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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cerebral hemorrhage in a patient with preeclampsia and HELLP syndrome which 
was diagnosed after caesarean section

− A case report−
Jae Gyok Song, Seok-Kon Kim, and Jong Hyun Eu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Intracerebral hemorrhage (ICH) is one of very dangerous complications of preeclampsia/eclampsia.  We experienced postoperative 

ICH in a 39-year-old woman with preeclampsia and HELLP syndrome.  The paturient complained severe headache and upper 

abdominal pain with nausea and vomiting.  Her initial blood pressure was 190/120 mmHg and her heart rate was 80 beat/min. 

The diagnosis of preeclampsia with HELLP syndrome was confirmed by the severe hypertension and the laboratory findings.  

She was drowsy at the emergency room but she lost consciousness when transferring to the operation room.  Caesarean section 

was done under general anesthesia.  After the operation she could not recover self-respiration and consciousness.  Her brain CT 

showed ICH in the basal ganglia wit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and severe brain edema.  She expired one the 5 th post operative 

day due to brain death and multiple organ failure.  Early diagnosis is the key to treating ICH.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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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나타나는 고 압, 단백뇨, 

신 인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140/90 mmHg 이

상의 고 압과, 하루 2 g 이상의 단백뇨가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1]. 특히 160/110 mmHg 이상의 심한 고 압과 하루 

5 g 이상의 단백뇨가 있을 경우 심각한 자간증으로 분류

되며 두통, 시각장애, 상복부 통증,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기간  자간 증/자간증에 동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HELLP (hemolysis, elevated liver enzyme, low platelet) 

증후군은 산모에서 용 , 간효소수치 증가, 소 수의 감

소를 특징 으로 나타내는 질환으로 1982년 Weinstein 등이 

처음 명명한 이래 여러 가지 보고와 찰 연구가 행해졌으나 

아직 발병기 과 치료법이 명백히 밝 지지는 않았다[2,3]. 

자들은 HELLP 증후군이 동반된 증 자간 증으로 제왕

개술을 받은 후 진단된 뇌내출 을 경험하여 이를 보고

하고자 한다. 

증      례

  임신 36 ＋ 2주의 39세 산모가 내원 2일 부터 차 심

해지는 두통과 구역 구토를 주소로 응 실로 내원하 다. 

산모는 내원 당일 참기 힘든 심한 두통과 구역, 구토, 상복

부 통증이 있었으며 응 실에서의 활력증후군(vital sign)은 

검사상 압 190/120 mmHg, 심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

분, 체온 36.5oC 다. 나른한 모습으로 몸을 잘 가 지 못했

으며 질문에 한 답도 느리고 힘겨웠다. 응 검사에서 

헤모 로빈 14.5 mg/dL, 헤마토크리트 41.8%, 소  45,000/

μl, AST/ALT 864/705 IU/L, LDH 2,142 IU/L, 총빌리루빈 

1.55 mg/dL, 청 크 아티닌 0.86 mg/dL, 요  알부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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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Noncontrast CT scan 

shows intracerebral hemorrhage in 

right basal ganglia which extends to 

ventricles with severe brain swelling. 

(B) CT angiogram shows no vas-

cular extension to cerebral cortex 

which is compatible to brain death.

로 HELLP 증후군이 동반된 증의 자간 증으로 진단되어 

경련을 방할 목 으로 MgSO4의  투여를 시작하고 

응  제왕 개술을 시행하기로 하 다. 태아 진찰에서는 심

박수 130회/분이었고 무자극검사(Non stress test, NST)는 반

응 없음(nonreactive)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제왕 개술  

태아의 음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을 비하는  계속 

나른한 모습이었으며 압이 200/130 mmHg로 높게 측정되

어 hydralazine 5 mg을 투여하 으나 이후 압이 190/130 

mmHg로 여 히 높게 측정되었다. 수술실로 이송도  산모

는 신이 늘어지며 완 히 의식을 잃었고 자극에 반응하

지 않았다.

  마취의가 환자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환자가 이송도  

의식을 잃고 수술실로 히 이송된 상황이었다. 환자는 

을 감은 상태로 불러도 답이 없고 통증자극에도 반응이 

없었으며 자발호흡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입에서 거품모양

의 분비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즉시 입의 분비물을 흡인

하고 호흡낭과 마스크로 100% 산소를 공 하여 기도를 유

지하면서 모니터를 부착하고 왼쪽 요골동맥에 동맥 을 거

치하 다. 압은 210/160 mmHg, 심박수 55회/분, 동맥  

산소포화도는 99%로 측정되었다. 수술 비가 끝난 즉시 lido-

caine 60 mg, propofol 120 mg, rocuronium 40 mg으로 신마

취를 유도하고 내경 6.5 mm의 기 내 튜 로 삽 한 다음, 

수술을 시작하 으며 sevoflurane 2 vol%로 마취를 유지하

다. 마취 유도 시 발생할지 모를 격한 압을 우려하여 

압을 낮추기 한 약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수술시작 6분 

뒤 2,120 g의 남아를 출산하 으며 Apgar 수는 1/9 이었다. 

