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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pivacaine경막내 주사 후 발생한 화학수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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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Chemical Meningitis Induced by Intrathecal Bupivacaine Injection 

Ji-In Kim, MD, Sung Soo Lee, MD, PhD, Jin Kyo Choi ,MD, Jin-Woo Lee, MD, and Ji-Yong Lee,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Background: Iatrogenic meningitis after spinal anesthesia is a rare condition. Most cases of iatrogenic meningitis have a bacterial etiol-
ogy; however, there are a few reports of chemical meningitis associated with intrathecal administration of bupivacaine. 
Case Report: A 74-year-old man underwent cystoscopy, with anesthesia by intrathecal bupivacaine hydrochloride injection. Two hours 
post-procedurally, he complained of a severe headache and his mental status subsequently deteriorated from alertness to confusion. 
Cerebrospinal fluid examination on the day of admission showed an increase in cell count (841/mm3; polymorphonuclear 78%: mono-
nuclear 10%) and total protein (460 mg/dL). His clinical findings and laboratory abnormalities were consistent with the diagnosis of 
bupivacaine-induced chemical meningitis, rather than the bacterial meningitis. 
Conclusion: We report a case of chemical meningitis after spinal anesthesia with bupivacaine. Differential diagnosis should include 
chemical meningitis in cases of meningitis after spinal anesthesia. 
J Neurocrit Care 2014;7(2):122-124

Key Words: Meningitis; Spinal anesthesia; Bupivacaine

CASE REPORT
J Neurocrit Care 2014;7(2):122-124 ISSN 2005-0348

서     론

척추마취 후에 생기는 수막염은 100,000건당 0.7-3.7건 생길 

정도로 드물게 나타나지만1,2 치명적일 수 있다.3,4 수막염이 생

기는 원인으로는 세균  수막염이 대부분이지만1-3 척추강내 투

여한 bupivacaine에 의한 화학  수막염도 원인이 될 수 있다.5-7 

저자들은 척추마취 후 발생한 의인성수막염 1예를 보고한다. 

증     례

74세 남자환자가 심한 두통과 정신혼동을 주소로 내원하였

다. 환자는 내원 당일 타병원에서 bupivacaine hydrochlorid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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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내척추마취를 하고 방광경검사를 받았으며 시술 2시간 

뒤에 증상이 생겨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심방세동, 고

혈압, 당뇨병이 있어 아스피린과 항고혈압제, 경구용 혈당강

하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본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144/88 

mmHg, 체온은 37.6℃, 맥박수는 분당 120회, 호흡수는 분당 

22회였다. 다른 신체 진찰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신경학

적진찰에서 의식수준이 기면상태여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

하지 못하였다. 뇌신경검사에서 양측 대광반사, 각막반사는 

정상적으로 관찰되었고 다른 뇌신경검사도 정상이었다. 양측

사지의 근력검사와 건반사는 정상으로 관찰되었으나 감각검

사는 정신혼동으로 정확하게 검사할 수 없었다. 경부강직은 

관찰되었다. 본원에 도착한 직후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7810/mm3, 적혈구침강속도는 15mm/hr, C-반응단백은 0.48 

mg/dL이었고 간기능검사와 신장기능검사는 정상이었다. 뇌

척수액검사에서 백혈구는 841/mm3 (다핵구 78%, 림프구 12%, 

단핵구 10%, 호산구 0%), 단백 460 mg/dL로 증가되어 있었고 

포도당 수치는 62 mg/dL (혈당은 167 mg/dL)이었다. 뇌척수

액 도말검사와 배양검사에서 세균, 결핵균, 진균은 검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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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크립토코쿠스항체검사, 단순포진바이러스검사와 결

핵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도 음성이었다. 뇌척수액 adenosine 

deaminase는 6.1 U/L이었다. 환자는 심방세동, 고혈압, 당뇨병

이 있고 급격한 의식변동를 보여 허혈뇌졸중을 감별하기 위해 

확산강조영상을 포함한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으며 급

성허혈뇌졸중, 수두증 등의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조영증

강영상은 시행하지 않았다. 뇌척수액 소견이 세균수막염을 배

제할 수 없어 vancomycin (2 g/day)과 ceftriaxone (4 g/day)을 14

일 동안 정맥주사하였고, 의식저하가 있어 dexamethasone (10 

mg/day)을 6일 동안 정맥주사한 후 5 mg/day으로 줄여 4일 동

안 정맥주사하였다. 환자는 입원 3일째까지 38℃ 이상의 고열

과 경부강직을 보였으나 4일째부터는 두통, 경부강직과 발열

이 없어지고 의식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추적 뇌척수액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입원 15일째 퇴원하였다.

