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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열 후 발생한 신경성 기 심근과 폐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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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report a case of neurogenic cardiopulmonary instability with pulmonary edema occurring after an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The patient’s pre-operative Glasgow coma scale score was 6 and the PA chest radiograph 

showed increased diffuse haziness in the right lung field. The patient presented with severe hypotension and low 

oxygen saturation during surgery. Cardiac damage was documented by increased CK-MB troponin-T levels, and is-

chemic ECG findings. Reversible cardiac failure associated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may be due to a neuro-

genic-stunned myocardium. The patient underwent clipping of the aneurysm and recovered with minimal neurologic 

impairment and normal cardiac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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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경계의 질환이나 손상 후에 성 신경성 폐부종이 

발생하여, 환자의 반 인 임상 상태를 심각하게 나빠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의 특징은 뚜렷한 주  부종을 동반한 

폐  울 과 고단백성 부종액의 폐포내 출과 폐출 이

다. 한 추신경계 병변과 련되어 좌심실 기능부 이 

동반되기도 하며, 이들  가장 심각한 형태를 신경성 기  

심근(neurogenic stunned myocardium)이라 한다. 자들은 뇌

동맥류 열에 의한 신경성 기 심근과 폐부종이 동반된 

사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1세 여자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의식소실로 직장 내 화

장실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으며, 당시 구토한 흔

이 있었다. 환자는 과거력 상 특이한 병력이 없었다. 인근 

병원에서 실시한 뇌 단층 촬 상 좌측 내경 동맥류 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 로 진단 받고, 즉시 본원 응 실로 원 

되었다. 원 당시 환자는 기면 상태로 동공은 동등하 고 

불빛에 느린 반응을 보 다. 환자의 활력 징후는 압 

110/90 mmHg, 심박수 109회/분, 호흡수 26회/분이었다.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오른쪽 폐야에 미만성으로 음 이 

증가된 소견이 찰되었다(Fig. 1A). 심 도상 lead I, II 등

에서 T  역  상과 함께 ST 분 의 변화가 나타났다

(Fig. 2). 응 실에서 시행한 동맥  가스분석상 pH 7.421, 

paCO2 25.9 mmHg, HCO3
− 16.5 mmHg, PaO2 37.4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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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st radiograph. (A) Preope-

rative chest radiograph show-

ing diffuse haziness in right 

lung field. (B) Chest radio-

graph after surgery (on 1st 

postoperative day). Bilateral 

pulmonary infiltrates, right- 

sided pleural effusion and 

enlarging heart shadow are 

shown.

Fig. 2. Twelve-lead ECG showing non specific ST-T changes in all 

leads.

SaO2 73.6%로, 완 히 보상된 사성 산증과 심한 산소증 

상태를 나타내어 즉시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액검

사상, 당 259 mg/dl, GOT 78 IU/L (정상 범  14−30), 

LDH 613 IU/L (정상 범  252−458), potassium 3.3 mmol/L

(정상 범  3.5−5.5)의 이상 소견을 보 고 그 외 검사결과

는 정상이었다. 

  응  뇌동맥류 결찰 수술을 시행하기 해 수술실에 도

착하 을 당시 환자의 의식상태는 혼수 으며, 생명 징후는 

압 80/50 mmHg, 심박수 110회/분, 앰부 주머니를 사용하

여 산소를 4 L/min으로 투여하는 상태에서 맥박 산소 계측

기에 의한 산소 포화도 84% 다. 청진상 양쪽 폐야에서 습

성의 수포음이 들렸으며 특히 오른쪽에서 뚜렷했다. 마취 

유도  시행한 기  내 흡인에서 거무스 한 색깔의 분비

물이 다량 나왔다. 

