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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수술 중 발생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증례보고—
동아 학교 의과 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이규한ㆍ이종환ㆍ이수일ㆍ이승철ㆍ최소론

Stress-induced cardiomyopathy during ophthalmologic surgery

− A case report−
Kyu Han Lee, Jong Hwan Lee, Soo Il Lee, Seung Cheol Lee, and So Ron Choi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Stress-induced cardiomyopathy or Takotsubo cardiomyopathy is a recently described clinical entity which is associated with a chest 

pain occurring during a stress, an abnormal ECG and/or an increase in the troponin blood level and a transient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Transient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generally involves the midsection and the apex of the heart with an akinesis.  

We reported a case of a 55-year-old female patient who developed a stress-induced cardiomyopathy after local epinephrine use during 

ophthalmologic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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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스성 심근병증은 1990년에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어 

그 특징 인 심장의 모양으로 인하여 takotsubo cardiomyopathy

로도 불리는 질병이며 정확한 병태생리는 아직 잘 모르지

만 갑작스런 심리 , 신체  스트 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질병이다[1]. 스트 스성 심근병증의 

흔한 임상증상은 흉통, 호흡곤란, 일시 인 좌심실기능이상 

등이 있다. 심 도 상에서 ST-분  상승, ST-분  하, T-

 역 , QT-간격 연장, QTc 연장, 비정상 Q-  형성 등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수술 시 출 을 이고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해 epinephrine을 국소 침윤하거나 거즈 도포하

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 압, 부정맥, 빈맥, 

페부종, 심근병증, 심정지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2]. 자들은 55세 여자 환자에서 낭비강문합술  

epinephrine을 국소 투여한 후 발생한 스트 스성 심근병증

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5세 여자 환자가 비루  폐쇄를 진단받고 낭비강문합

술 시행을 해 수술실에 입실하 다. 과거력상 고 압과 

갑상선 기능 하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심 도 

상 조기심실수축 소견이 찰되었었다. 술  압은 120/80 

mmHg으로 유지되었으며, 갑상선 기능 검사 상 정상 소견

을 보 다. 신장 158 cm, 체  55 kg이었고 투약으로 valium 

5.0 mg, glycopyrrolate 0.2 mg, butorphanol 1.0 mg, famotidine 

20 mg을 투여하 다. 수술  압은 143/85 mmHg, 심박수 

75회/분,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다. 마취유도는 propo-

fol 120 mg을 정주 후 100% 산소를 투여하면서 마스크로 

조 호흡을 시행하 으며 rocuronium 50 mg을 정주한 후 근

육의 이완을 확인하고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삽  

후 활력 징후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마취유지는 산소

와 아산화질소를 각각 2 L/min, sevoflurane 2.0 vol%로 투여



Lee et al：스트 스성 심근병증

519

Fig. 1. Apical 4-chamber views of transthoracic echocardiogrpahy at bed side on the first day of operation depicting a balloon-like asynergy 

at the apex of the left ventricle. Panel A: end-diastole. Panel B: end-systole.

하 다. 마취 시작 10분 후 수술을 시작하 다. 수술부 인 

좌안 내측안각에 1：100,000 epinephrine이 혼합된 2% lido-

caine (2% 염산리도카인·에피네 린주사Ⓡ, 유한양행) 0.5 ml

를 국소침윤 하 고, 1：1,000 epinephrine (보스민Ⓡ, 제일약품) 

원액과 4% lidocaine 용액을 1：1로 희석한 용액에 신 거

즈를 사용하여 비강 내에 거즈패킹 하 다. 약 2분 후 압 

220/110 mmHg, 심박수 130회/분으로 증가하며 심 도 상 lead 

II에서 ST-분  상승 소견을 보 다. Fentanyl 50 μg을 정주

하 으며 fentanyl 150 μg 추가주입  Isosorbide dinitrate 지

속정주를 하여 압 120/90 mmHg, 심박수 120회/분으로 조  

유지하 다. 약 5분 후 압 80/50 mmHg으로 감소하 다. 

Phenylephrine 100 μg, ephedrine 10 mg, dobutamine 5 μg/kg/min 

투여 후 압 100−110/70−80 mmHg, 심박수 70−80회/분

로 유지되었다. 수술시간은 한 시간이었으며, 활력 징후가 

안정되는 것을 찰하면서 환자의 의식상태가 명료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발 하 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졌으며 

dobutamine  Isosorbide dinitrate을 지속 정주하여 압 100−
110/60−80 mmHg, 심박수 70−80회/분을 유지하 다. 환

