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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erforming endoscopic endonasal transsphenoidal approach surgery, intraoperative
cerebrospinal fluid (CSF) leakage frequently occurs. While a small amount of CSF leakage can
be easily handled, in the case of a high flow or a large amount of CSF leak, simply applying a
nasoseptal flap may cause flap failure due to flow pressure. The best buttress for this situation
would be septal bone or fascia lata; however, it is difficult to use septal bone if it is thin or not
sufficiently secured to cover the defect area or in the case of revision case and when donor
morbidity is increased for fascia lata harvest. To address this concern, in this study, we report
the cases of sellar floor reconstruction using a polycaprolactone-based mesh as but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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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뇌척수액 누출은 뇌기저부 결손 부위로부터 뇌척수액이 코로 흘

▒ CASE REPORT
1. Case 1

러나오는 증상이다.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외

79세 남자가 내원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시야결손을 주소

상, 두개 내 종양, 두개 기저부 수술 등이 있다.[1,2] 뇌척수액 누출

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의 일부인 좌전하행

의 원인은 크게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나뉘는데, 전체의 약 80%

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개입술 시행 및 이자암에 대해 수술적 치료

가 두부 외상에 의한 경우이며 약 16%가 의인성에 의한 경우이

를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정밀 검사상 좌측 완전 시각 소실, 우안

다.[3] 최근 비내시경 수술 및 경접형동 접근을 통한 두개 내 종양

이측 시야 결손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시 교차 부위 종양 의심하에

제거 수술과 비중격 피판술의 보편화로 뇌척수액 누출의 발생률이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행하였고, 자기공명영상상 뇌하수체 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수술 중 뇌척수액 누출의 발생과 이에

기의 종양이 확인되어 두개인두종 진단하 첫 번째 내시경을 이용한

대한 처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

경접형동 수술을 시행하였다. 첫 수술 중 등급 3의 뇌척수액 누출

뇌척수액 누출 등급은 크게 0부터 3으로 분류한다. 등급 0의 경우
수술 중 뇌척수액 누출이 없는 경우이며, 등급 1의 경우는 결손 부위

소견이 있었으나 비중격 골의 가용성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장 부위 결손을 우측 비중격 점막 피판을 이용하여 재건하였다.[2]

가 눈으로 보이나 크기가 작고 발살바 조작 시 새는 정도의 뇌척수

수술 후 4일째 발열 및 C 반응성 단백 상승으로 뇌척수액 유

액 누출이 있는 것이다. 등급 2의 경우 결손 부위가 명확하여 가로막

출 의심하 시행한 뇌척수액 천자에서 백혈구 240 cell/μL, 호중

의 결손이 중등도로 있는 경우를 말하며, 등급 3의 경우 가로막 결

구 194 cell/μL (81%), 포도당 73 mg/dL, 단백질 257.5 mg/

손이 크게 있거나 경막의 결손이 있는 것을 말한다.[2] 뇌척수액 누

dL로 측정, 뇌척수액 배양에서 그람 양성 구균(Enterococcus

출부의 크기가 작을 경우는 두위를 높이고 절대안정, 뇌압상승 예

faecalis )이 검출되었고 이는 세균성 뇌수막염에 일부 합당한 소

방, 요추 천자를 통한 4-7일간 100-150 mL/일의 뇌척수액 배액

견이었다. 비내시경 소견상 뇌척수액 비루를 보여 수술 후 4병일

등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기도 한다. 뇌척수액 누출이 7일 이상 지

째 되는 날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우측 비중격 피판이 주변 점막

속되면 뇌막염의 발생 위험도가 8-10배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

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12시 방향에서 박동성의 뇌척

다.[5] 따라서 뇌척수액 누출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수술 중 발생하

수액 누출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골결손부 재건을 위해 우측 맥버

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건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5,6]

니 지점에서 외복사근의 근막을 떼어내 보강 후 타코실(Tachosil®;

골 결손 부위가 크고 뇌 척수압의 세기 및 흐름이 강할 때 피판의

Fig. 1

안정적인 생착을 위해 비중격 골과 같은 단단한 지지체나 대퇴근막
과 같은 뇌척수액의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지지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비중격 골의 서골과 대퇴근막을 대표적인 지지
체로 이용하여 결손 부위를 재건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7] 하지만
비중격 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추가적인 환자의 이환율이 증
가하는 대퇴근막 등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3D 프린팅된 생분해성 지지체와 비중격
및 중비갑개 피판술을 활용하여 고령의 나이, 당뇨, 고혈압, 관상동
맥질환 등의 피판의 재건 실패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고유량 혹은
결손 부위가 큰 뇌척수액 누출을 적절하게 해결한 2개의 증례를 보
고하는 바이다.

Intraoperative endoscopic findings at the 2nd operation.

