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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udoaneurysm formation in the pulmonary vasculature is a rare but fatal condition. Several etiologies have been 

described including trauma, complication after cardiac or other surgeries, tuberculosis, necrotizing pneumonia, con-

gestive heart disease, atherosclerosis, cancer and vasculitis. We report a case of pseudoaneurysm found in a patient 

being treated with status asthmaticus, who developed complications of pneumonia and brain abscess secondary to 

s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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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동맥류는 드물지만 생명이 태로울 수 있는 질환이

다.1-4) 진성동맥류가 동맥  층의 국소 인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해 가성동맥류는 동맥 외막이나 주 조직으

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 인 차이 을 가진다. 주요 원인은 

외상이나 외과  수술에 의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핵이나 폐렴 등의 세균감염, 죽상경화증, 베체트 병과 같

은 염, 심부 , 폐암 등에서도 소수 보고되고 있다.1-7) 

증상은 발생시기나 가성동맥류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으며, 성 외상성인 경우에는 압성 쇽이 주

로 나타나고 만성인 경우에는 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

가 부분이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면서 흉통, 기   기

지의 압박에 의한 호흡곤란, 기침, 객 , 반복 인 폐렴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원인 불명의 패 증으로 

발 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1,5)

  자들은 지속성 천식발작으로 환자실 치료도  폐렴

과 뇌농양이 발생하 고, 이차 으로 폐동맥 가성동맥류가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증      례

  증 기 지 천식으로 치료 이던 66세 여자가 내원 3

일 부터 심해지는 호흡곤란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 다. 

과거력상 당뇨와 고 압으로 3년 부터 약물 치료 이었

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압 130/90 mmHg, 맥박수 145

회/분, 호흡수 34회/분, 체온 36.2oC로 빈맥  과호흡 소견

을 보이고 있었다. 성 병색을 띄었고 흉부 청진에서 거친 

호흡음과 호기시 천명음이 청진되었으며 빈맥 소견은 있으

나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그 외 신 이학  소견에서 

특이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 액 검사는 색

소 14 g/dl, 백 구 12,560/mm3 ( 성구 6,330/mm3, 림 구 

4,870/mm3), 소  297,000/mm3이었다. 청생화학 검사에

서 AST 55 IU/L, ALT 22 IU/L, ALP 390 IU/L, 총단백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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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hest radiograph at the time of admission in intensive care unit shows no abnormal findings (A). After 5th hospital day, a chest radiograph 

shows pneumonic infiltrates in the bilateral lung field (B). After 14th hospital day, a chest radiograph revealed a consolidated lesion near 

the right hilar portion and aggravated multifocal infiltrates in the bilateral lung field (C).

Fig. 2. After 14th hospital day, chest CT scan shows a 4.2 × 2.4 cm central lung mass at the area of the right pulmonary artery in the pre-enhance 

CT (A). A highly enhancing aneurysmal sac within the mass is evident in the enhanced CT (B).

g/dl, 알부민 5.2 g/dl, BUN 18.2 mg/dl, Cr 1.0 mg/dl, Na＋ 

147 mEq/L, K
＋ 4.8 mEq/L이었다. 액 응고 검사에서 PT 

9.7 , APTT 26.5 으며, CRP는 36.46 mg/L로 증가되었

다. 동맥 가스분석검사는 pH 7.16, PaCO2 83.4 mmHg, 

PaO2 56.1 mmHg, HCO3 28.9 mM/L, O2 saturation 78%로 호

흡성 산증  산소 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심 도 소

견은 동성빈맥 소견을 보 다. 흉부 단순촬  검사에서 과

팽창 이외에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1A). 내원 이후 

천식의 성악화로 진단하고 흡입성 기 지 확장제  스

테로이드 정맥 주사를 시행하 으며 기도삽  후 환자실

로 입원하여 인공호흡 치료를 시행하 다. 스테로이드  

기 지 확장제 투여에도 천명음이 지속 으로 청진되며 인

공호흡기 이탈시  이산화탄소의 상승  호흡성 산증 

소견을 보여 계속 으로 인공호흡 치료를 유지하 다. 입원 

5일째 흉부 방사선 촬  결과에서 양측 폐엽의 반 인 

음  증가와 함께(Fig. 1B), CRP가 98.73 mg/L로 증가되어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인공호흡 치료에 의한 폐렴 발생

으로 진단하고 piperacillin/sulbactam 제제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 다. 이후 지속 으로 인공호흡기의 이탈을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 으며 호기시 천명음은 입원시보다 호 은 

보이나 호흡곤란과 함께 천명음이 지속되어 스테로이드 치

료는 증량과 감량을 반복하 다. 입원 14일째 150 cc 가량

의 선홍색 객 을 호소하 고 흉부 단순촬 검사에서 지속

인 폐렴의 악화소견과 함께 우측 폐문부에 경계가 명확

한 새로운 종괴 모양의 음 이 찰되어(Fig. 1C), 흉부 

산화 단층촬 을 시행하 으며 우상엽의 폐동맥과 연결성

을 보이는 4.2 × 2.4 cm 크기의 둥근 연부조직 음 이 보이

고, 조 제 주입 후, 과 비슷한 감쇠계수를 보이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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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agnetic resonance ima-

ges after 20th hospital day: T2 

weighted image shows high 

signal tiny foci (not shown) 

with diffusion restriction at 

the right cerebellar hemis-

phere. This lesion shows no 

enhancement in contrast en-

hanced T1weighted image, 

which represents an acute em-

bolic infarction (A). Contrast 

T1 weighted axial image 

shows a rim enhancing no-

dular lesion at left frontal 

lobe. This lesion shows di-

ffusion restriction, which re-

presents microabscess (B).

