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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악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저체온요법 후 발생한 반동성
부종에 대한 반복적 저체온요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홍정호ㆍ정진헌ㆍ장준영ㆍ여민주ㆍ정한영ㆍ배희준ㆍ한문구

Repeated Hypothermia for Rebound Cerebral Edema after
Therapeutic Hypothermia in Malignant Cerebr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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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gnant cerebral infarction has a high risk of fatal brain edema and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with cerebral
herniation causing death. One of the major causes of death is a rebound cerebral edema during rewarming phase. A
66-year-old male patient presented with the right hemiplegia and global aphasia due to malignant cerebral infarction
in the whole territory of middle cerebral artery with the occlusion of the proximal internal carotid artery. Being refused decompressive hemicraniectomy, he received the therapeutic hypothermia for 6 days. After rewarming for 6
hours, mentality was suddenly decreased and dilated left pupil. Follow-up CT revealed that midline shifting was
more aggravated. We decided on repeated hypothermia for rebound cerebral edema and successfully controlled. We
report our experience with repeated hypothermia for rebound cerebral edema following therapeutic hypothermia in
malignant cerebral infarction.
Key Words: cerebral infarction, induced hypothermia, intracranial hypertension, rewarming.

중대뇌동맥 혹은 경동맥 폐색에 의한 급성 악성 허혈성

졸중 환자에서 복온기 후 발생한 반동성 부종을 다시 치료

뇌졸중은 예후가 좋지 않으며 주로 뇌부종으로 인해 뇌압

적 저체온요법을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친 경험을

상승과 뇌탈출증을 유발한다.[1] 치료적 저체온요법(thera-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peutic hypothermia)은 다양한 기전에 의해 뇌압상승과 뇌부
종을 현격히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 현재 몇몇

증

례

연구진들에 의해 악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3,4] 하지만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행한 환자

66세 남자 환자가 갑작스런 의식저하 및 우측 편마비를

에서 많은 부작용이 보고 되었으며 특히, 사망과 관련한 흔

주소로 타 병원을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하에 정맥 혈전용

한 원인은 복온기(rewarming period)나 복온기 이후에 발생

해제를 투여 받았다. 정맥 혈전용해제는 증상 발생 후 112

하는 반동성 부종(rebound edema) 및 뇌압상승으로 알려져

분 만에 투여되었으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기에 발생한 반동성 부종

본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다. 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은

및 뇌압상승 대해 명확한 치료방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170/84 mmHg, 심박동수는 분당 72회였다. 병력청취에서 고

이에 저자들은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받은 악성 허혈성 뇌

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며, 내원 당시 측정한 혈당은 173
mg/dl였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기면(drowsy)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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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편마비는 중력에 저항하지 못하였으며, 완전실어증 소
견이 함께 있어 NIHSS (NIH stroke scale) 점수는 22점이었
다. 증상 발생 약 11시간(본원 내원 30분) 만에 뇌 자기공명
영상(MRI)을 시행하였다. 확산강조영상(DWI, diffusion wei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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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ted image)과 액체감쇠역전회복영상(FLAIR, fluid-attenuated

정도로 판별하였고 사용된 방법으로는 첫째, 위, 아래의 대

inversion recovery image)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전 영역에 걸

뇌겸(falx cerebri)을 있는 정중선으로부터 송과체(pineal gland)

쳐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었고,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까지 이동거리, 둘째, 정중선으로부터 투명중격(septum pel-

에서 좌측 경동맥 근위부의 폐색이 관찰되었다. 관류강조영

lucidum)까지 이동거리였다.[5] 유지기 동안 저체온으로 인

상(PWI, perfusion weighted image)에서 확산/관류 강조영상

한 떨림(shievering) 증상을 조절 위해 acetaminophen 650 mg

불일치는 보이지 않았다(Fig. 1).

q4h, buspirone 30 mg q8h를 투약하였으며, skin counter

환자는 완전 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진단되었고 뇌부종

warming을 위하여 forced-air warmer (Bair HuggerⓇ)로 43oC

및 뇌압상승으로 뇌경색 악화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의

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림 증상이 조절되지

진행이 예상되어, 반두개절제술을 이용한 감압술(decompre-

않아 정맥 내 meperidine을 25 mg에서 50 mg 정도 필요 시

ssive hemicraniectomy)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들이 수술적

에 따라 투약하였고, 정맥 내 vecuronium을 지속주입하였다.

