상이었다.

부 종괴에 의한 증상이라 판단하고,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다.

Hoffmann 징후는 왼쪽에서 양성이었고, 바빈스키징후는 양쪽

제 2-3 경추 후궁절제술 및 종괴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경

에서 보이지 않았으며, 수막자극징후도 없었다.

막 절개 시 거미막하 공간에 출혈이 있지는 않았다. 종괴는 주

일반혈액 검사에서 백혈구는 11700개/μL(정상범위 4000-

위 조직과 유착 없이 경계가 명확하였고, 적출된 종괴의 입쪽

10000개/μL), 혈소판은 385000개/μL (정상범위 150000-450000

(rostral) 부분에 혈종이 보였고, 조직 검사상 슈반세포종으로
진단되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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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다음 날 환자의 양쪽 팔 및 양쪽 다리 근력은 각각
MRC 3등급 및 MRC 1등급으로 측정되어, 수술 직전보다 호전
되었다. 이후로도 근력은 점점 호전되었고, 수술 4개월 후 양
쪽 팔 근력은 정상이었으며, 양쪽 다리 근력도 MRC 4+등급이
되어 독립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배뇨장애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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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RIs of the spine. Those show intradural mass as heterogeneous signal intensity on T2 weighted (A) and irregular enhancement
on T1 weighted enhanced MRI (B) at the level of C2-3 segments with cord compression. There are also multiple masses in thoracic and
lumbosacral regions, which are more pronounced in T1 weighted enhanced MRI (D, F) than T2 weighted image (C, E).

고

찰

척추 슈반세포종은 서서히 자라고, 종양에 의한 압박 효과
(mass effect)가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급격한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1 또한 본 증례와 같이 다발성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 2형 신경섬유종증을 감별해
야 한다.2
저자들은 본 슈반세포종 환자에서 항응고제가 종양 내 출혈
과 관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에 몇 몇 연구자들이 척추
슈반세포종과 연관된 종양 내 출혈을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 중 한 예에서만 종양 내 출혈이 항응고제 사용과 연관되어
Figure 2. Photomicrography of histopathologic finding. It is composed of spindle cells with wavy and palisading nuclei, which is
typical microscopic appearances of a schwannoma. Hemosiderin
depositions are also seen, but there is no necrosis or malignant
transformation (Hematoxylin-Eosin stain, ×200).

있었다.3 아직까지 슈반세포종의 종양 내 출혈 기전은 규명된

있어, 간헐적 도뇨를 시행하고 있었다.

혈관이 견인되어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1,4 환자의 척

바가 없지만, 종양 내 유리화되고 확장된(hyalinised ectatic) 혈
관이 종양의 괴사를 유발하여 자발적으로 출혈이 생긴다는 가
설이 있다.4 또 다른 가설은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해 종양 내
추 MRI 에서 상부 경추뿐 아니라 다른 척추 부위에도 종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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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으나, 상부 경추에서만 종양 내 출혈을 시사하는 불균

이러한 증상 및 징후는 없었다. 또한, 배뇨장애가 사지마비 이

일 신호 강도를 보였다. 척추는 생역학적으로 굴곡, 신전, 외

후에 생겨, 요천추 부위의 종양과 배뇨장애는 무관할 것으로

측굴곡 및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경추 부위는 다른 부위에

생각된다.

비해 넓은 범위의 운동이 이루어지며, 특히 상부 경추는 경추
5

저자들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척추 슈반세포종 환자에서

회전 운동의 50%를 담당한다. 따라서, 출혈이 생긴 상부 경

종양 내 출혈로 생긴 척수병증의 희귀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추 부위의 혈관이 보다 더 쉽게 견인되어 손상을 받았고, 항응

문헌 고찰을 통해 보고하는 바이다.

고제 사용으로 종양 내 출혈이 급격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본 증례에서는 두 번째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
된다. 아울러 병리학적 검사에서 조직의 괴사 소견이 없었던
것도 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폐색전증 환자의 급성기 치료로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3
개월 정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6 항트롬빈III결핍, C
및 S단백질결핍 또는 항인지질항체증후군 같은 혈전성향증
(thrombophilia)이 있거나 근위부 심부정맥혈전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색전증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혈위험성이 높
지 않다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항응고제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 와파린 사용시에는 PT-INR을 2.0-3.0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 환자의 PT-INR이 내원 당시에 4.67로 증
가되어 있어 와파린 용량이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혈전성향
증과 관계되는 혈액검사나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타 병원에서 환자에게
와파린을 3년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재 평가가 필요하다.
환자의 근력은 수술 이후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으나, 배
뇨장애는 남아 있었다. 척추 MRI에서 경추 외의 다른 척추 부
위에도 다발성 종양이 있었는데, 특히 요천추 부의 종양은 말
총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7 말총증후군에서는 배뇨장애
가 흔히 동반되지만, 전구 증상으로 요통이 흔히 생기고, 다리
방사통이 동반되며, 다리 건반사가 감소하는데,8 환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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