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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after Local Epinephrine Use − A case report−
Choon Kyu Cho, M.D., Sung Mee Jung, M.D., Joong Yeoun Kim, M.D., Hee Uk Kwon, M.D., and Po Soon K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Epinephrine is frequently used to control local bleeding during surgery.  However, it may be associated with complications, 

such as pulmonary edema, reversible cardiomyopathy, and cardiac arrest.  We encountered a case of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SIC) after local epinephrine instillation.  The SIC is manifested with typical left ventricular apical ballooning and clinical symptoms 

of a myocardial infarction without coronary stenosis.  Although its prognosis is more favorable than a myocardial infarction, 

anesthesiologists need to be aware of the possible adverse effects of local epinephrine infiltr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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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혹은 수술 동안 출 을 이기 해 외과의가 

epinephrine이나 phenylephrine을 수술 부 에 국소 침윤, 도

포, gauze packing 등의 방법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

다. 이 때 고 압, 빈맥, 부정맥 같은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

고 심한 경우 폐부종,1) 심근병증,2) 심정지가3) 발생한다. 한

편 심근 경색과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이나 상 은 

정상이며 심첨부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심기 부는 과운동

성을 보여 수축기 심실이 문어를 잡는 단지(일본어 “takot-

subo”)모양을 보이는 takotsubo cardiomyopathy, apical ballooning 

혹은 SIC로 불리는 가역  심근병증에 한 심이 증가하

고 있다.4) SIC의 정확한 발병기 은 아직 밝 지지 않았지

만 다양한 심리 , 신체  스트 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수술이나 마취와 연 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들은 

수술  수술 부  지 을 해 epinephrine을 국소 투여한 

환자에서 동성 빈맥 발생 후 압 하와 함께 SIC가 발병

한 것을 경험하 다. 국내에서 우발 인 epinephrine 과량 투

여 후에 심정지와 가역  심근병증이 생긴 를5) 보고하

고, 국내외에서 지 목 으로 epinephrine을 국소 투여한 후

에 가역  심근병증이 보고된 바 있지만, 이  SIC로 확진

된 는 없어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51세 여자 환자가 좌측 골 골  정복과 내고정술 시행

을 해 수술실에 입실하 다. 165 cm, 43 kg으로 마른 체

형 이었고 과거 병력에서 경미한 고 압이 있었으나 투약

은 받지 않았다. 주치의가 시행한 이학  검사에서 심잡음

이 의심되어 심장 내과 의 진료를 받은 결과 심잡음은 

없었으며, 심 음 에서는 구 계수 65%, 이완기 장애 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다. 투약으로 glycopyrrolate 0.2 mg을 수

술 30분 에 근주하 고 thiopental sodium 200 mg과 

succinylchoine 50 mg을 정주한 후 100% 산소를 투여하면서 

마스크로 조  호흡을 시행한 다음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삽  후 큰 활력 징후 변동은 없었다. 삽  후 

rocuronium bromide 30 mg을 정주하고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각각 1.5 L/min, sevoflurane을 호기 말 농도 2 vol%로 투여

하면서 마취를 유지하 다. 마취 시작 20분 후 수술을 시작

하 고 수술 시작 후 2% lidocaine과 epinephrine (1：

100,000)을 혼합한 용액 10 ml를 피하 주사하 으며 골 

노출 후에는 epinephrine (보스민Ⓡ, 제일약품)원액에 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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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ocardiographic change. (A) Preoperative electrocardiography. (B) Postoperative elctrocardiography at 4 hrs after surgery shows 

symmetrical T wave inversion in V2−V6 (Arrow).

즈로 수술 부 를 압박하 다. 수술 시작 10분 후 심박수가 

160회/분, 수축기 압이 210 mmHg로 갑자기 증가하 으며 

심실성 부정맥은 아니었고 동성 빈맥으로 보 다. Epin-

ephrine으로 인한 부작용인 것으로 추측하고 즉시 epin-

ephrine 추가 투여를 지시키고 경과를 찰하 다. 고 압

과 빈맥이 계속되어 폐부종 발생이 우려되었다. 즉시 수액 

투여를 이고 심기능을 억제하지 않고 마취심도를 증가시

키기 해 흡입 마취제 농도는 그 로 유지하면서 tramadol 

50 mg, ketolorac 30 mg을 정주하 다. Epinephrine 효과가 

감소되기를 기다리면서 nitrate 투여를 비하 다. 우측 요

골 동맥에 20 G 카테터로 동맥로를 확보하고 지속  동맥

압 측정을 시작하 다. 수술 시작 20분 후부터 압과 심박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수축기 압 120−130 mmHg, 심