부조직 내부에 뚜렷하게 조  증강되는 강이 있어 폐동맥 

가성동맥류로 최종 진단하 다(Fig. 2). 항생제 치료 유지 

에도 지속 인 발열이 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으로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상태의 변화가 지

속되어 입원 20일째 뇌 자기공명 상(Fig. 3)을 시행하 고, 

다발성 국소 색 에 의한 경색과 함께 미세 뇌농양 소견이 

확인되었다. 4세  cephalosporin 제제로 항생제를 바꾸고 지

제를 투여하 으나, 발열과 객 이 지속되었고 추가 인 

색 술 등의 극 인 시술을 권유하 으나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자들의 거부로 보존  치료만을 시행하

고, 입원 30일째 패 증  다발성 장기부 으로 사망하

다.

고      찰

  흉부 의 동맥류  가성동맥류는 흔하지 않다. 

의 국소 인 확장은 선천 일 수도 있고 후천 일 수 있는

데, 흔한 원인에는 외상이나 동맥  심장 부 의 수술 

후 합병증이 있고, 그 외에 결핵이나 세균 감염  염, 

심부 , 죽상경화증, 암과도 연 성이 보고되고 있다.1,6) 세

균 감염에 의한 동맥류의 형성과 계된 균으로는 포도알

균, 살모넬라균, 사슬알균, 녹농균 등이 원인인 경우를 보고

한 바 있다.8,9) 본 증례의 경우에는 이  흉부  의 수

술  시술을 받은 과거력이 없고 지속  천식발작으로 치

료도  폐렴  패 증이 발생하고, 이차 으로 가성동맥류

가 발견된 경우이나 객담 배양 검사에서 의미 있는 원인균

이 배양되지 않았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가성동맥류의 발생 기 은 아직 

정확히 밝 진 바는 없으나 심한 동맥경화증을 가진 환자

에서 죽상경화 의 감염으로 인해 벽에 미란  궤양

이 발생하여  일부 층의 열에 의한 가성동맥류의 형

성가능성과 인  부  염증의 으로 인한 액 순환 장

애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한 심내막염이

나 내막염의 원 부로부터 패 성 색 이 형성되어 가

성동맥류가 발생하거나 수술시 발생한 감염이 직 으로 

에 향을 미쳐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6) 본 증

례의 경우에는 상 검사 소견에서 동맥 벽에 죽상경화

증 소견이 보 으나 폐동맥 주변부로는 명한 죽상경화증 

소견이 보이고 있지 않아 폐렴의 진행으로 인해 인  폐동

맥 부 에 염증이 되어 가성동맥류가 발생하 을 것으

로 추측하고 있다.

  흉부의 만성 가성동맥류의 증상은 동맥류의 크기,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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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크기가 작

은 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

러나 크기가 차 으로 증가하면서 흉통과 기   기

지 압박에 의한 호흡곤란  기침, 객 , 반복 인 폐렴 등

이 나타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패 증으

로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된 바가 있다.1,5) 본 증례의 경우 

4.2 × 2.4 cm의 폐동맥 가성동맥류가 찰되었고 150 cc 가

량의 객   폐렴에 의한 고열이 있었다. 흉부 가성동맥류

는 흉부 방사선 촬 에서 폐문부에 과거에 없던 연부조직

의 음 이 찰될 수 있으며 본 증례에서도 흉부 방사선 

촬 상 내원시 찰되지 않았던 폐음 과 뚜렷이 구분되는 

우측 폐문부의 음  증가 소견이 찰되었다. 그러나 부

분의 폐동맥 가성동맥류 음 은 심장의 음 과 겹칠 수 있

어 간과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성동맥류에 한 선택  진단방법으로  

조 술이 사용되었으나 재는 컴퓨터 산화단층촬 을 

사용하여 가성동맥류의 범   동반된 병변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 컴퓨터 산화단층촬  상에서 가성동맥류는 

원형의 폐 종괴 모양으로 찰되며 조  증강 상에서 그 

가운데에는 동일하게 조 되는 이 찰된다.10,11) 이외에

도 심 음 는 인  과 가성동맥류간의 류 흐름을 

확인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12)

  치료 방법은 기 지 내시경을 통한 지 , 동맥 문합, 경

피 도  색 술, 폐엽 제술  직 인 트롬빈 주사요법 

등이 있으며 경피 도  색 술이 개흉술을 통한 치료보다 

안 한 방법으로 보고되어 있다.7) 국내 보고에서 흉부 컴퓨

터 산화단층촬    조 술을 통해 가성동맥류에 

의한 출 을 진단하여 색 술을 통해 치료를 한 1 를 보

고한 바도 있다.10) 한 감염에 의해 생성된 가성동맥류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의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정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최소 10−14일의 정맥 

주사를 통한 치료와 6주간의 경구 항생제 투여를 추천하고 

있다.1,5) 량 객 을 동반한 가성동맥류는 열될 경우 치

사율이 100%이므로 조기 진단  치료가 요하다.7) 본 증

례에서는 지속 인 객 로 기 지동맥색 술을 시도하려고 

하 으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보호자들의 거부로 시행할 

수 없었다.

  가성동맥류는 드물지만 치사율이 높으며 폐렴  결핵 

등의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 인 감염

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하고 있는 환자에서 객   호흡곤

란,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가성동맥류의 가능성

을 고려해 야 한다. 자들은 지속성 천식발작으로 환

자실 치료도  폐렴과 패 증에 이차 으로 뇌농양이 발생

한 환자에서, 갑작스런 객 발생으로 상 검사를 통해 발

견된 폐동맥 가성동맥류 1 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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