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성 폐부종은 갑작스런 신경학적 사건 후에 발생하는

심각하고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며 뇌출혈, 두부손상, 뇌

경색, 급성 수두증과 간질 등의 환자의 급성기에 발생할 수

있다(1). 신경학적증상이나손상의이후에즉시발생하는신

경성 폐부종의 기전은 알려져 있으나 지연성 신경성 폐부종

의경우는몇개의보고만이존재한다(2). 또한 간경화환자

에서전신마취는간부전, 신부전, 그리고폐부종등의합병증

을일으킬수있다(3).

이에저자들은간경화환자에서발생한전교통동맥의뇌동

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에 의해 지연성 신경성 폐부

종이발생한증례를보고하고자한다.

증례 보고

45세 남자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이 있어 본원으

로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의식은명료하였고체온, 혈압, 호

흡은정상이었고산소포화도는97%이었다. 신경학적검사는

정상소견이었다. 혈색소치는 12 g/dL, 헤마토크릿치는

33.3%, 혈소판은 1만8천/uL이었으며 혈장 빌리루빈은 3.2

mg/dL, 혈장 알부민은 3.6 g/dL, 프로트롬빈 시간은 42%이

었다. 간효소치는 72 IU/L, 61 IU/L로약간상승하였고복수

와간성뇌증은없었다.

과거력상 8년전에상부위장관출혈로입원하여B형간염

과간경화진단받고치료받다자의로중단하였으며, 현재 환

자의Child-Pugh Class는B이었다.

내원하여시행한뇌컴퓨터단층촬영에서반구간틈새와양

측 실비우스열구에 지주막하출혈이 있고 (Fig. 1A), 흉부 X

선촬영에서는특이소견을보이지않았다(Fig. 1B). 내원다

음날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6×3 mm 크기의 뇌동맥류가

전교통동맥에 있었고(Fig. 2), 전신 마취 하에서 GDC

(Guglielmi Detachable Coil, Boston Scientific

Neurovascular, Fremont, CA)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였다.

6F Envoy catheter를 사용하여좌측내경동맥을선택한후,

6F Envoy catheter를 사용하여좌측내경동맥을선택한후,

2개의microcatheter를이용한 double catheter technique으

로 전교통동맥의뇌동맥류를선택하였으며 4개의백금코일

을사용하여색전술을시행하였다.

마취유도는 Remifentanil HCl (Ultiva, GlaxoSmithKline

Pharmaceuticals, Uxbridge, UK) 1 mg과 Thiopental

(Pentothal Na, 중외제약, 서울, 대한민국) 250 mg을정주하

였고 마취유지는 Sevoflurane (Sevorane, Abbott, Rungis

Cedex, France)을 흡입시켰다. 총 마취시간은 2시간이었으

며, 마취중수액주입양은 650 cc, 소변양은 50 cc, 산소포

화도는 95%이상을유지하였다. 시술 2시간후, 환자가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당시 산소포화도는 90%이었다. 증상에

따른 치료 후에도 산소포화도는 점점 감소하고 의식은 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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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서 코일색전술 후 발생한
지연성 폐부종 : 증례 보고

이상민·서상현·정태섭·김동익2

신경성폐부종은갑작스런신경학적사건후에발생하는합병증으로급성과지연성으로분류된다. 지연성신경성

폐부종의보고는매우드물고간경화환자에서전신마취는여러장기의부전등의합병증을일으킬수있다. 이에저

자들은간경화환자의뇌동맥류파열로인한지주막하출혈에서코일색전술후발생한지연성신경성폐부종의증례

를보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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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빠져, 시술 6시간후에산소포화도 80%로나타나기

도삽관을시행하였다. 기도삽관후약 1분이지나서부전수

축이관찰되어심폐소생술을5~8분시행하였고심전도는정

상으로 돌아왔다. 시술 8시간 후에 시행한 흉부 X선 촬영에

서 양측 페문부에 음영이 증가되고 폐간질 비후가 나타났고

(Fig. 3A), 뇌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새로 발생한 뇌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시술 1일 후, 전해질

불균형과크레아티닌의증가가있어유효순환용적의부족에

의한신전성급성신부전이나타났다. 시술 2일후, 유효순환

용적의 보충을 위해 수액을 투여하였으나 급성 신부전이 진

행하였고, 흉부X선촬영에서폐부종은호전되었으나여전히

남아있었다 (Fig. 3B). 같은날, 심초음파를시행하였고좌심

방은 커져 있으나 좌심실의 수축력과 확장기능은 정상이었

고, 경증의폐동맥고혈압소견을보였다. 시술 3일후, 환자는

급성신부전이악화하여사망하였다.

