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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형 추골 동맥류 증에 의한 일시  외측 연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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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equency of vertebral artery aneurysm is rare and a common presenting sign is subarachnoid hemorrhage. 

Lateral medullary syndrome is characterized by loss of pain and temperature sensation on the contra lateral lesion 

side of the body and ipsilateral lesion side of the face, dysphagia, dysarthria, ataxia, vertigo, nystagmus, and Horner 

syndrome. Vertebral artery dissecting aneurysm is a common cause of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We present a rare 

case of a 46-year old male patient that developed ischemic attack presenting as transient lateral medullary syndrome 

due to thrombosed-fusiform aneurysm of vertebral artery. He was treated with aspirin and heparin, and then dis-

charged with complete resolution of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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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강 내 동맥류는 형태상 소낭성이 부분이며, 그 발

생기 은 동맥벽의 내 탄력 과 교원섬유들이 변성되어 약

화되고, 체액 박동의 류역학  효과가 작용하여 발생된

다.[1] 두개강 내 은 조직학 으로 의  간막

이 얇으며 외 탄력 이 없어 두개강 밖 에 비해 동맥

류의 발생빈도가 훨씬 높다.[2] 두개강 내 동맥류의 증상은 

거미막하 출 이 발생하기 에는 부분 무증상으로 지내

며 그 발견 확률도 높지 않으나, 한 연구에서는 비 열성 

동맥류를 가진 사람의 41%에서 증상을 나타냈고, 그  

성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과 일과성 허  증상이 가장 흔하

다고 보고했다.[3]

  허 성 뇌경색을 동반하는 척추 동맥에 발생하는 동맥류

는 부분 박리성 동맥류이며, 동맥박리에 의해  내벽

으로 액이 유입되면서 발생한다. 자들은 추골 동맥에서 

박리성이 아닌 방추형 동맥류에 이 형성되면서 발생한 

뇌 허 증에 의해 일시 인 외측 연수증후군이 발생한 경

우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      례

  46세 남자 환자가 내원 4시간 30분 에 발생한 왼손의 

린감과 경도의 구음장애를 증상으로 응 실을 방문하

다. 환자는 흡연하지 않았고, 음주는 20년 동안 월 1회, 소

주 1병 정도 마셨다. 과거 병력상 고 압, 당뇨, 심장병 등 

심뇌  질환의 험 인자는 없었고, 외상의 기왕력과 약

물 복용력도 없었다. 환자는 몇 년 부터 오른쪽 후두부와 

목 쪽으로 벌에 쏘이는 듯한 통증이 고개를 움직일 때 순

간 으로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었지만 다른 증상은 없었

다. 내원 시 압은 140/80 mmHg, 분당 맥박 55회, 체온 

37.2oC 고, 이학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경학  

검사상 경도의 구음 장애와 오른쪽 얼굴의 감각 하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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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rain images and angiography of patient. Initial CT shows an oval-shaped hyperdense mass lesion (arrow) in lateral cistern of right lateral 

medulla (A). Brain MRI shows high signal intensity on diffusion-weighted image (arrow) and low signal intensity on ADC map (arrow) 

in right lateral medulla (B, C). T2-weight image shows that right vertebral artery thrombotic aneurysm and there is no intimal flap or false 

lumen (arrow) (D). On follow up brain MRI, diffusion-weighted image shows clear-cut disappearance of initial signal abnormality on lateral 

medulla (E). Vertebral artery angiography shows cut-off lesion (arrow) in upper portion of 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F).

손의 린감이 있었고, 왼쪽 체간의 감각 하, 연하곤란, 호

증후군, 어지럼증, 실조증 등은 보이지 않았다. 일반 액

검사, 생화학검사, 간기능 검사, 신기능 검사, 해질 농도, 

액응고시간 검사 등은 정상이었다. 부정맥 소견은 없었

고, 심장 음 에서도 정상이었다. 내원시 시행한 두부 

산화 단층 촬 에서 우측 연수부 의 외측조에서 타원형 

형태의 종괴가 찰되었다(Fig. 1A). 뇌 자기공명 상에서 

확산 강조 상상 아래 연수의 우측 가쪽에 고 신호강도의 

병변이 있었으며(Fig. 1B) 같은 부 에 겉보기 확산 계수 지

도에서는  신호 강도를 보 다(Fig. 1C). 병변 부 보다 

약간 쪽 부 인 아래소뇌다리의 우측 부 에 T2 강조

상에서 비 균일한  신호 강도를 보이는 12.7 × 9.6 mm 

크기의 타원형의 병변이 있었다(Fig. 1D). 뇌 자기공명  

조 술에서는 우측 척추동맥이 부분 으로 찰되지 않았

다. 환자는 신경학  이상소견과 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측 척추 동맥의 성 방추형 동맥류에 의한 외측 연수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증상이 경미하여 아스피린 

300 mg 투여 후 100 mg 유지요법으로 치료하 다. 환자는 

증상 발생 약 7시간 후에 갑자기 약간의 삼킴 곤란이 발생

하 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heparin (2,400 IU/24 hr, 정

