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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우회술을 이용한 심장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대뇌합

병증은 부분적 신경학적 결손에서 혼미, 혼수, 섬망, 지능 

장애, 기억 손상, 경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발생 빈도는 

0.4-80%에 이른다.1-3) 이는 뇌의 저관류, 색전, 저체온증, 

심폐우회술 중 박동성 상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합병

증 발생 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고, 사망률을 증가

시킨다.4) 대뇌합병증은 판막과 관상동맥우회술을 함께 시행

한 환자에서 증가하며 주로 고령, 당뇨, 또는 수술 전에 뇌

혈관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증가한다.5) 허혈성 시신경병증에 

의한 시각 상실은 발생률 0.06-0.113%로 매우 드물지만 치

명적인 합병증이다.6,7) 

  저자들은 승모판 성형술 중 bispectral index (BIS)와 대뇌

산소포화도(cerebral oxygen saturation)가 감소하고 suppression 

ratio (SR)가 증가했던 환자가 수술 후 일시적 시각 장애를 

보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신장 156 cm, 체중 47.8 kg의 43세 여자로 중증 

승모판 역류를 주소로 승모판 성형술을 위해 입원하 다. 

과거력상 15년 전 심방결손 폐쇄술과 승모판 성형술을 시

행 받은 것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수술 전 검사 소견으

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심장 좌연의 직선화가 관찰되었

으며 심장 크기는 정상이었다. 자기공명 뇌혈관 조 술에서 

뇌내 혈관과 분지에서 협착이나 폐쇄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심전도는 정상이었고 심초음파 검사에서 중증 승모판 역류

와 좌심실 확장 소견이 보 고, 심방 내 혈전 등은 보이지 

않았으며 좌심실심박출분율은 61%로 정상 범위 다. 

  마취 전 투약은 하지 않았고 수술실에 도착 후 심전도, 

맥박산소계측기, 혈압계, bispectral index (A-2000 BIS moni-

tor, Aspect medical system, USA), cerebral oximeter (INOVOS 

5100 B, Troy, USA)를 거치하 으며 우측 위팔동맥을 천자

하여 침습적 동맥압을 감시하 다. Lidocaine 40 mg을 투여 

후 propofol (DiprivanⓇ, AstraZeneca, UK)과 remifentanil (Ulti-

vaⓇ, GlaxoSmithKline, UK) 각각 1μg/ml, 10 ng/ml로 infu-

승모판 성형술 중 BIS 및 대뇌산소포화도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
환자에서 수술 후 발생한 가역적인 시각 장애

-증례보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교 마취통증의학교실, *중국 연변종양병원 마취과

김혜진․이윤경․함경돈․심지연․최인철․Long Zhe Piao*

Abnormal BIS and Cerebral Oxygen Saturation during Mitral Valvuloplasty following Reversible Visual Loss in 
Postoperative Period - A case report -

Hye Jin Kim, M.D., Yoon Kyung Lee, M.D., Kyung Don Hahm, M.D., Ji Yeon Sim, M.D., In Cheol Choi, M.D., and Long Zhe Piao,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Seoul, Korea; 
*Department of Anesthesia, Yanbian Tumor Hospital, Jilin, China

  Cerebral complication after cardiac surgery with cardiopulmonary bypass varies widely focal neurologic deficit, stupor, coma, 

dementia, memory deficit, or seizures.  The incidence of visual loss from ischemic optic neuropathy is from 0.06% to 0.113%. 

Visual loss is a rare but devastating complication of cardiac surgery.  This report describes a patient who had reversible visual 

loss in postoperative period.  She had undergone the decrease of bispectral index, cerebral oxygen saturation and the increase 

of suppression ratio during mitral valvuloplasty.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490∼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bispectral index, cerebral oxygen saturation, delirium, hypertensive encephalopathy, visual loss.

논문접수일：2006년 4월 27일

책임저자：최인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138-736 

Tel: 02-3010-3862, Fax: 02-470-1363 

E-mail: icchoi@amc.seoul.kr



 김혜진 외 5인: 승모판 성형술 후 발생한 시각 장애

491

sion pump (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를 사용하여 목

표 농도 조절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하기 시

작하 으며 의식 소실을 확인한 후에 rocuronium 40 mg을 

정주하고 100% O2로 조절 호흡 후에 35 Fr 이중관 튜브로 

삽관을 시행하 다. 우측 내경정맥에 심폐우회술을 위한 상

대정맥 케뉼라를 거치하 고 우측 쇄골밑정맥에 폐동맥 카

테터를 삽입하 다. 