고 찰

중추신경계의 질환 또는 손상과 함께 발생하는 폐부종을

신경성 폐부종이라 하며 고압성 또는 투과성이 증가된 부종

과는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신경성폐부종은중추신경계

손상후몇분또는몇시간내에나타나는급성신경성폐부

종과몇일에걸쳐서서서히나타나는지연성신경성폐부종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추 신경계의 손상 정도에 의해 결정

되지는 않는다(4). 급성 신경성 폐부종은 폐부종 발생 전에

심한고혈압과폐모세관차단압의증가가일시적으로일어나

며, 지연성신경성폐부종은정상적인혈역학상태와부종액

에 고단백 함유가 특징적이나 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며 주로

투과성의증가와관련이있다(4, 5).

폐부종의 원인으로심장성과비심장성으로분류하고이들

의구분은자세한병력과이학적검사또는폐동맥에카테타

를거치하여압력을측정함으로써할수있다. 신경성폐부종

과다른원인의폐부종과의감별이중요한데, 이는 심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불필요한 침습성 시술과 항생제 투여를 막을

수있기때문이다. 본환자의폐부종의원인으로심장성폐부

종은 배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래 심장질환이 없었고 수액

의 과다한 공급이 없었으며 심부전의 소견도 없고 심초음파

에서도심부전의소견이없었기때문이다.

신경성 폐부종이 생기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여

러이론이있다. 첫째, 뇌가직접적으로선택적인폐혈관계의

정수압 변화를 유발하여 폐부종을 일으킨다는 이론이다(5).

둘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방전하여 일시적이고 전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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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Precontrast axial CT scan shows subarachnoid hemorrhage in interhemisphrenic fissure and bilateral sylvian fissure.
B. Initial chest AP shows slightly increased interstitial markings in both lung parenchymas.

Fig. 2.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of the Lt. internal carotid
artery shows 6×3 mm sized saccular aneurysm on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with inferior direction.



혈관수축을일으켜저항이큰전신순환으로부터저항이작은

폐순환으로혈액의이동이생기면서폐혈관들을손상시켜폐

모세혈관투과성에변화를일으켜폐부종이발생한다는폭발

이론이 있다(6). 셋째, 폐미세혈관 투과성이 압력의 증가 없

이 올 수 있다는 투과성 손상 이론이 있으며, 이는 조직체액

평형의 교감신경조절이 직접 내피 투과성에 관여하여 폐나

전신의압력의증가가없이폐부종이온경우이다(7). 그 외

에도매개체, 림프관수축, 폐미세색전증등에의해신경성폐

부종이유발된다는이론이있다.

신경성 폐부종의 치료는 현재까지 보조적 치료에 머물고

있으며대부분의경우, 환기보조로산소요법과세심한관찰

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저산소증이 발생되는 경우

급성호흡부전증에준해서치료해야하며필요하다면기계적

환기와 호기말 양압을 적용해야 한다. 3-H therapy

(Hypertensive hypervolemic hemodilution therapy)와

nimodipine, 그리고diuretics로치료가된증례도있다(2).

간경화 환자에서 마취 전 검사와 치료는 매우 중요하며,

Child-Pugh class B와 C의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는 가능

한한피해야하는것으로보고되어있다. 대부분의흡입마

취제는간의혈류를감소시키고이에대한반응을줄이며, 이

로 인하여 간세포손상과 간부전에 이르게 된다(3). 그러나,

본환자의전신마취에사용한 sevoflurane은간경화환자에

서 isoflurane보다간기능에영향이적은것으로알려져있다

(8). 또한, 동물모델에서, isoflurane을사용한경우는폐혈관

의 내피세포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폐간질의 부종을 야기할

수있어신경성폐부종의발생을증가시키나, sevoflurane을

사용한 경우는 이러한 영향과 연관이 없어 신경성 폐부종의

발생을증가시키지않는것으로보고되어있다(9).

결론적으로지연성신경성폐부종의기전은불명확하지만

지주막하출혈의 환자의 치료 시에 이러한 지연성 신경성 폐

부종이발생할수있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하며간경화환

자의경우에는전신마취시상당한주의를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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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Chest AP at 8 hours after the procedure shows a fissural thickening with diffuse interstitial thickening and lack of clarity of
septal lines.
B. Chest AP at 2 days after the procedure shows the improved fissural and interstitial thic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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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ed Pulmonary Edema after Coil Embolization in a Patient with
Subarachnoid Hemorrhage: A Case Report

Sang Min Lee, MD, Sang Hyun Suh, MD, 1Tae-Sub Chung, MD, Dong Ik Kim, M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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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genic pulmonary edema is a complication after acute neurogenic insults and is classified as an
acute and delayed neurogenic pulmonary edema. Delayed neurogenic pulmonary edema has rarely
been reported. In a patient with liver cirrhosis, general anesthesia also can cause complications such as
multi-organ failure. We present herein a case of delayed neurogenic pulmonary edema after coil
embolization in a patient with underlying liver cirrhosis and subarachnoid hemorrhage due to a rup-
tured 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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