치료를 거부하여 비수술적 치료인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본

진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midazolam을 지속주입하였으

원 응급실 내원 후 3시간 47분 만에 시행하였다. 빠른 저체

며, 고삼투압요법으로 mannitol도 투약하였다. 33.5oC를 유지

온 유도를 위해 4oC 생리적 식염수 1.5 L 주입하였고, 동시

중 최저혈압은 98/56 mmHg, 맥박수는 분당 60−90회 정도

Ⓡ

에 하이드로겔패드(Artic Sun

gel pad and temperature regu-

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승압제나 아트로핀(atropine) 등은 필

lation system, Medivance, USA)를 사용하였다. 중심 체온은

요하지 않았다. 매일 시행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정중

식도 체온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유도시작 6시간 후 치료

선부터 송과체까지의 거리가 6.9 mm (2일째), 7.4 mm (3일

목표 온도인 33.5oC까지 도달하였고, 매일 뇌 컴퓨터 단층

째), 9.0 mm (4일째), 9.6 mm (5일째)로 3일째에서 4일째 증

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시행하면서 뇌부종의 정도

가보다 4일째에서 5일째 정중선 전위 증가가 감소하는 것

를 측정하였다. 뇌부종 정도는 정중선 전위(midline shifting)

을 확인 후, 치료적 저체온요법 시작 155시간 뒤 복온(re-

Fig. 1. An initial brain MR images. On
arrival to the emergency room,
(A) diffusion-weighted MRI
and (B)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image showed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whole territory of middle cerebral artery. (C) Brain MR angiography showed the occlusion of the left proximal internal carotid artery. (D) Perfusion-weighted MRI showed no
mismatch with diffusion-weigh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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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ing)을 시작하였고 복온속도는 0.5oC/h로 36.5oC 복온까

고

찰

지는 5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복온기가 끝난 당시에는 명백
한 감염의 증거는 없었으나, C 반응성 단백(C-reactive proo

tein) 4.4 mg/dl 증가와 함께 체온이 38.3 C까지 올랐다.

본 예는 급성 악성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여 수술적 감
압술을 거부한 환자에서 뇌부종 치료를 위해 치료적 저체

복온기 이후 환자의 의식이 기면 상태까지 호전을 보였

온요법을 하였고, 복온기 이후 발생한 반동성 부종을 반복

으나 수시간 뒤 갑자기 혼미(stupor)한 상태까지 의식저하를

적인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

보이며 동시에 좌측 동공산대와 대광반사 소실이 관찰되어

었던 증례였다. 당시 mannitol을 포함한 기본적인 뇌압상승

뇌 컴퓨터 단층촬영을 바로 시행하였으며 정중선 전위가

억제치료는 함께 시행하였고, 이외 뇌부종을 위한 추가적인

전날보다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B, C). 반동

치료는 없었기에 명백히 치료적 저체온요법의 효과라고 판

성 부종으로 인해 발생한 해마구 탈출(uncal herniation) 증상

단하였다. 치료적 저체온요법의 합병증으로 잘 알려진 폐렴

으로 판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보호자들이 또

과 정맥염이 반복적 저체온요법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나

다시 거부하여 반동성부종 및 뇌압상승 치료를 위해 보호

항생제 투약 후 회복되었다.

자 동의 후 다시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하였다. 4일간의 저

악성 허혈성 뇌졸중은 보존적 치료 시 치사율이 80%에

체온 유지기간을 거쳐 뇌부종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 후 복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으로 초기 사망 원인의 대부분

온속도를 이전보다 더 낮은 0.1oC로 하여 복온을 마쳤다.