주)을 3일간 사용하 다. Heparin 사용 , 증상 발생 약 12

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삼킴 곤란은 소실되었다. 환자의 왼

손의 린감과 구음 장애, 오른쪽 얼굴의 감각 하는 증상 

발생 2일 후에 소실되었다. 내원 5일째 확산 강조 상 추

 검사를 시행했고, 처음 촬 한 상에서 보 던 우측 외

측 연수의 고 신호 강도 병변은 소실되었고(Fig. 1E), T2 강

조 상, FLAIR 상 등에서 연수부 의 병변은 찰되지 

않았다. 우측 척추 동맥에서 보이던 동맥류의 평가를 해 

내원 6일째 경피  뇌  조 술을 시행하 다. 우측 척추 

동맥의 뒤 아래 소뇌동맥 분지 바로 윗부분이 동맥류 내 

에 의해 갑자기 끊기는 소견이 찰되었으나, 척추동맥 

박리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Fig. 1F). 환자는 증상이 소

실되어 퇴원 후 clopidogrel (75 mg/day)를 이용하여 외래 치

료 이다.

고      찰

  비 열성 뇌 동맥류의 발생률은 0.4−4.2%로, 여자에서 

더 많고, 흡연력이 험인자로 작용한다. 한 상 염색체 

우성 다낭종성 신장질환과 소낭성 동맥류 형성이 연 되어 

있어, 유  요인도 발생에 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 

비 열성 뇌 동맥류의 치는 보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

으나 추골 동맥 부 의 발생 빈도는 낮다.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뇌 동맥류의 치는 해면 경동맥 16.9%, 내경동맥 

24.8%, 뇌동맥 22.7%,  교통 동맥이나  뇌동맥 10%, 

후 교통동맥 13.9%, 척추 기 동맥이나 후 뇌동맥 6.6%, 기

동맥 끝은 5.1%로 보고되었다.[4] 국내 보고에서도 717

의 뇌 동맥류로 진단 받고 수술한 환자  추골 동맥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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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7% 고, 그 형태는 소낭성 동맥류 7 , 박리성 동맥

류 3 , 방추형 동맥류 2 다.[5]

  추골 동맥의 동맥류에 의한 증상은 지주막하 출 에 의

한 증상이 부분이며, 동맥류에 의한 뇌간  뇌신경 압박

증세나 뇌 경색이 발생한 경우 발생 부 에 따른 신경학  

이상소견으로 나타난다. 특히, 추골 동맥의 동맥류에 의한 

허 성 뇌경색은 부분 박리성 추골 동맥류에 의해 기인

하는데, 특히 외측 연수증후군은 박리성 추골 동맥류 환자

에서 흔히 나타난다.[6] 그러나 본 증례처럼 비박리성 추골 

동맥류인 성 방추형 동맥류에 의한 뇌 허 증으로 외

측 연수증후군이 발생한 보고는 없었다. 

  본 증례의 경우, 환자는 몇년 부터 오른쪽 후두부와 목 

쪽으로 벌에 쏘이는 듯한 통증이 고개를 움직일 때 순간

으로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었으나, 증상이 발생할 당시에

는 박리성 동맥류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신

경학  증상과 상검사를 근거로 우측 추골 동맥의 동맥

류에 의한 외측 연수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이런 경우 지

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부분 박리성 추골 동맥류에 

의한 경우가 부분이나, 본 환자의 뇌  검사에서는 박

리성 뇌 동맥류의 특징 인 소견인 선 징후(string sign), 내

막 편(intimal flap), 이 내강(double lumen) 등이 찰되지 

않았고, 축 상에서 동맥류 내  음 이 동맥 박리 시 

거짓 내강 내에서 보이는 일반 인  음 과 양상이 달

라 박리성 뇌동맥류를 배제할 수 있었다. 환자가 보인 일시

인 뇌 허  증상은 동맥류의 크기가 크지 않았고, 뇌 자

기공명 상에서 연수가 리지 않아 연수 압박에 의한 증

상보다는 추골 동맥의 방추형 뇌동맥류에 이 형성되면

서 연수로 가는 류가 일시 으로 차단되어 증상이 발생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 추  검사한 뇌 자기공명 상

에서 기 보 던 병변이 소실되었고, 환자의 증상이 소실

된 것은 일시  류장애 후 류역학  재 류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환자의 치료에 해서는 일반 으로 

동맥류의 형성에 한 치료 지침은 정리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이 허 성 뇌경색에 련된 증상으로 

환자의 증상 발생 후 3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왔고, 증상의 

정도가 rt-PA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를 사

용할 응증이 되지 않아 성기 뇌경색 증상의 치료로 as-

pirin 300 mg을 부가용량으로 투여하고 aspirin 100 mg/ day

을 유지 용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과  환자의 

증상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 정맥내 heparin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성기 뇌경색에서 heparin 사용에 한 지침은 

논란이 있지만, 진행되는 뇌경색이나, 색 성 뇌경색, 폐 색

증, 심부정맥 증 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Heparin 

사용 후 환자의 증상은 호 되어 소실되었으나, 환자가 보

던 증상이 후 순환부 뇌허 에 의한 증상으로 clopidogrel 

75 mg을 사용하여 외래 통원 치료하기로 결정하 다.

  자들은 추골 동맥의 방추형 뇌동맥류에 이 형성되

면서 뇌 허 증에 의한 가역성 외측연수증후군을 보 던 

경우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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