  수술 시작 후 30분에 일측 폐환기를 시행하 고 수술 시

작 55분 후 유착 박리 도중 출혈이 발생하 으나 혈압은 

수축기 동맥압이 100-110 mmHg정도로 유지되었고 심박수

가 분당 40-50회에서 70-80회로 상승하 다. BIS 23, SR 

0, 대뇌산소포화도는 좌, 우 각각 65%와 63% 다. 수술 시

작 90분 후 심폐우회술을 시작하 고 평균 동맥압이 50-

60 mmHg로 유지되었고 BIS 53, SR 0, 대뇌산소포화도는 

좌, 우 각각 63%와 67%이었다. 동맥혈 가스 검사 상 pH 

7.43, PaCO2 35 mmHg, PaO2 371 mmHg 으며 혈색소와 적

혈구용적율은 각각 6.8 g/dl, 22% 다. 수술 시작 120분 후

에 10분간 평균 동맥압이 20-40 mmHg로 감소하 으며 

phenylephrine 총 5 mg을 투여하 다. 당시 동맥혈 가스 검

사 상 pH 7.22, PaCO2 55 mmHg, PaO2 353 mmHg 으며 혈

색소와 적혈구용적률은 측정되지 않았다. BIS 37, SR 6, 대

뇌산소포화도는 좌, 우 각각 56%와 56% 다(Fig. 1). 농축적

혈구 1 unit를 수혈하고 중탄산염 20 mEq을 투여한 후 시행

한 동맥혈 가스 검사 상 pH 7.39, PaCO2 50 mmHg, PaCO2 

348 mmHg 으며 혈색소와 적혈구용적율은 7.1 g/dl, 23%

다. 

  총 200분간의 심폐우회술을 시행한 후 심폐우회기로부터 

이탈을 시도하 다. 심폐우회술 종료 전 BIS 40, SR 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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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e figure shows the parameters obtained by cerebral 

oximeter during mitral valvuloplasty. Cerebral oxygen saturation 

decreases during cardiopulmonary bypass and weaning. At the end 

of the operation, cerebral oxygen saturation reaches the initial level. 

(B, C) The figures show the bispectral index and suppression ratio. 

There are significant increases of suppression ratio during mitral 

valvul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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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산소포화도는 좌, 우 각각 39%와 31%이었다. 이탈 후 수

축기 동맥압은 100-110 mmHg 이완기 동맥압은 50-60 

mmHg정도로 유지되었고 심박동수는 분당 120-125회 으

며. BIS 48, SR 28, 대뇌산소포화도 좌, 우 각각 41%와 32%

다. 혈색소와 적혈구용적률은 8.1 g/dl, 26% 다. 대뇌산소

포화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과환기를 피하고 혈구절약장치 

혈액(cell saver blood) 600 ml와 심폐우회기 혈액 800 ml를 

수혈하 고 수술 종료 전 마지막으로 시행한 동맥혈 가스 

검사상 pH 7.39, PaCO2 38 mmHg, PaO2 122 mmHg 으며 

혈색소와 적혈구용적율은 10.2 g/dl, 33% 다. BIS 47, SR 0, 

대뇌산소포화도는 좌, 우 각각 53%와 59%로 회복되었다. 수

축기 동맥압 100-110 mmHg, 이완기 동맥압 60-70 mmHg, 

심박수 분당 85회 정도로 유지되었고 내경 7.0 mm인 기관

내튜브로 바꾼 후 맥박 산소 계측기와 지속적 동맥압을 감

시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송하 다. 

  환자는 수술 종료 3시간 후 눈을 뜨고 구두명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 고 9시간 경과 후 기관내튜브를 제거하

다. 이후 큰소리로 기도를 하는 등 흥분된 모습을 보이면

서 “양쪽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얗게 보인다.”고 호

소하여 안과에 협진을 의뢰하 다. 

  환자는 빛의 유무를 인지하고 손동작 정도만 알아볼 정

도로 시력이 저하되었으나 비교 들신경 동공 결손(relative 

afferent pupillary defect)은 정상이었고, 각막과 수정체, 안구 

운동도 정상으로 나타났다.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뒤대뇌동맥의 경색이 의심되어 자기공명 상을 촬 하 다. 

확산강조 상에서 양쪽 대뇌반구 특히 두정후두엽 부위에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어 고혈압성 뇌증의 가능성을 시사하

다(Fig. 2). 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수술 후 섬망을 

의심하여 risperidone과 clonazepam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

다. 

  환자는 수술 후 2일째 별다른 치료 없이 자발적으로 시

력을 회복하 으며 약간의 시력 감소와 눈의 피로를 호소

하 다. 이후 일반병실로 이송되었고, 수술 후 7일째 별다

른 합병증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심폐우회술을 이용한 심장 수술 후 신경학적 합병증은 

기억 손상에서 섬망, 혼미, 혼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빈도는 0.4-80%까지 보고된 바 있다.1-3) 이는 주로 대뇌 저

관류와 색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epiaortic scanning, transcranial doppler monitoring, 국소대뇌산

소포화도를 감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8) Nollert 등은
3)
 심

장 수술 후 환자들에게 나타난 신경학적 합병증은 수술 중 

대뇌의 저산소증에 기인한다고 보고하 다. 