은 뇌부종이나 뇌압상승 때문이다.[6] 이러한 뇌부종의 치료

반복적 치료적 저체온요법 동안에는 폐렴과 정맥염이 발생

를 위해 현재까지는 필요에 따라 고장식염수(Hypertonic sal-

하였으며, 항생제를 사용 후 호전되어 재활치료를 위해 전

ine)이나 mannitol 같은 고삼투압요법와 함께 과호흡치료나

원 되었다. 재활의학과로 전원 당시의 modified Rankin scale

Barbiturate 혼수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1] 반두개절제술

점수는 5점으로 누워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을 이용한 수술적 감압술의 경우 60세 이전 환자들에서는

Fig. 2. An initial and follow-up brain
CT images. (A) Initial brain
CT showed low density in the
whole territory of the middle
cerebral artery. (B) At 6 days
of therapeutic hypothermia, we
decided on rewarming after
confirming this CT image with
no progression of brain edema
(C) After finishing the rewarming period, rebound edema
was developed. (D) Last follow-up CT image revealed that
cerebral edema wa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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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적 치료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60세

우 이미 보호자들이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이상의 고령환자에서는 정해진 치료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후 반동성 부종이 발생한 시점에서도 역시 수술적 치료

실정이다.[7]

는 거부하였다.
o

치료적 저체온요법은 환자의 심부 체온을 32−35 C로 낮

이 증례를 통해 악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뇌부종 치료를

추는 것으로 정의하며,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 뿐만

위해 시행한 치료적 저체온요법 후 반동성 부종 및 뇌압상

[8,9]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뇌손상에서 신경보호 효과가 있

승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적 저체온요

는 것이 밝혀졌다.[10] 최근에는 치료적 저체온요법이 신경

법을 재차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인 치료로서 고려해 볼 수

보호 효과 외에도 뇌부종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

있겠다.

서 몇몇 연구진에 의해서 악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뇌부종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행한 연구 결과를

참 고 문 헌

발표하기도 하였다.[3,4]
하지만 악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치료적 저체온요법은 폐
렴, 정맥염과 같은 감염, 부정맥, 혈소판 감소증 등의 많은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복온기에 발생하는 반동성 부
종 및 뇌압상승은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가
장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치료적 저체온요법 후 사망한 환
자의 약 80% 정도가 이로 인해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복온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체온시보다 대사
요구도(metabolic needs)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되고 있는 산
소량(delivery oxygen)을 넘어서게 된다. 뇌혈관은 증가된 대
사량을 적절히 공급시키기 위해 확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반동성 부종과 뇌압상승이 복온기에 유발되게 된다.[3] 하지
만 이렇게 발생한 반동성 부종에 대한 치료는 국내외 연구
에 의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동일한 환자
에게서 반동성 부종 및 뇌압상승을 치료를 위해 또 다시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
다.
악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명백한 효과를 입증할 만
한 한 가지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적 저체온요법은 수
술적 치료를 대신할 또 다른 치료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
다. 하지만 복온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반동성 부종은 아직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복온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흔
히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본 증례에서도 첫 번째
저체온요법 후 복온속도는 0.5oC/h였으며 이로 인해 반동성
부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실빈맥이나 심
실세동 혹은 심정지 후 심박재개(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환자에서 시행하는 치료적 저체온요법 달리 뇌압상
승 및 뇌부종을 막기 위한 것이 저체온요법의 목적일 경우,
복온속도를 충분히 천천히 하기를 권하고 있지만,[11] 명확
한 치료적 저체온요법의 치료기간, 적정온도 및 복온속도는
없는 실정이다. 즉, 상황에 맞는 복온속도에도 불구하고 발
생하는 반동성 부종 및 뇌압상승의 성공적인 재치료는 환
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시기
에 발생한 반동성 부종의 치료를 위해 반두개절제술을 이
용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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