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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bral air embolism (CAE), an entry of air into cerebrovascular circulation, is a rare complication 
which occurs during various in-hospital techniques. CAE has symptoms similar to acute cerebral 
infarction and causes serious neurological damage. Proper treatment must be done through rapid 
diagnosis. We present a case of CAE that showed on susceptibility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llowing self removal of central venous cath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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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공기색전증(cerebral air embolism)은 심장수술, 중심정맥관

(central venous catheter) 시술, 혈액 투석, 내시경, 복강경수술 

등 다양한 의료 시술 이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특

히 중심정맥관과 연관되어 대략 0.033%에서 2.13%까지의 발생 

빈도를 보인다[1,2]. 이 질환은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성 뇌경색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뇌공기색전증과 

급성 뇌경색의 치료는 다르며 특히 뇌공기색전증은 응급 고압산

소요법(hyperbaric oxygen therapy)이 필요하다[3–5]. 또한 적절

한 치료 후에도 일부 뇌공기색전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4]. 따라서 뇌공기색전증의 빠른 진단과 치

료가 중요하다. 저자들은 중심정맥관을 스스로 제거한 환자에서 시

행한 자화율강조자기공명영상(susceptibility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MRI])에서 확인된 뇌공기색전증을 진단한 경험

이 있어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고혈압 과거력이 있는 84세 남자 환자가 상복부 통증과 설사를 주

소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시행한 검사 상 복강내출혈을 동반한 구

불결장천공(sigmoid colon perforation)으로 외과에 입원하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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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하트만수술(Hartmann’s operation)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6일째에 바로 앉은 자세를 취하던 중 섬망증상이 있어 중심정맥관

을 스스로 제거하였으며 이후 곧바로 의식변화와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신경과에 의뢰되었다. 신경학적 진찰 상 의식은 기면상

태였고, 뇌줄기반사는 정상이었다. 근력은 우측 상지에서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grade 1이었고, 우측 하지에서 MRC 

grade 2였다. 감각평가에서는 통증 자극에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뇌기능검사는 환자의 협조가 어려워 수행하지 못하였다. 심부

건반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바빈스키(Babinski) 반사는 음

성이었다.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짧은 시간내에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

기 때문에 가장 먼저 뇌공기색전증을 강하게 의심하였다. 즉시 트

렌델렌버그(Trendelenburg) 자세로 바꾸고 좌측 측와위 자세

(Durant position)로 변경하였다. 환자의 협조 어려움으로 고압산

소치료는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분당 40 L의 고유량비강캐뉼라

(high-flow oxygen nasal cannula)를 적용하였다.

증상 발생 1시간 후 확산강조영상(diffusion weighted image)을 

시행하였고, 확산제한병변(diffusion restriction lesion)은 관찰되

지 않았으며, 뇌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영상에

서 공기밀도와 같은 공기색전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

았다(Figure 1A, B). 16시간 후 시행한 조영증강 T1 강조영상

(contrast-enhanced T1-weighted MRI)에서 좌측 대뇌 볼록부

위(cerebral convexity)에 연수막조영증강(leptomeningeal en-
hancement)이 관찰되었다(Figure 1C). 자화율강조영상에서는 좌

측 전중심이랑(precentral gyrus)에 증상과 관련 있는 2개의 둥근 

모양(round shape)의 저밀도 병변이 보였다(Figure 1D–F). 관류 

영상(perfusion MRI)에서는 명확한 비정상적인 관류 결함이나 관

류 지연을 보이지 않았다. 뇌파검사에서 간질성 방전(epileptiform 

discharge)는 없었다. 경흉부 심초음파에서는 역행성 색전증

(paradoxical embolism)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내 션트(shunt)가 

관찰되지 않았고, 좌심실 확장기 장애 grade 2를 보였다. 혈액검

사에서 C반응성단백질의 경미한 상승을 제외하고 다른 이상은 없

었다. 4일 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고 백혈구 3/ml, 단백질 

66.3 mg/dl, 포도당 71 mg/dl, 혈청 단백질 5.2 g/dl, 혈청 포도

당 111 mg/dl, 뇌척수액 개방압력은 5 cmH2O였다. 그람 염색, 

acid fast bacillus 염색, periodic acid Schiff 염색을 포함한 균 배

양검사에서 호기성균, 혐기성균, 곰팡이류, 균사는 없었다. 10일 

후 뇌 전산화단층촬영과 확산강조영상을 시행하였고, 이전에 시

행한 영상과 비교하여 명확한 변화는 없었다. 재시행한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에서 연수막 조영증강은 없었고, 자화율강조영상에

서 저밀도 병변도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1G, H). 환자는 이후 

근력이 호전되어 우측 상하지 MRC grade 4로 퇴원하였다. 퇴원 

후 1달이 경과한 시점에 외래 진료를 시행하였고 거의 완전한 근

력 회복을 보였다. 

