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Spinal dermal sinus tract (DST) is a rare congenital dysraphism that occurs in 

approximately one in every 2,500 live births.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at cutan

eous stigmata overlying the posterior midline neuroaxis may be associated with 

dermal sinuses, including abnormal pigmentation, hemangioma, hypertri chosis, 

and benign sacrococcygeal dimples. Spinal DSTs that are connected with sinuses 

may have diverse clinical presentations and may involve clinical complica tions, 

occasionally caused by a neurologic defect, or infectious complications, in cluding 

lifethreatening conditions such as meningitis. A 3monthold girl had experienced 

recurrent meningitis without typical abnormal findings on physical and laboratory 

examinations.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as performed to evaluate infec

tious conditions, and DST was found incidentally. Although MRI findings revealed 

DST, we could not find any small opening on the skin on careful observation. Thus, 

firstline physicians should keep several important factors in mind when initially 

evaluating patients with recurrent meningitis, such as cutaneous findings over the 

midline neuroaxis and early neuro imaging studies for congenital dysra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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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천성 척추 피부동관(spinal dermal sinus tract)의 발병은 신생아 약 2,500명당 1명으로 

드문 선천성 유합부전(dysraphism)이다1,2). 많은 연구에서 비정상적인 색소침착, 혈관종, 다모

증, 그리고 양성 천미부 피부함몰 등을 포함한 등쪽 중심선의 피부상흔이 피부동(dermal 

sinus)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3). 이러한 피부동과 연결된 피부동관에서는 임상적으

로는 발적, 경결, 그리고 화농성 배액 등과 같은 증상이 국소 혹은 심부 감염의 결과로 보여질 

수 있고 드문 경우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보이기도 한다4). 임상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많은 증례에서 신경학적 손상 혹은 뇌수막염과 같

은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성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빈번하게 척수견인증후군

(tethered cord syndrome)이나 inclusion tumors, 스플릿 코드변형(split cord malforma

tion)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다른 기형 등을 동반한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양성소견을 보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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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5,6). 

척추 피부동은 일반적으로 무증상의 피부 소견에서부터 감염, 신

경학적 손상, 비뇨기적 문제 그리고 정형외과적인 기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임상양상을 통해 접근하지만4), 척추 피부동관은 뇌

수막염 재발 시 혹은 척수견인증후군이나 천천히 증식하는 종양

의 영향이 명백해질 때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다2). 본 저자는 생 

후 3개월에 첫 번째 뇌수막염으로 치료 후 2개월만에 재발한 환자

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중 요천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

nance imaging, MRI)으로 확인된 척추 피부동관 증례 1례를 문

헌고찰과 함께 보고 하고자 한다. 본 연구 제안서는 원광대학교병

원 기관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되었다.

증례

환아: 생후 3개월, 여아 

주소: 발열 및 수유곤란(1차 입원 시), 발열 및 구토(2차 입원 

시)

출산력 및 가족력: 증례의 여아는 본 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

개술로 임신주수 38주, 신장 45 cm (10 백분위수 미만), 출생체중 

3,160 g (5090 백분위수)으로 출생하였다. 출생 시 아프가 점수

는 1분에 8점, 5분에 9점이었고 보호자 요청으로 시행한 TORCH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혈액형은 Rh+ A형 이었다. 선천성 대

사이상 검사 및 청력 선별 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었고 신생아실에 

3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다. 산모는 33세이며, 산과력은 G1, P0, L0, 

A1, D0였고, 첫째 아이는 여아로 18개월전에 출생하였으며 특이

한 병력은 없었다. 

경과: 출생 후 3개월 된 여아가 2일동안 지속되는 발열과 수유

곤란 증상을 보였으며 입원 시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에서 뇌수막

염이 발견되었다. 입원기간 동안 추가적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

였으나 Vancomycin과 Ceftriaxone 18일 투여 후 검사결과는 호

전되었고 뇌농양 등의 합병증 확인 위해 시행한 뇌 MRI에서 뇌수

막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미만성 연수막 증강(diffuse lepto

meningeal enhancement)만이 관찰되어 정상퇴원 하였다. 그러

나, 2개월 후 다시 발열 및 구토를 주소로 재입원 하였으며 뇌수막

염 재발이 확인되었고 추가적인 요천추 MRI에서 피부동관이 발견

되어 수술적 치료 권하였으나 보호자가 원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전원 직후 피부동관 절제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신경계 

및 비뇨기계 검사에서 이상소견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학적 소견: 첫 입원 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신장 61.5 cm, 체