  마취유도는 glycopyrrolate 0.2 mg을 정맥 내 투여 후, 

OrchestraeⓇ (Fresinius Vial, France)를 이용하여 완  정맥 마

취를 시행하 다. 이미 삽입되어 있는 기 내 에 마취환기

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remifentanil과 propofol의 목표 효과

처 농도를 각각 2.0 ng/ml으로 설정하고 rocuronium 50 mg

을 정맥 내로 투여하 다. 마취환기기에 호기말 양압 환기 

7 cmH2O를 용하고 낮은 산소포화도를 고려하여 흡입산

소농도를 1.0으로 계속 유지하 다. 마취유도 후 압이 

60/40 mmHg로 감소하여 ephedrine 8 mg을 정맥 내 투여하

으나, 압이 오르지 않아 dopamine을 5μg/kg/min으로 투

여하기 시작했다. 그 후 dopamine의 투여량을 8μg/kg/min까

지 증량하 으나, 압은 100−80/60−50 mmHg 이상 상승

하지 않았다. 수술  심 정맥압은 7−10 mmHg를 유지

하 다. 흡입 산소농도 1.0에도 불구하고 수술  검사한 

동맥  가스분석상, 산소증과 사성 산증이 지속되었으

며(Table 1), 기  내 흡인 시 거무스 한 색깔의 분비물이 

계속 나왔다. 수술  뒤늦게 나온 검사결과 creatine kinase 

MB fraction (CK-MB) 10.57 ng/ml (정상 범 : 0−2.88 

ng/ml), Troponin-T 0.678 ng/ml (정상 범 : 0−0.1 ng/ml)이

었으며, 심 도 모니터상 T 의 역 과 ST 분 의 하강 소

견을 보 다. 

  에 나열한 소견들로 자들은 좌심실 기능부 을 동반

한 신경성 폐부종을 진단하여 furosemide 20 mg을 정맥 내 

투여하 다. 총 7시간의 수술 동안 환자에게 투여된 총 수

액은 생리식염수 2,500 ml와 하트만 용액 2,000 ml 고, 소

변 총량은 3,000 ml, 실  총량은 600 ml로 추정되었다. 

  환자는 동맥류 결찰 수술이 끝난 후 기  삽 이 된 상

태로 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 후 촬 한 흉부 방사선 사

진에서 미만성으로 음 이 증가된 소견이 오른쪽뿐만 아니

라 왼쪽 폐야까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오른쪽 흉막삼출소

견이 새로 생겼다(Fig. 1B). 환자실에서 환자의 압은 심

장수축력 진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120−180/70−110 mmHg

로 유지되었다. 압조 을 해 nicardipine을 5μg/kg/min로 

투여하 고,  경련 치료를 해 nimodipine을 15μg/kg/ 

hr로 투여하 다. 그리고 간헐 으로 고열이 발생하여 해열

제를 사용하 다. 환자실 입실 기에는 일회 환기량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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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rterial Blood Gas Results

Time course ABGA(FIO2): pH-PaCO2-PaO2-HCO3
−

PaO2/FIO2 ratio Base excess Lactate

Preoperative 7.421-25.9-37.4-19.1  37.4   −8.0 (−)

30 min after anesthesia 7.190-35.0-66.0-13.4 66 −13.8 8.0

2 h after anesthesia 7.180-35.0-62.0-13.1 62 −14.3 6.3

4 h after anesthesia 7.170-34.0-80.0-12.4 80 −15.0 5.5

6 h after anesthesia 7.220-34.0-70.0-13.9 70 −12.8 5.2

(−) means unchecked value. The unit of PaCO2 and PaO2 is mmHg. The unit of HCO3
−

 and base excess is mEq/L and the unit of 

lactate is mmol/L. 

ml, 호흡수 분당 12회, 호기말 양압 5 cmH2O의 강제환기모

드를 용하 으나, 술 후 6일 동안 서서히 폐부종이 흡수

되고 자발호흡으로도 산소포화도가 개선되어 7일째에 기

내 을 제거할 수 있었다. 수술 후 4주에 실시한 심장 음

소견에서 정상 하한치의 좌심실 수축기능(좌심실 박출률 

= 50%)과 등도의 심낭삼출을 보 다. 환자는 퇴원 당시 

경증의 뇌수종에 의한 보행 장애가 나타났다. 