자실로 환자를 이송하여 찰하 다. 수술 직후 측정한 심

근효소 검사에서 troponin-I 1.33 ng/ml(정상치 0−0.4 ng/ml), 

CK 99 U/L(정상치 43−165 U/L)이었다. 3시간 후에 시행한 

심근효소 검사에서 troponin-I 2.24 ng/ml, BNP 44.56 pg/ml

(정상치 0−64 pg/ml)로 측정되었다. 수술 후 1일째 시행한 

심 음 검사에서 박출계수 20−24%, 좌심실 기 부를 제

외한 모든 부 의 운동성을 보이면서 특징 인 심첨부 

ballooning (=takotsubo) 모양을 보이는 심한 좌심실 부  소

견을 보 다(Fig. 1). Troponin-I 수치는 수술 후 1일째 5.14, 

2일째 4.07, 3일째 1.49, 5일째 0.36, 6일째 0.29, 8일째 0.19 

ng/ml로 측정되었다. 수술 후 2일째에 강심제  승압제 투

여 지 후에도 안정 인 활력징후를 보여 일반병실로 실

하 다. 수술 후 5일째 시행한 심장 조 술에서 상동

맥은 정상 인 조 상을 보 다. 수술 후 6일째 시행한 

심 음 상 박출계수는 40−44%, 9일째에 60−64%로 측정

되었다. 외래에서 찰하기로 하고 수술 후 10일에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정신 인 스트 스, epinephrine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심

장에 가역 인 심근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 특징 인 심장조 술상의 모양으로 인하

여 takotsubo cardiomyopathy라고 부른다[1]. 여기서 takotsubo는 

일본에서 문어를 잡을 때 쓰는 특이한 모양의 항아리 이름

으로 그 모양이 심장조 술상의 특징 인 심장모양과 유사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외 stress cardiomyopathy, neurogenic 

myocardial stunning, transient left ventricular apical ballooning, 

ampulla cardiomyopathy, tako-tsubo cardiomyopathy, broken 

heart syndrome 등으로도 표 되고 있다[3]. 부분 갑작스런 

감정 인 스트 스, 물리  활동의 증가, catecholamine의 갑

작스런 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Takotsubo car-

diomyopathy의 정확한 병태생리는 아직 밝 지지 않았으며 

multivessel epicardial coronary artery spasm [1], coronary 

microvascular impairment [4], catecholamine cardiotoxicity [5], 

neurogenic stunned myocardium 등의 몇 가지 개념으로 추정

하고 있다. 

  역학 으로 동양인에서 주로 발생하며, 최근에는 유럽  

북아메리카의 코카서스인종에서의 발병들이 보고되고 있다. 

약 90%의 환자가 여성이었으며 97.3%의 환자가 50세 이상

이었다[6]. 본 증례의 환자도 55세 연령의 한국여성으로 이

러한 역학  특징에 부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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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스성 심근병증의 진단기 은 확립되어있지 않으나 

흔히 modified Mayo criteria가[7] 진단기 으로 사용된다: (1) 

일시 인 좌심실 간분 의 운동성, 무운동성 혹은 이상

운동성; (2) 폐쇄성 상동맥질환  성 라크 열의 

조  상 증거가 없을 것; (3) 새로운 심 도 이상소견(ST-

분  상승 혹은 T  역 ) 혹은 심근효소 troponin의 등도 

상승; (4) 심근염  크롬친화성세포종(pheochromocytoma)이 

없을 것. 본 증례는 심 도 상의 ST-분  상승, troponin 수

치 상승, 수술 후 5일째 실시한 심장 조 술에서 정상 

상동맥 소견, 심 음 에서 좌심실의 운동성이 일시

으로 나타난 것들을 고려하여 스트 스성 심근병증으로 진

단할 수 있었다. 

  성기의 임상증상이 성 상동맥증후군  심근경색

과 매우 유사하므로 감별진단이 매우 요하다. 성 심부

  비정상 Q-  혹은 ST-분  이상 등의 소견으로 입원 

시 성 상동맥증후군으로 추정되는 환자에서 스트 스

성 심근병증으로 명된 경우는 2% 다는 보고가 있다[8]. 

성 상동맥증후군, 심근경색으로 잘못 인식하여 용

해 치료 등의 부 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 안과수술의는 수술부 의 국소마취를 하

여 1：100,000 epinephrine이 혼합된 2% lidocaine (2% 염산

리도카인·에피네 린주사Ⓡ, 유한양행) 0.5 ml를 국소 침윤하

는데, 이때 사용된 epinephrine은 5 μg으로 정용량을 넘

어서지 않는 소량이었다. 본 증례에서는 한 수술부 의 

국소  출 을 방하기 하여 1：1,000 epinephrine (보스민Ⓡ, 

제일약품) 원액과 4% lidocaine을 1：1로 희석한 용액에 

신 거즈로 비강 내에 거즈패킹 하 다. 이것은 보스민Ⓡ용액

을 2배로 희석한 것으로 1：2,000 epinephrine 용액에 해당

되었다. 이는 약 에 표기된 5−10배 희석방법을 따르지 않

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출 방 목 으로 사용된 거즈패킹

에서 고농도의 epinephrine이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스

트 스성 심근병증이 발생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원에

서 보스민Ⓡ을 거즈패킹 시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이비인후

과와 연계하여 재 수술  사용하는 보스민Ⓡ의 희석방법

을 국의 8개 학병원 이비인후과에 문의하 다. 약 에

서 권유하는 용법인 5−10배 희석하여 사용 인 학병원 

이비인후과는 없었다. 개 원액 혹은 2−3배 희석하여 거

즈로 국소 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고농도의 

epinephrine을 사용하는 것에 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의 극 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질환은 병태생리  기 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