중 6.8 kg으로 모두 5075백분위수를 보였고, 활력징후는 심박수 

12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7.9℃ 이었다. 흉부 청진상 호흡

음 및 심음이 정상 이었으며 외부 성기 및 항문은 정상 소견을 보

였고 사지 기형이나 전신 부종은 없었다. 신경학적 검사상 근긴장

도 및 모로반사는 정상이었고, 대천문 팽대 소견 등은 없었다. 포

유반사와 흡입반사는 정상적이었고 뇌척수액 검사 시 요천추 부

위에 특이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2개월 후 재입원 시 신

체검사에서 신장은 65.5 cm, 체중 8.4 kg으로 7590 백분위수를 

나타내었고, 활력징후는 심박수 134회/분, 호흡수 38회/분, 체온 

37.5℃ 이었다.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배와 

등쪽의 이학적 검진상 색소침착, 다모증 혹은 피부함몰 등의 특기

할만한 사항은 없었고 요천추 MRI 검사 후 피부동관의 개구부 확

인 위해 손가락으로 피부를 넓혀가며 확인하였지만 뚜렷한 피부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ure 1).

검사 소견: 첫 입원 시 혈액검사상 백혈구 13,240/mm3 (다핵구 

50.6%, 림프구 36.9%, 단핵구 12.3%), 혈색소 10.5 g/dL, 적혈구 

용적률 29.6%, 혈소판 385,000/mm3로 빈혈과 혈소판 감소 증은 

보이지 않았으며 혈당치는 139 mg/dL 그밖에 혈청 전해질은 정상

이었지만 C반응 단백 64.7 mg/L (정상치 <10 mg/L), Procalci

tonin 1.23 ng/mL (정상치 <0.15 ng/mL)로 상승되어 있었다. 뇌

척수액 검사상 백혈구 11,200/μL (다형핵 85%, 단핵15%), 단백질 

194.9 mg/dL, 당 53 mg/dL 이었으며, 혈액 및 뇌척수액에 대한 세

균 및 바이러스 배양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2개월 후에 재입원 시 혈액검사상 백혈구 16,600/mm3 (다핵구 

71.4%, 림프구 22.2%, 단핵구 6.0%), 혈색소 10.7 g/dL, 적혈구 용

적률 30.9%, 혈소판 420,000/mm3로 이었으며, 혈당치는 149 mg/

dL, 그밖에 혈청 전해질은 정상이었고 C반응 단백 114.7 mg/L, 

Procalcitonin 0.12 ng/mL 이었다. 뇌척수액 검사상 백혈구 1,370/

μL (다형핵 85.0%, 단핵 15.0%), 단백질 40.4 mg/dL, 당 69 mg/dL 

이었으며 세균 및 바이러스 배양검사 모두 처음 입원했을 때와 같

Figure 1. No obvious cutaneous finding of dermal sinus tract 
in a patient with recurrent menin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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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성이었다.

영상의학적 소견: 첫 입원 당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양측 폐의 

용적 및 폐 실질에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다. 입원기간 시행한 뇌

MRI에서 수두증이나 경막하 체액저류 등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뇌 실질에 비정상적인 신호증가는 없었으며 조영 증강 영

상에서 뇌수막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미만성 연수막 증강이 관

찰되었다(Figure 2). 재입원 시 시행한 요천추MRI에서 4번 요추 

이하로 낮게 위치한 척수 견인과 피부동관을 가진 피부동이 발견

되었다(Figure 3).

고찰

척추 피부동관의 태생학적 기원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

만 대부분의 경우 태아발달시기에 분리 실패로 발생한 척수 유합

부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태생기 약 35주사이 2개 층을 가진 외

배엽과 신경외배엽, 피부 외배엽 등이 상호 분리되며 척주(verte

bral column)와 근육계로 발달할 중배엽이 삽입된다69). 만약 피

부 외배엽이 어느 지점에서 신경관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면, 

피부 요소들로 둘러싸여 상피조직으로 형성된 관이 피부와 척수 

사이에서 지속적 연결을 형성하게 되며 본 증례의 여아처럼 대부

분은 신경축의 말단 즉 요천추 부위에서 호발한다1,9). 피부동관 환

자들의 약 40%까지 스플릿 코드변형이 있을 수 있으며 역으로 스

플릿 코드변형의 1540%에서 피부동관이 발견된다10,11). 피부동

관 환자에서는 관 혹은 동반된 종양이 척수를 당길 수 있어 척수

원추(conus medullaris)가 낮게 위치하거나 척수견인증후군을 일

으킬 수 있다6,12). 