생분해성 지지체 이용 뇌척수액 비루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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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omed, Linz, Austria), 써지셀(Surgicel®, Ethicon; Johnson
®

계획하였다.[8]

& Johnson, Somerville, NJ, USA), 젤폼(Spongostan , Ethicon)

수술 중 소견으로 외복사근 근막 일부 결손과 박동성의 뇌척수액

을 통해 고정하고 좌측 비중격 피판을 이용하여 보강 후에 나조포

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괴사된 좌측 비중격 피판 및

®

어(Nasopore ; Polyganics, Rozenburglaan, The Netherlands)

외복사근 근막을 제거하고(Fig. 1) 우측 전 외측 대퇴 근막으로 덮

로 접형동 내부를 채워 내부 충전재가 결손 부위에 밀착되도록 하

은 후, 타코실과 근막으로 보강하였다. 골결손부에 뼈 대신 생분해

®

였다. 접형동의 입구는 메로셀(Merocel ; Medtronic-Xomed,

성 지지체인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TnR Mesh TSI®;

Jacksonville, FL, USA)을 이용하여 접형동 내부의 패킹이 외부로

T&R Biofab, Siheung, Korea)을 삽입하였으며, 이전 수술에서 양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보강하였다.

측 비중격 점막 피판을 모두 사용하였고, 모두 재사용하기에 적절

수술 후 6일째 수양성 뇌척수액 비루 증상이 발생하여 시행한 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양쪽 중비갑개 피판에서 뼈를 제거한 후 이를

내시경 검사상 피판의 위 경계 일부의 약 2 mm 크기의 구멍에서

이용한 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Fig. 2). 결손 부위를 보강 후 위에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뇌척수액 천자를

타코실, 써지셀, 젤폼을 통해 고정 후 나조포어로 접형동 내부를 채

시행하였고, 백혈구 130 cell/μL, 호중구 57 cell/μL (44%), 포도

웠으며 접형동의 입구는 메로셀로 보강하였다. 술 후 절대적인 침

당 56 mg/dL, 단백질 150.9 mg/dL로 측정되었으며, 등급 3의 뇌

상안정을 하였으며 특이 합병증을 보이지 않아 퇴원하였다.

척수액 누출로 진단하고 결손 부위의 재건을 위한 수술적 치료를

수술 후 3개월째 외래 추적 관찰상 생분해성 지지체인 폴리카프

Fig. 2
A

Intraoperative finding of the sphenoid sinus skull
base covered with the polycaprolactone (asterisk)
(A) and right (arrow) and left (arrowhead) middle
turbinate (B).

B

Fig. 3
A

B

C

(A) Three-months follow-ups after revision surgery, nasal endoscopy showed the polycaprolactone and both middle turbinate covering the cerebrospinal fluid leak site (arrowhead).
(B, C) After post operation at 6 months, in the sagittal view, the operation site was well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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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락톤 및 중비갑개 피판은 결손 부위에 잘 생착되어 있고 수술 후

손 부위를 우측 비중격 피판을 사용하여 보강 후 위에 타코실, 써지

6개월까지 수양성 누출 및 뇌척수액 누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셀, 젤폼을 통해 고정 후 나조포어로 접형동 내부를 채웠으며 접형

(Fig. 3).

동의 입구는 메로셀로 보강하였다. 재수술 후 10일째 특이 합병증

2. Case 2

을 보이지 않아 퇴원하였다.

41세 남자이며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과거력

이후 환자는 수술 후 1개월, 외래 추적 관찰상 폴리카프로락톤

이 있는 환자로 내원 15년 전 뇌하수체 거대선종에 대해 구순하 경

및 비중격 점막 피판이 잘 생착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뇌척수액 누

접형동 접근법(sublabial transsphenoidal approach)으로 시행하였

출 소견 없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Fig. 5).

으며 종양은 성공적으로 적출되었고 병리 조직검사상 뇌하수체 선
종이었다. 이후 내원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시야결손을 주소로

▒ DISCUSSION

안과 및 신경외과를 내원하였고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21
mm × 24 mm의 뇌하수체 거대선종의 재발 소견이 보여 재수술을
계획하였다.

비중격 피판을 통한 재건이 실패하는 요인은 크게 기술적 오류와
기저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9] 고령, 흡연력, 당뇨, 고혈압 및 심

수술 당시 터키 안장, 상부 안장 내 종괴 및 지주막이 찢어진 소

혈관 질환과 같은 전신질환, 두경부암 환자에서 방사선 노출 기왕

견과 등급 3의 뇌척수액 누출이 보였다. 이에 종괴를 제거한 후 결

력 등의 요인이 피판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9,10] 당

손 부위를 보강하였다. 첫 수술을 구순하 경접형동 접근법으로 시

뇨는 혈전생성 및 혈관 막힘, 미세 혈관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행하였기에 재건에 사용할 비중격 골이 없었고, 이에 등급 3의 뇌

며 유리 피판의 재건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고혈압 같은 전

®

척수액 누출에 대해 인레이 방법으로 듀라젠(Duragen ; Integra,

신적인, 만성적인 질환은 미세혈관과 대혈관의 합병증을 야기한

Princeton, NJ, USA), 온레이로 타코실, 써지셀로 덮어주고 우측

다. 이 같은 심혈관 질환은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조직을 허혈에 취

비중격 피판을 이용하여 결손 부위를 보강하였다.