태반분만 후 sevoflurane을 1 vol%로 이고 fentanyl 50 μg, 

midazolam 2 mg을 정주하고 oxytocin 20 IU를 주입 인 정

질액 800 ml에 섞어 시간당 500 ml로 주입하 다. 분만 후 

출 이 많고 압이 수술시작 직후 200/130 mmHg 심박수 

90회/분에서 수술시작 30분 뒤에는 150/110 mmHg, 심박수 

120회/분, 수술시작 1시간 후에 90/60 mmHg, 심박수 110회/

분으로 빠르게 낮아졌으며 이때 시행한 액검사상  

헤모 로빈이 13.3 mg/dL에서 8.4 mg/dL로 감소하여 좌측 

외경정맥에 정맥로를 확보하고 농축 구 두 단 를 주입

하 다. 이후 수술시작 1시간 30분 후부터 압 100/80−
120/90 mmHg, 심박수 90−100회/분을 유지하 다. 수술시간

은 2시간이었고 수술  출 량이 1,400 ml, 소변량은 50 

ml 으며 정질액 1,200 ml, 교질액 500 ml, 농축 구 2 

단 가 투여되었다. 수술종료 후 근이완을 역 시키고 자발

호흡을 유도하려 하 으나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않았

고 동공을 찰하자 우측 동공이 좌측보다 더 산 된 소견

(8 mm ＞ 6 mm)을 보여 뇌출 을 의심하고 CT촬 을 하

고 환자실로 이송되었다. 

  CT 상 우측 바닥핵(basal ganglia)에서 뇌실로 확장된 성 

뇌내출 , 하방 뇌이탈(inferior brain herniation), 심한 뇌부종

소견을 보 으며 CT 조 술상 뇌내 이 조 되지 않아 

뇌사의증 소견을 보 다(Fig. 1). 신경외과 진결과 수술을 

해도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하 으며 환자는 

환자실에서 뇌부종을 이기 한 보존  치료를 받던 

 뇌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 으로 수술 후 5일째 사망

하 다. 

고      찰

  자간증, 자간증에 동반되는 HELLP 증후군은 임신 1,000

건당 1−6건으로 발생률은 낮으나 심각한 모성유병률이 1−
25%나 되며 격히 진행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후가 

나쁘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치료가 요하다[4]. Isler 등은[5] 

HELLP 증후군이 유발할 수 있는 종 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간이나 뇌의 출 , 심폐정지, 성인

호흡부 증후군, 신부 , 패 증, 산소성-허 성 뇌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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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  뇌출 이 모성사망의 원

인  26.4%, 그리고 모성사망에 기여하는 인자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 으며 Zeidman 등은[3] 34

세의 산모에서 출산 후 발생한 HELLP 증후군을 보고하

는데 심한 두통이 발생한 후 치명 인 뇌교출 (pontine 

hemorrhage)이 발생하기 까지 불과 7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

다. Pampus 등은[6] 항고 압제와 마그네슘 투여로 보존  

치료를 받은 127명의 HELLP증후군 환자를 상으로 시행

한 연구에서 심각한 합병증은 주로 이 질환의 발병 시에 

같이 일어났다고 보고하 다. 이들 연구를 참고해 볼 때 

HELLP증후군을 동반한 자간 증으로 진단된 경우 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합병증을 방하기 해 극 인 

진단과 치료  세심한 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HELLP 증후군의 진단은 용 , 간효소수치 증가, 그리고 

소  감소증 등 세가지 검사결과와 동반하는 임상증상들로 

이루어진다. 이들  소  감소증은 가장 요하고  빨

리 나타나는 검사소견으로 조기진단에 매우 요하다[7,8]. 

HELLP 증후군의 심한 정도를 구별하여 이환율과 사망률을 

측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하고자 질환의 증도에 따른 

분류를 시도해 왔는데 2가지 분류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9]. 