박수 100회/분 정도로 정상화 되었고, 이때 시행한 동맥  

가스분석 결과 PaCO2는 40 mmHg, PaO2는 230 mmHg 으

며 사성 산증은 없었다. 심 도에서도 허  소견은 없었

고 폐부종과 심기능 하가 없는 것으로 단하여 nitrate는 

투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정상 활력 징후로 유지되다 수술 

시작 50분 후 갑자기 수축기 압이 70 mmHg로 감소하

다. 이때까지 출 량은 100 ml 고 활력 징후 변화를 일으

킬 수술 조작도 없었다. Ephedrine 8 mg을 정주한 후 수축

기 압이 100 mmHg 정도로 회복되었다 다시 감소하여 

ephedrine 8 mg을 추가 정주하 으나 수축기 압이 70 

mmHg로 계속 낮게 유지되어 심기능 하가 있는 것으로 

단하고 dopamine을 3−10μg/kg/min로 지속 정주하기 시

작하 다. 심 도에서 ST분  변화는 없었다. Sevoflurane 

농도를 1.5−1.0 vol%로 낮추고 fentanyl 50μg을 2회 정주하

고 수축기 압이 85−95 mmHg로 유지되면서 수술이 종

료되었다. 수술  산소 포화도는 계속 잘 유지되었다. 수

술 종료 후 심기능 확인을 해 경식도 심 음 를 시행하

다. 심첨부 운동성이 하된 것으로 보 으나 명하지 

않았다. 심장 내과에서 경과를 찰하기로 하고 마취를 회

복시켰다. 수축기 압은 85−95 mmHg로 여 히 낮은 상

태 고 의식은 명료하 으며 신경학  증상도 없었으나 경

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 다. 마취 시간은 4시간 10분, 수

술 시간은 3시간 5분이었으며 수액 투여량은 정질액 950 

ml 다. Dopamine 지속 정주와 지속  요골 동맥압 측정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환자실로 이송하 다. 수술 후 환자

실에서 시행한 심 도검사에서 V2−V6 흉부리드에서 수술 

 심 도와 다르게 깊은 칭성 T  역 을 보 다(Fig. 

1). 수술 후 응 으로 시행한 경흉부 심 음 에서 심첨부 

무운동성과 심기 부 과운동성을 보이는 형 인 SIC 소

견을 보 다. 수술 다음날 시행한 심근 효소치 검사에서 

troponin-I 2.60 ng/ml, CK-MB 18.6 ng/ml, BNP (brain natriu-

retic peptide) 690.54 U로 증가된 소견을 보 다. 한 수술 

다음날 시행한 검사에서 장 epinephrine과 norepinephrine은 

정상이었지만 24시간 소변 내 vanillylmandelic acid와 metan-

ephrine은 각각 19.5 mg/day와 919μg/day로 증가하 고 nor-

metanephrine은 정상인 소견을 보여 외인성으로 epinephrine 

농도가 일시 으로 증가하 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

술 다음날 시행한 상  조 술에서 정상 소견을 보

고 심실 조 술에서는 하루 사이에 심실 기능이 많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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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특징 인 takotsubo 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2

일부터 dopamine지속정주를 단하 고 수술 후 10일에 외

래에서 찰 하기로 하고 퇴원하 다.

고      찰

  수술  지 을 해 epinephrine이나 phenylephrine을6) 국

소 투여한 후 발생하는 심실성 부정맥, 폐부종, 심정지 등

은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epinephrine 국소 투여 후 폐

부종이나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은 압 하는 문제로 인

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압 하만 있고 

폐부종이 없는 경우에도 이 증례에서처럼 심근병증이 발생

할 수 있다. Dote K 등이7) 처음 SIC를 보고한 이후 서양에

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동양인의 특징 인 질병으로 치부

해 왔으나 최근 백인에게서 SIC 발생 보고가 증가하고 있

고,8,9) 이 질병의 실체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SIC는 

특징 으로 수축기에 심첨부가 무운동성으로 변하고 심실 

기 부는 과운동성을 보이는 심근병증으로 폐부종이 흔히 

동반되며 병변 부 가 상  분포와 일치하지 않고 

상  경축 유발 검사에서도 음성을 보여 상 에 

의한 질병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4) 부분 환자가 

발병 에 심리  충격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일명 broken 

heart syndrome으로 불리기도 하며 주로 갱년기인 고령여성

에서 호발한다.4) Epinephrine이나 norepinephrine같은 스트

스 호르몬에 한 반응성이 증가되거나 교감신경계 과 흥

분으로 심첨부에 일시  심근 기 이 발생한 것이 주 원인

으로 추정된다. 심첨부에 주로 호발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려지지 않았으며, 심실에는 주로 교감신경만 분포하고 기