고      찰

  신경성 폐부종은 일반 으로 추신경계의 손상 후 단기

간에 발생하는 성 폐부종으로 정의되며, 부종을 설명할 

만한 기존의 심폐 계의 질환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1)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지주막하 출 , 간질, 감염 등 여러 

신경병리학  상태들이 폐부종의 발생과 련되어 있다.2,3) 

그러나 임상과 실험연구에서 얻어진 증거에도 불구하고, 신

경계 질환들과 임상 으로 증 폐부종 발생 사이의 정확

한 계는 불명확하다.3) 신경성 폐부종의 발생에는 갑작스

런 뇌두개압 상승이나 뇌에서 유발구역으로 추정되는 지

역( 운동 추, 연수, 맨아래구역, 고립로핵)의 국소  허

에 의해 유발되는 서로 다른 기 이 공존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4) 첫 번째, 역동학  기 은 뇌 손상에 의한 아

드 날린성 반응의 주효과로 강력한 폐  수축을 일어나

고, 이것에 폐모세 의 투과성 증가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염증 기  한 폐모세 의 투과성 증

가를 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나 Sedý 등5)은 쥐를 이용한 실

험에서 풍선 카테터에 의해 척수 손상을 일으킨 후 5−12

분 안에 신경성 폐부종이 발생하 으며, 염증 반응의 연속

단계에 의한 경우, 벽 손상에 의해  내액의  

외 유출과 폐포 내 출 을 일으키는 것에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염증은 신경성 폐부종의 발생과 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본 증례의 경우 본원에서 처음 환자를 진찰한 신경외과 

의료진은 구토를 한 병력과 흉부 가슴사진상, 오른쪽 폐야

에 집 되어 있는 미만성 음  증가 때문에, 뇌지주막하 출

에 동반된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계

획하 다. 흡인성 폐렴의 방사선학  소견이 주로 일측성 

경화로 나타나며,6) 신경성 폐부종의 경우 일반 으로 양쪽 

폐야에 미만성 침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5) 그러나 자들

은 수술  이 환자에서 청진상 양쪽 폐에서 습성의 수포

음이 들리고 기  내에서 계속 분비물이 흡인되는 소견으

로 신경성 폐부종의 발생을 의심하게 되었다. Baumann 등1)

은 신경성 폐부종과 감별해야 할 질환  하나로 흡인성 

폐렴을 들고 있으며, 기  삽  동안 흡인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는 것과 기  분비물의 존재가 감별 단서라고 이

야기하 다. 본 증례에서는 기  삽  당시 내용물의 흡

인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었으므로, 먼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조  늦게 신경성 폐부종이 양측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술 후 시행한 흉부 촬 에서 양측성으로 

나타난 폐부종과 흉막삼출이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Fig. 

1B). 물론 신경성 폐부종이 일측성으로 나타났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3,7) Perrin 등은 일측성 신경성 폐부종의 경우 감별해야 

할 질환에 과도한  충만, 감염성 폐렴, 흡인성 폐렴, 심

장성 폐부종을 들고 있다.
7) 그리고 신경성 폐부종의 경우 

기에 다른 폐질환으로 오진되기 쉬운데,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일으킨 57세 여자환자가 가정청소용 약제에 노출되

었던 병력 때문에 화학  폐렴으로 오진되었다가 뒤늦게 

신경성 폐부종으로 확진된 사례가 있다.8) 

  한 본 증례에서 지주막하 출 이 일어난 지 수시간 만

에 심 도상 심근 허 을 의심  하는 소견과(Fig. 2) 함께 

심장수축력 진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압이 나타났다. 