  Cerebral oximeter는 국소대뇌산소포화도를 평가하는데 적

당한 비침습적인 방법이다. Yoshitani 등은9) 목정맥팽대산소

포화도는 전반적인 대뇌 산소 사용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대뇌저산소증에 대해 높은 특이도와 낮은 민감도를 갖는데 

반해 대뇌산소포화도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는다고 

하 다. Samra 등은10) 경동맥 내막절제술 중 속목동맥을 결

찰한 경우 신경학적 합병증이 나타난 군에서 대뇌산소포화

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높은 음성 예측도를 가진다

고 보고하 다. 

  Bispectral index는 뇌파도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수술 중 

의식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마취약제가 과

Fig. 2. (A, B) Diffusion-weighted brain 

MRI performed at the onset of symp-

tom shows multiple, hyperintense, cor-

tical-subcortical lesions in right insular 

and bilateral parieto-occipital lobes 

(arrow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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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나 소량으로 투여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 환자

에게 비침습적이고 가격이 저렴하며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

지 않은 장점이 있다.11) Okawa 등은12) 심한 저산소증이 발

생한 환자에서 BIS가 10 미만으로 감소하고 SR이 90 이상 

증가한 사례를 통해 BIS를 관찰하는 것이 환자의 순환 상

태, 특히 뇌순환 상태를 감시하는데 유용하다고 하 다. 

  고혈압성 뇌증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 대

뇌 혈관이 수축하여 뇌조직을 보호하게 되는데 자동조절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혈관성 부종이 발생하고 이는 주변 

뇌조직에 관류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감신경

계 활성이 비교적 결여된 두정후두엽에 호발한다.13) 증상은 

두통, 경련, 신경학적 징후, 시각 이상 등이 고혈압과 동반

되어 나타나며 자기공명촬 상 피질밑 백색질의 부종이 특

징적으로 나타난다.14) 고혈압을 치료하면 증상들은 가역적

으로 좋아지는데 본 증례의 경우 시각 이상이 2일 이내 좋

아진 점과 방사선학적 소견이 일치하나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수축기 혈압이 100-110 mmHg 정도로 유

지되어 고혈압의 징후가 없었으므로 고혈압성 뇌증으로 보

기엔 어렵다. 

  섬망은 주의력과 인지기능의 급성 장애로 정신운동성행

동, 지남력, 인지, 기억, 집중, 의식상태의 혼란이 나타난다. 

Sockalingam 등은15) 심장 수술 후 섬망을 보인 환자들을 통

한 연구에서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섬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성별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고, 수술 전 당뇨, 죽

상경화증, 저심박출량, barbiturate의 과다 사용, 전해질 불균

형, 항콜린성제제,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저해제, ACE 억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하 다. 치료

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조명을 적절히 배치하고 방에 

시계를 둠으로써 시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서 haloperidol, risperidone, olanzepine 등의 약물 사용을 권장

하 다. 본 증례의 환자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 으나 가족들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의

료진의 지시에 적절히 반응하는 등 의식이 명료하 다. 앞

이 하얗게 보인다고 하 고 시력이 돌아온 후에도 시력 약

화와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것을 보아 일시적 시력 상실을 

섬망으로 진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폐우회술을 이용한 심장 수술 후 허혈성 시

신경병증에 의한 시각 상실(acuity or field)은 발생률 0.06-

0.113%로 굉장히 드물지만 구적인 시각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합병증이다.6,7) Nuttall 등은7) 

수술 후 헤모 로빈 농도가 낮을수록(＜8.5 g/dl), 수술 전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전 48시간 내 혈

관 조  검사를 시행한 경우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발생 위

험이 높아진다고 하 다. Kalyani 등은6) 시신경병증이 시력 

저하나 시야 결손, 색각 이상, 비교 들신경 동공 결손이 일

측성 또는 양측성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본 증례의 환자

는 심폐우회술 중 헤모 로빈 농도가 측정치 미만으로 감

소하고 혈압이 20-40 mmHg로 10분간 지속되었으며 bi-

spectral index의 감소와 SR 상승, 대뇌산소포화도 감소가 관

찰되어 대뇌 저관류나 색전에 의한 허혈성 시신경병증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나 시력 저하 외에 다른 

검사상의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정확한 진단이 내

려지기 전에 별다른 치료 없이 자발적으로 시력을 회복하

다.

  승모판 성형술 중 혈압과 헤모 로빈수치가 감소하고 대

뇌산소포화도와 bispectral index 감소, SR 증가를 보인 후 

일시적인 시각 장애를 호소한 환자를 통해 허혈성 시신경

병증, 고혈압성 뇌증, 섬망 등 가능한 원인과 그 치료에 대

해 각각 알아보았다. 수술 중에 국소대뇌산소포화도를 감시

하는 것이 수술 후 신경학적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움이 되며 BIS, SR이 뇌순환 상태를 감시하는데 유용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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