첫 번째는 Tennessee 분류법으로[10] LDH ＞ 600 IU/L, 

소 수 ＜ 100,000/μl, AST ＞ 70 IU/L 세 가지 모두를 가

지고 있는 경우 완 (true, complete) HELLP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들 세가지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용 만 

없는 경우(ELLP), 간효소수치만 상승한 경우(EL), 소  감

소만 있는 경우(LP)들을 부분(partial, incomplete) HELLP 증

후군으로 구별하 다. 두 번째 Missisippi 분류법은 세 가지 

검사결과  소  감소증의 정도에 따라 세 군으로 나

다[9,10]. Class I은 간효소수치 상승(AST/ALT ≥ 70 IU/L)과 

용 (LDH ≥ 600 IU/L)을 동반하면서 소 수가 50,000/

μL이하인 경우, Class II는 50,000−100,000/μL인 경우, 

Class II는 100,000−150,000/μL인 경우이다. Isler 등은[5] 54

건의 HELLP 증후군으로 인한 모성사망례를 분석한 연구에

서 Class I 60%, Class II 35%, Class III는 4.4% 으며 지연

된 진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51.1%에 달하 고 Class I 

HELLP 증후군과 지연된 진단이 치명 인 결과와 깊은 

계가 있다고 하 다. 본 증례의 경우 소  수가 45,000/

μl, AST/ALT가 864/705 IU/L, LDH가 2,142 IU/L로 형

인 Class I HELLP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본 증례에서 아쉬운 들은 수술  산부인과에서 HELLP 

증후군을 동반한 증 자간 증으로 진단된 환자가 심한 

두통과 함께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을 때 고 압에 한 치

료가 충분치 못했다는 과 신경학  검사가 시행되지 않

아 뇌내출 이 조기에 진단되지 못했고 그 결과 종을 제

거하기 한 치료나 제왕 개 수술  환자의 뇌보호를 

한 치료 즉 뇌압을 낮추고 뇌 류압을 높이기 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다. 한 마취유도 엔 큰 압변화

가 없었으나 수술  출 과 함께 약 30분간 평균동맥압이 

90 mmHg 이하로 낮게 유지되어 결과 으로 뇌 류의 감소

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뇌내출 과 감별해야 할 

것으로 자간증에 의한 경련이 있을 수 있다. 자간증의 경련

은 입주 에서 시작하여 2−3  후에는 신근육이 수축되

는데 이때 모든 근육은 강직성 수축상태이고 경련하는 동

안 횡경막이 고정되어 호흡이 정지하지만 부분 회복된다

[11]. 경련 후 혼수상태에 빠지며 깨어난 후에는 경련과 경

련 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본 증례의 경

우 환자가 이미 MgSO4를 투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경

련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응 실 내원 직후부터 의식이 명

료하지 않았고 묻는 말에 간신히 답하고 몸을 잘 가 기 

어려웠다고 하 으며 계속 높은 압이 조 되지 않았으므

로 이미 이때부터 뇌출 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신

경학  검사를 시행했다면 우측 동공의 산 , 편측 근력약

화 등의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확인할 수는 없었

다. 

  자간 증/자간증 자체가 심한 두통과 구역/구토를 동반할 

수 있어서 뇌출 을 감별진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발생할 경우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 이런 증

상을 보일 때 반드시 신경학  검사를 시행하고, 신경학  

검사에 양성이거나, 평균동맥압 140 mmHg 이상의 잘 조

되지 않는 심한 고 압이나 응고장애가 같이 뇌출 이 유

발되기 쉬운 조건이 동반되어있는 경우, 신경학  검사상 

이상이 없더라도 보존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에 주의 깊은 찰과 함께 필요에 따라 CT, MRI 

등을 시행하여 조기에 뇌출 의 여부를 감별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고 압과 련된 뇌내출 은 주로 은 환자들에서 찰

되며 기 핵에서 잘 발생하고 종의 양이 30 ml 이하인 

경우가 많다[12]. 신경학  증상의 진행은 보통 뇌내출  발

생 후 첫 한두 시간내에 종의 양이 커지면서 일어나며, 

허 성 뇌질환보다 세배 이상 높은 비율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CT, MRI 등의 뇌

상을 얻는 것이며 MRI와 MRA (magnetic resonance an-

giography)의 경우 뇌질환의 원인을 감별할 수 있는 보다 많

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뇌내출 이 발생했을 때 압이 

높으면 종이 더욱 커진다는 이론은 아직 확실히 증명되

지 않았으나 여러 연구들에서 뇌내출  환자의 높은 수축

기/이완기/평균 동맥압은 나쁜 후와 계가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압을 낮추기 한 치료를 하다가 지나