지주막하 출 과 심장손상 사이의 계는 잘 알려져 있으

며, 심장손상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심 도 이상부터 실

제 인 펌 기능 부 과 쇼크의 범 에 이른다.9) 이 환자가 

심장에 련된 병력이 없다는 것과 뒤늦게 결과가 나온 

CK-MB와 Troponin-T의 상승 때문에 지주막하 출 에 의한 

심장 합병증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었다. 수술 후 흉부 방

사선 촬 에서 나타난 심비  소견 한 이를 뒷받침한다

(Fig. 1B). Kim 등10)은 심한 압이 지속되는 신경외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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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량증 는 심장성 쇼크 등 보다 흔한 원인을 

배제한 후 신경성 기 심근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지주막하 출 과 련되어 일어난 심장변화의 원인은 

추 교감신경계의 항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시 인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 심근손상이 일어난 경우를 신경성 

기  심근이라고 한다.11) 지주막하 출 과 연 되어 발생한 

신경성 기  심근의 특징에는 ① 일시  ② 기능부 이 심

근 류에 일차 인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님 ③ CK-MB의 상

승 ④ 나쁜 신경학  등  ⑤ 여성 등이 있으며, 상동맥

질환에 의해 발생한 심근기능부 과의 감별진단이 매우 

요하다.11) 만약 수술에 의해 교감신경항진이 효과 으로 제

거되고 심근 손상 정도가 심근세포융해에서 세포사로 진행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죄심실 기능부 을 보 던 환자라도 

완 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12) Donaldson과 Pritz8)가 보고

한 증례의 경우, 신경성 기  심근에 의해 심한 벽 운동의 

하와 30%의 좌심실 박출률을 보 던 환자가 입원 6일 만

에 정상 심 음  소견을 보 다. 본 증례의 경우 술  환

자가 심한 압을 보일 때 심장 음  소견이 없어 정확

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없으나, 술 후 4주에 시행한 심장

음  소견에서 거의 정상 좌심실 기능을 보 다. 

  지주막하 출 과 련된 이런 가역 인 좌심실 기능부

과 심근경색을 감별하는 것이 조기에 수술  재를 할 것

인가의 결정에 필수 이다.13) Seow 등은 범 한 뇌졸  

이후 발생한 신경성 폐부종을 성 심근경색으로 오진하여 

수술이 늦어졌던 사례를 보고하 다.14) Donaldson과 Pritz8)는 

좌심실 부 을 보이는 환자에서 지주막하 출 의 진단이 

늦어져, 항응고제 치료를 실시한 사례를 보고하면서 지주막

하 출  후 기 심근의 진단이 환자의 치료에 필수 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감별진단을 해 심  조 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상당히 침습 이며 항응고제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모

되어 수술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 이다. 이를 치

할 만한 검사로는 cardiac troponin 검사가 있다. Bulsara 등13)

에 따르면 신경성 폐부종과 가역  좌심실 기능부 을 나

타내는 환자들의 경우 troponin 값이 0.53 ± 0.37 ng/ml이며, 

심근경색환자들은 2.8 ng/ml 이상의 수치를 보인다고 한다. 

이 증례의 경우 troponin-T 0.678 ng/ml로 자에 해당한다. 

Donaldson과 Pritz는8) 비침습  검사인 Tc-99m PYP 심근 경

색 스캔검사가 지주막하 출 에 의한 이차  심근 기능부

과 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 기능부 을 감별하여 심

 조 술을 체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신경외과 수술환자  다수가 두개내압상승, 뇌졸 , 간

질, 지주막하 출  등의 신경성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신경학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두개내압상승에 인

한 구토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기 쉬우며, 의식소실 상태

로 발견되었을 경우 정확한 심 계 병력을 악하기 힘

들다. 신경학  병리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는 환자에서 심폐

기능이 속도로 악화되는 경우 반드시 신경성 폐부종과 

신경성 기 심근을 감별진단에 고려해야만 한다. 신경성 폐

부종의 경우 호기말 양압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법은 아직 뚜렷하게 효과가 밝 진 바 없으며, 근원

인 신경학  원인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신경성 기 심

근과 신경성 폐부종의 리에서 가장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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