에서 증 인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환자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임상 양상에 맞게 역학  

지지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요하다. 

  심부  는 심기능 하 소견을 보이는 경우 강심제나 

ACEI 혹은 IABP 등의 치료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심

부  소견 없이 압을 보이는 경우나 심 음 와 심장

조 술을 통해 심실내에 기 부 과수축과 연 한 폐쇄성 

병변이 보이는 경우는 베타 차단제, diltiazem, verapamil 같

은 칼슘채  차단제 등의 치료가 더 하다[9]. 이 때 

dobutamine 같은 약제의 투여는 오히려 심실내 압력경사를 

증가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카테콜아민 과다 투여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심한 고

압과 빈맥 같은 양상이 주도 인 상태일 때는 beta 차단제

나 흡입마취제 같은 심근수축억제제는 오히려 심부 을 유

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이때는 확장제로 

압을 떨어뜨리도록 하여야 한다[2,10,11].

  Kalyanaraman 등은[10] phenylephrine 투여로 압상승과 

빈맥이 나타날 경우 일단은 주의 깊게 압과 산소포화도 

등의 감시를 유지하면서 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더 이

상의 처치를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이완제를 사용하

며, 심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을 피하고, 특히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 다.

  스트 스성 심근병증의 병태생리학  가설로 인하여 

압 치료를 한 카테콜라민성 승압제의 사용에 하여 

논란이 있다[12]. 스트 스성 심근병증의 치료에 카테콜라민

성 승압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병태생리학 으로 카테콜

라민성 심독성 가설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dobutamine 

지속정주 시의 심실 내 압력변화에 한 연구에서 카테콜

라민성 승압제 사용이 역학을 개선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13]. 본 증례에서는 스트 스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압

으로 생각하고, 카테콜라민성 승압제인 dobutamine을 사용하

여 환자의 압을 안정화 시켰었다. 

  스트 스성 심근병증 환자에서 특히, 심장성 쇼크 시에는 

반드시 좌심실 유출로 폐쇄의 유무를 살펴보아야한다. 일시

인 좌심실 유출로 폐쇄가 스트 스성 심근병증 환자의 

16%에서 찰된다[6]. 심장의 해부학  이상이나 질환이 없

는 환자에서도 증의 량증, dobutamine의 정주, 스트

스에 의한 카테콜라민 분비 증가 등에 의해서 승모 막의 

수축기 방운동(systolic anterior motion of mitral valve, SAM)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승모 막 역류는 좌심실 

유출로 폐쇄를 유발하여 심각한 심 계 허탈이 발생 할 

수 있다[14]. 좌심실 유출로 폐쇄 환자에서는 강심제를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 등도  심한 좌심실 유출로 폐쇄는 

베타차단제를 사용하여 역학을 호 시킬 수 있다. 좌심실 

유출로 폐쇄가 없는 환자는 dopamine, dobutamine 같은 강심

제와 동맥내 풍선펌 (intra-aortic balloon pump)로 치료하

는 것이 하다.

  일반 으로 후는 좋으며 사망률은 0−8%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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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 약 18%의 환자에서 생기는 좌심실부 이 가장 흔

한 합병증이며, 3.5%의 환자에서 스트 스성 심근병증이 재

발되었다고 한다[7]. 가장 많은 88명의 환자를 조사한 일본

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사망률은 1%로 보고되었으며, 환자

는 빨리 회복하여 2−3일 이내에 증상이 없어지고 좌심실

기능은 1−4주 이내에 회복되어 퇴원 시에 97%의 환자가 

미국뉴욕심장학회등  분류 1에 해당하 다[3]. 본 증례에서

는 스트 스성 심근병증이 수술  발생하여 2일째에 역

학  활력 징후가 안정되었으며 9일째에 좌심실 기능이 회

복되어 10일째에 합병증 없이 퇴원하 다.

  결론 으로 수술  국소 인 지   출 을 방하기 

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수축제들에 의해 스트 스성 

심근병증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부 한 농도와 

용량의 수축제들이 사용되는 것에 한 마취통증의학

과 의사들의 극 인 감시가 필요하며 스트 스성 심근병

증이 발병하 을 때 한 치료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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