부 보다 심첨부가 교감신경자극에 민감한 것이 동물실험에

서는 밝 졌지만 사람에서는 증명 되지 않았다. SIC의 사망

율은 1−8%로 성 심근 경색에 비해 양호하며 상  

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회복된다.4) CK-MB, 

troponin-I은 정상이거나 약간 증가하며, epinephrine과 norepin-

ephrine의  농도는 비슷한 크기로 심근 기능 하를 보

이는 심근 경색에 비해서는 2−3배, 정상에 비해서는 7−34 

배 증가한다. Epinephrine과 norepinephrine의  농도는 7

−9일에 처음의 30−50%로 감소하나 여 히 정상치 보다는 

높다.8) 본 증례에서 술 후 1일에 에서 epinephrine과 

norepinephrine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24

시간 소변에서 사산물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일시 인 

외부 투여에 의해 epinephrin농도가 증가하여 SIC를 유발하

고 이후 사에 의해 농도가 속히 떨어져 형

인 SIC 보다 빠른 회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수축기 심실이 SIC 형태를 보이는 심근병증은 지주

막하 출 , 뇌출 , 뇌경색, 갈색 세포종 환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10-12) 지주막하 출 환자에서 ST 변화가 있는 경

우 25−30%에서 이런 심근병증이 동반되어 있다.13) 서로 

다른 질환들이 교감 신경계 흥분이라는 공통된 기 으로 

동일한 심근병증을 유발하는지, 이 심근병증들을 SIC로 분

류하여야 하는지에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증례와 련하여 마취 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은 첫째, epinephrine국소 투여 후 심실 빈맥 이나 폐부종 없

이 단순한 빈맥과 고 압 후에 압만 발생한 경우에도 

이런 SIC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을 기울여야 한다. SIC 

사망률은 심근 경색에 비하면 낮지만 국소  수축제를 

사용하는 수술이 부분 minor surgery인 경우가 많아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에게는 낮은 사망률로 볼 수 없다. 둘째, 

phenylephrine같은 다른 국소  수축제도 심근병증을 유

발하므로6)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국소 으로 투여한 

수축제로 인해 고 압이나 심실성 빈맥, 빈맥 등이 발생한 

경우 후부하만 증가되어 있고 심근 수축기능이 하된 상

태로 추정하고 환자를 처치 해야 하며, 이 때의 처치가 

후에 요한 향을 미친다. 심기능을 억제하는 모든 처치

를 삼가하여야 한다. 단순히 흡입 마취제 농도를 증가시킨 

것 만으로 폐부종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베타차단제를 투

여하면 심근병증, 심정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투여를 신 하게 고려하여야 한다.1,6,14) 넷째, 환자 특

히 패 증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많이 발견되므로 환자 

수술 후 폐부종이 발생한 경우 SIC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5) 다섯째,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단순

히 수술에 한 공포감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으므로16) 특히 

호발하는 연령에서 한 진통과 진정으로 환자의 스트

스를 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주막하 출 , 뇌손상 환

자에서 이와 유사한 심근병증이 흔히 동반되므로 심 도 

변화가 있는 경우 심기능 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술  epinephrine 국소 투여 기 의 확립이 

실히 요구된다. Phenylephrine 에서는 국소투여에 한 기

이 비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6) 이 guideline에 따르면 

구강이나 비인두에서 사용 시 성인에서는 0.5 mg (four 

drops of 0.25% solution) 이하, 25 kg까지의 소아에서는 20 

μg/kg 이하로 투여한다. 경하거나 등도 고 압발생 시 

항고 압제 사용  10−15분 동안 환자를 찰하면서 기

다리며 심한 고 압, 폐부종, ST 변화 등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한다. 항고 압제로는 알  차단제를 사용하고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  차단제 사용을 지하며 이미 베

타차단제를 사용해버린 경우에는 심근 수축력 회복을 해 

루카곤 투여를 고려한다. 과거 Katz와 Katz가17) epinephrine

에 해서 제시했던 10분 100μg, 1시간 300μg이라는 기

은 halothane 사용 환자에서 심실성 빈맥 방에 한 기

이며, 심근병증에 한 새로운 방 기 이 필요하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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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epinephrine 국소 투여 후 폐부종이나 사성 산증이 

발생한 사례에서도 gauze packing의 경우 본 증례와 같이 

보스민Ⓡ 원액을 사용한 경우여서18) 국소 주사 외에 이

나 gauze packing 시 투여량, 희석농도에 한 기  제정이 

필요하며, 경 주액에 섞어 epinephrine을 사용하거나 

피하에 투여한 경우에도19) 이와 유사한 폐부종이나 가역성 

심근병증이 발생한 증례가 있어 각각에 따른 기  제정이 

시 하다.

  한 최근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vasopressin 국소투여 후 

심정지 증례에서도20) 본 증례와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약물에 한 심도 필요할 것이다.

  마취 유지  외과의들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수축

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여되고 있으므로 마취통증의학

과 의사들은 이에 심을 기울여 투여 용량의 감시  투

여 후 경과 찰 등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이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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