피부동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소견들은 발적과 경결 같은 

국소적 감염의 소견이나 혈관종, 다모증, 피부 연성 섬유종, 색소침

착, 피하 지방종 등이 있고, 가끔 모호한 피부개구나 작은 구멍을 

갖기도 한다10,13). 이러한 피부 이상소견이 피부동관 환자의 54%에

서 발견된다고 하였으나6) 초기 진찰 시 간과되는 경우가 많고 환

자들은 감염 혹은 신경학적 손상의 증상이 발현된 후에야 진단되

기도 한다8,14). 척수동의 감염 증상을 살펴보면 개구부의 화농성 

분비물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 뇌수막염, 피부 염증 순으로 

많다4). 본 증례의 여아 역시 출생 시 이학적 검사에서 정상이었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보였으나 뇌수막염의 재발을 통해 피부

동관을 의심할 수 있었다. 등쪽 정중선 신경축 부위에 자명한 피

부소견을 가진 모든 환자들의 영상학적 검사는 의미가 있으며 최

근에는 이들 병변에 대한 평가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15).

MRI와 함께 척추의 전후측 및 측면 방사선 사진은 피부동관

Figure 2. Axial T2-weighted brain MRI showed mild and 
diffuse leptomeningeal enhancement. Abbreviation: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Figure 3. Preoperative axial and sagittal (T1-weighted and 
T2-weighted) lumbosacral MRI showed sacral dermal sinus 
tract with spinal cord tethering. Abbreviation: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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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단의 기준이 된다. 종종 MRI는 신생아의 빈맥과 빈호흡으로 

발생하는 영상학적 artifacts 때문에 명확한 영상을 얻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초음파는 이러한 환자들에서 척수 기형을 평가할 때 

동관, 척수원추의 위치, filum terminale, 그리고 연관된 병리학적 

이상 등도 확인할 수 있고 단순 천미부 함몰로부터 피부동 존재 

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16,17), 골화가 진행

되는 척추의 후면 요소들이 초음파 음향창(acoustic window)을 

제한하는 4개월 이상의 소아에서는 그 이용도가 감소 추세다16). 

일반적으로 MRI의 시상면(sagittal view) 영상은 동관을 명확히 

보여주고 관내의 혈관 기형도 보여주는 장점이 있어 진단 분류의 

기초를 제공하고 진단과 치료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된다4,18,19). 

일반적으로 척추 선천성 피부동의 경우 감염이 척수를 따라 올

라오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여 뇌수막염 혹은 뇌농양을 일으키

며, 일부 무균성 뇌수막염 등은 inclusion tumor 성분이나 다른 

피부 요소들이 뇌척수액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다. 척수내 농양

은 피부동의 약 50%에서 일어난다고 하며 골수 내, 경막 외 혹은 

경막 내 농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척추부위에 연이어 나타

날 수도 있다1,5,9,12,19). 피부동 환자의 연구에서 1세 미만의 영아들

은 그 이상의 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증상이 많다고 하였

으며, Ackerman과 Menezes6)의 연구에서도 피부동이 있는 12개

월 미만의 영아가 입원할 경우 연장아들에 비해 경미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으로 진단이 늦어져 신경학적 후유증을 발달시킨다고 하

였다4). 따라서 신경손상의 진행을 막고 정상적인 신경학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피부동

관은 예방적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관에 연결된 유피종(dermoid)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체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다양

한 척수 유합부전의 질환들은 신경학적 손상과 함께 요로계 기능

이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역동학 검사를 통해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요로계 기능이상을 확인하고 예방방법을 강구해야 

한다4). 

일반적으로 선천성 유합부전(dysraphism)으로 여겨지는 척추

와 척수의 선천성 기형은 출생 시나 유아기 초기에 진단 되지만 때

때로 연장아나 성인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전

원은 적시에 신경학적 수술을 시행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감

염, 척수견인, 혹은 종양 크기의 증가 등과 같은 합병증 발달을 두

드러지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피부동관의 척

수 견인으로 인해 낮게 위치한 척수원추가 있다면 뇌척수액 검사 

바늘이 척수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 이는 신경 구조의 손상과 함께 

경막 안으로 세균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추천자는 

피해야 한다4,6). 등쪽 신경 중심축의 피부 성흔이 있거나, 본 증례

의 환자처럼 명확한 피부 소견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원인을 파악

하기 힘든 뇌수막염이 재발하는 경우 단순한 질환으로 생각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반복하지 말고 즉시 영상학적 평가와 수술 등의 

치료를 고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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