고     찰

척추마취, 척추경막외병용마취, 척추혈관조영술, 기뇌조영

술, 진단적 뇌척수액검사 등을 위해 경막천자를 시행하게 되

는데 경막천자후두통, 요통, 혈종, 농양, 신경손상, 수막염 등

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경막천자후수막염(post-

dural puncture meningitis, PDPM)은 Baer3가 1952년 부터 2005

년 사이에 보고된 문헌고찰을 통해 경막외 마취 후 생긴 증례

들을 포함하여 179예를 정리하였는데 척추마취 후에 발생한 

수막염이 96예(54%) 이었고 척추혈관조영술 후에 29예(16%), 

경막외 마취 후에 21예(11%) 발생하였고 진단적 뇌척수액검

사 후에 발생한 경우도 17예(9%)가 있었다. PDRM은 대부분 

세균수막염으로 발생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이 시술자의 비말

에 의한 오염이며 PDRM의 원인 균주도 상기도내 정상균 무

리인 Streptococcus salivarius와 Streptococcus viridians가 가장 

많다.3 피부의 불완전한 무균조작으로 인한 바늘오염도 원인

이 될 수 있고 드물게는 혈행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8 

PDRM 중 척추마취 후에 생기는 수막염은 드물게는 마취

제에 의한 화학수막염도 발생할 수 있다.5-7 척추마취시 사

용되는 마취제는 lidocaine, bupivacaine, tetracaie, ropivacaine, 

levobupivacaine이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에 보고된 척추마취  

후 생긴 화학수막염은 모두 bupivacaine투여 후에 발생하였

다.5-7 Bupivacaine hydrochloride는 1965년부터 임상에서 사용

되었는데 비교적 긴 작용시간을 가진 amide형 국소마취제로 

운동신경의 차단 없이 통증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척추마취 및 경막외차단에도 많이 쓰인다. Bupivacaine에 의한 

화학수막염의 뇌척수액검사에서는 다핵구가 주로 관찰되는 

심한 백혈구증가가 나타나고 단백이 많이 증가하여 세균수막

염과 유사하지만, 혈액과 뇌척수액의 균배양은 음성이고 전신

염증소견이 경하고 뇌척수액 포도당 수치가 심하게 감소하지 

않고 뇌척수액에서 호산구 증가를 보일 수 있어 세균수막염과 

차이를 보인다.7,9 또한 척추마취후수막염 증상발현이 6시간 

이내로 짧으면 화학수막염을 시사하는 임상적 특징이다.9 본 

증례의 경우 뇌척수액에서 호산구 증가 없이 다핵구가 78%를 

차지하는 백혈구 증가를 보이면서 단백은 460 mg/dL로 크게 

증가되어 있어 세균수막염을 배제하기 어려워 항생제를 2주 

동안 투여하였다. 그러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와 적혈구침

강속도는 정상범위이고 C-반응단백은 약간 상승되어 전신염

증소견은 심하지 않았고, 혈액과 뇌척수액의 균배양은 음성이

고, 뇌척수액 포도당 수치가 62 mg/dL로 심하게 감소하지 않

았고, 척추마취 후 2시간만에 수막염 증세가 생겨 세균수막염

보다는 화학수막염에 합당한 소견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는 척추경막외병용마취 후 30시간 뒤 발생한 수막

염, tetracaine으로 척추마취한 후 3일째 발생한 무균수막염과 

경막외차단술 후 발생한 Streptococcus viridans에 의한 세균수

막염 등이 보고되어 있는데10-12 본 증례는 bupivacaine으로 척

추마취 후 생긴 화학수막염으로 생각되며, 경막내척추마취후

수막염이 발생한 경우 세균수막염 뿐만 아니라 화학수막염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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