치게 압이 낮아지면 뇌 류압(cerebral perfusion pressure)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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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뇌의 허 성 손상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1999년 미국 심장학회 뇌

졸  평의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Stroke Council)는 고

압의 과거력이 있는 뇌내출  환자에서 평균동맥압을 

130 mmHg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 다. 한 뇌압을 모

니터링하고 있는 뇌압이 높은 환자의 경우 뇌 류압을 70 

mmHg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뇌

내출 이 의심되는 환자를 마취할 때 이 원칙이 반드시 지

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뇌내출 로 진단된 환자에서 폐흡인 험성, 호흡부

(PaO2 ＜ 60 mmHg, PaCO2 ＞ 50 mmHg), 뇌압상승 소견이 

보이는 경우 기 내 삽 을 해야 한다. 머리를 30o로 높이

고 Mannitol 1−1.5 mg/kg를 빠르게 주입하며 PaCO2가 30−
35 mmHg가 되도록 과호흡을 시켜 수술  처치 까지 최

한 뇌압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면 지속 으

로 뇌압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뇌압을 20 mmHg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뇌 류압이 70 mmHg 이하인 경

우 승압제를 사용하고 70 mmHg 이상인 경우 압강하제를 

투여한다. 

  자간 증/자간증 산모에서 뇌출 을 방하기 해서는 

동맥압이 180/120 mmHg (평균동맥압 140 mmHg)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뇌출 의 험이 증가하므로 압이 170/110 

mmHg 이상인 경우 목표 압을 130/90 mmHg 이상 170/110 

mmHg 이하로 하여 뇌출 의 험을 감소시키면서 자궁

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자간 증/자간증 산모에서 뇌출 이 의심되는 경우 어떤 

치료를 먼  할 것인가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매우 

유동 일 것으로 생각된다. 통 으로 자간 증/자간증  

HELLP 증후군의 가장 요하고 확실한 치료는 임신을 끝

내는 것이어서 빨리 분만을 하는데 집 하 으나, 조산으로 

인한 주산기 사망률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산모와 태

아의 상태를 잘 단하고 한 증요법  용량 스테

로이드 요법 등으로 임신을 유지하면서 태아의 폐성숙을 

유도하고 한 분만시 을 잡는 것으로 치료방침이 차 

바 어가고 있다[8,10]. 따라서 태아의 상태가 양호하고 산

모의 상태가 즉시 임신을 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면 분만 에 뇌출 을 먼  치료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의 경우 응 실 내원

당시에는 태아곤란증이 없었다고 생각되므로 이때 뇌출

이 진단되었다면, 뇌압을 낮추고 한 뇌 류를 유지하기 

해 노력했을 것이고, 뇌실배액술을 먼  시행하고 제왕

개술을 시행하거나, 최소한의 시간차를 두고 제왕 개술과 

개두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증례의 경우는 진단이 

늦어졌고, 산모가 의식을 잃고 난 후부터 마취의가 기도를 

확보할 때까지 산소증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한 태아곤란증의 험으로 인해, 즉시 제왕 개술을 먼  

시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Apgar 

수도 1/9로 나타나 태아곤란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간 증/자간증에서 HELLP 증후군을 동반한 경우 마취

방법의 선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Vigil-De Gracia 등은

[13]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제왕 개수술을 받은 71명의 

HELLP 증후군 환자에서 58명은 경막외마취를, 9명은 신

마취를, 4명은 척추마취를 시행받았으며 이들  신경학  

문제나 경막외 종이 발생한 는 없었다고 하 다. 그러나 

Blasi 등은[14] 응고장애가 심하지 않은 HELLP 증후군 환자

에서 경막외마취로 성공 인 제왕 개술 직후 응고장애가 

격히 악화되어 경막외 종이 발생한 와 응고장애가 있

어서 경막외 마취 신 척추마취를 성공 으로 시행한 를 

보고하 다. Portis 등은[15] 마취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상

태, 태아의 상태,  응 상황의 여부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하고 심각한 응고장애가 있을 경우 부 마취를 시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 다. 

  결론 으로 자들은 의식을 잃은 채로 수술실에 입실한 

자간 증 환자의 제왕 개 수술을 한 마취 후 진단된 뇌

출 을 경험하 으며 환자는 이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 다. 마취의는 고 압이 잘 조 되지 않는 

자간 증/자간증과 특히 HELLP 증후군을 동반한 환자에게

서 뇌출 , 뇌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 한 찰

과 엄격한 압 조 을 시행하야 하며 상황에 맞게 한 

마취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한 조 이라도 뇌출  등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신경학  검사  뇌 상 촬 을 시행

하여 즉각 인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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