약하게 만들고 관류를 방해하여 피판의 재건을 방해한다.[11] 고령

수술 후 20일까지 뇌척수액 비루를 의심할 특이 소견은 보이지

이라는 인자도 혈관의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데, 내피세포와 혈관긴

않았으나, 21일째 소량의 수양성 비루 증상이 발생하여 시행한 비

장도의 조절, 내피세포의 질산화물 방출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내시경 검사상 가피 제거 후 비중격 점막 피판의 1 mm 가량의 결

다.[11] 본 증례1의 환자의 경우 79세의 고령의 나이, 고혈압 및 당

손과 뇌척수액 유출 소견이 보였으며 터키 안장 내 듀라젠 및 써지

뇨, 심혈관 질환의 기왕력, 60갑년의 흡연력의 요인이 피판의 괴사

셀을 제거하자 10시 방향 경막 결손이 확인되었다. 이전 수술로 비

와 실패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중격 골이 결손되었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생분해성 지지체인 폴

등급 3의 뇌척수액 누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대부분 비중격

리카프로락톤을 삽입하였으며 이전 수술에서 사용한 우측 비중격

피판과 같은 유경 피판(pedicled flap)을 사용한다. 하지만 단순히

피판의 상태가 양호하여 이를 다시 재건에 사용하였다(Fig. 4). 결

유경피판만으로는 뇌척수액누출의 압력으로 비중격 피판의 박리

Fig. 4
A

B

C

Intraoperative findings.
(A) Before reconstruction. (B) Polycaprolactone-based mesh (arrow) and (C) Nasoseptal flap (arrow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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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강한 뇌

잘라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약 180일이 지나면 가수분해되어 사라진

척수액으로 인해 다양한 물질로 물리적인 압력에 대한 부목이 되

다.[14,15] 하지만 인체 내에서의 빠른 분해로 국소적 염증반응을

는 물질을 사용한다. 생체 내 가용한 물질로는 비강을 통한 내시경

일으켜 부종 및 조직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20,21]

경접형동 수술 중 획득할 수 있는 비중격골과 대퇴근막이 대표적이

이외에도 폴리락트산 또한 두개저 골 결손 부위 재건에 사용하는

다.[2,7] 하지만 이번 2개의 증례와 같이 뼈가 얇거나 양이 부족한

탄력 있는 단단한 물질로 가열된 물에 넣으면 쉽게 구부러지고 원

경우, 이전 수술(구순하 경접형동 접근법)로 비중격 골이 제거된 경

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5,16]

우에는 비중격 골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대퇴근막을 이용하는 경우

위 증례에서 사용한 폴리카프로락톤은 다공성 물질로 식품의약

에는 추가적인 환자의 이환율이 증가하며, 증례1의 경우에는 대퇴

품안전처에서 두개 악 안면골 결함의 재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

근막을 활용하였는데도 뇌척수액 누출을 막을 수가 없어서 다른 대

록 허가 받은 물질이다. 폴리카프로락톤은 FDA (U.S. Food and

안이 필요하였다.

Drug Administration)에서 승인 받은 생분해성 및 조직친화적 성

두개저 골 결손 부위 재건에 지지체로서 이용하는 인공물질로
®

질을 지닌 소재로 체내 이식 뒤 생체 내 효소에 의해 2-3년에 거쳐

는 메드포어(Medpore ; Porex Surgical, Newnan, GA, USA)와

생분해되는 성질을 가져 의학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

사용된다.[22] 폴리카프로락톤은 단단하지만 적절한 탄성과 유연성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set ; Stryker Leibinger, Freiburg,
®

Germany), 폴리다이옥사논(Polydioxanone Foils ; Ethicon,
®

을 지니고 있으며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기에 두개저

Norderstedt, Germany) 및 폴리락트산(Resorb-X Plate ; KLS

결손 부위에 끼워 넣기 용이하다. 또한 다공성 구조를 갖는 지지체

Martin, Jacksonville, FL, USA) 등이 있다.[12-17] 메드포어는

이기에 주변 정상세포가 지지체 내부로 이동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

합성고분자 인공물질로서 두개저 골 결손 부위에 부목으로 사용한

면 콜라겐 등 세포 외 기질의 생성을 유도하여 손상 조직을 재건하

보고가 있다.[8] 하지만 폴리에틸렌 재질이 상당히 딱딱하여 뼈 안

는 데 용이하기에 비중격 골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때 대체물질

쪽으로 밀어넣어 고정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하

로 적합하게 사용 가능하여 이 증례들을 보고하였다. 앞으로도 이

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인공물질이 흡수되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재료를 이용한 두개저 재건 증례의 많은 증례 연구와 장기적인 추

생체이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싼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부

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담과 수술 시 다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2,18,19] 폴리다이옥

결론으로, 뇌척수액 누출 양이 다량이거나 결손 부위가 클 경우,

사논의 경우 다양한 크기와 두께로 이용 가능하며 원하는 모양으로

두개저 결손 부위를 보강할 인체 내 물질이 부족하거나 이환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건수술에 비점막 피판과 생분해성 폴리카프

Fig. 5

로락톤을 함께 적용한다면 뇌척수액 누출을 막는 재건 수술에서 더
높은 성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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