Figure 1. Initial brain computed tomography (CT)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 Brain CT shows no signs of air embolism such as air den-
sity. (B) Diffusion weighted image demonstrates no acute lesion. (C) Contrast-enhanced T1-weighted MRI presents leptomeningeal enhancement (blue 
arrow) over the left cerebral convexity. (D–F) Susceptibility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SWI) magnitude image and filtered phase image show 
two round shaped hypodense lesions (red arrows) in left precentral gyrus. (G, H) SWI magnitude image and filtered phase image which was performed 
10 days later did not show two round shaped hypodense lesions (yellow arrows) in left precentral gy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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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뇌공기색전증은 크게 정맥성과 동맥성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1,5]. 정맥 공기색전증은 중심정맥관 시술, 혈액 투석, 정

맥 조영제 주입, 심박조율기, 제세동기 시술, 고주파 심장 절제술

과 같은 다양한 술기 중에 발생할 수 있다. 경정맥에서 공기의 역

행성 흐름(retrograde movement)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직립 자

세(upright position)를 유지할 때 더 자주 발생한다. 동맥공기색

전증의 경우에는 공기가 동맥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션트를 통해 

정맥에서 동맥으로 이동할 수 있다[5]. 정맥 뇌공기색전증에서는 

대뇌피질열구(cortical sulci)를 따라 구불구불한 모양의 저신호강

도가 주로 관찰되지만 동맥 뇌공기색전증에서는 뇌 실질에 점상

의 저신호강도가 나타난다[1]. 본 환자의 경우에 심장 내 션트가 

없고 정맥혈로 유입된 공기량이 적다면 폐모세혈관에서 공기방울

이 걸러지므로 색전증이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경정맥에

서 역행성 흐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뇌 영상에서 보이는 2개의 작

은 둥근 저신호강도 모양을 고려하였을 때 저자들은 정맥 공기색

전증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흉부 심초음파에

서 심장 내 션트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낮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

를 보이는 검사임을 감안하여 실제 심장 내 션트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동맥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동맥성 뇌공기색전증으로 생각하

였다[6]. 

일반적으로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공기색전증은 둥근 모양의 

저밀도 병변으로 나타나며 빠르게 용해되기 때문에 초기에 기포

가 나타났다가 소실된다. 확산강조영상에서는 초급성기에 공기색

전증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5]. 또한 공기는 자기장 민감도가 

낮아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환자에

서 초기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기포가 없었고 뇌 확산강조영상

에서도 급성 병변이 없었다. 아마도 두 가지 영상을 빠른 시간 내

에 촬영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부 뇌공기색전증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43%에서 잔여 신경학적 결함

(residual neurological deficit) 및 7%에서 국소 운동 결함(focal 
motor deficit)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본 환자

의 경우 퇴원 시 운동 능력은 호전되었고 최종적으로 거의 MRC 

grade 5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저자들은 신경학적 증상이 호

전 과정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환자에서 영상 검

사를 시행하여 뇌공기색전증을 의심한 후 즉시 산소치료를 시행

하였기 때문에 영상을 추시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초기 치료를 통

해 작은 크기의 병변이 점차 감소하여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생각

하였다. 

자화율강조영상은 기울기에코영상(Gradient echo image)으로 

얻어진 각 조직 간의 자기공명신호의 위상 정보(phase information)

를 조직 간 자기장 민감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강조하여 기존의 

영상 정보와 함께 나타내는 기법으로 정맥, 출혈, 철분, 칼슘 함유

로 인한 조직 내 자기장 민감성의 차이를 표현해 낼 수 있어 병변

의 감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7]. 본 환자에서 시행한 자화

율강조영상에서 좌측 중심앞이랑에 두 개의 저신호강도가 보였

다.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에서 좌측 대뇌 볼록부에 혈액뇌장벽

(blood brain barrier)의 손상을 시사하는 연수막 조영증강이 보였

으나 10일 후 재시행한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이전 연

구들에서 대뇌 허혈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혈액뇌장벽 파괴

를 유발하며 기포가 국소 혈류를 방해할 수 있고 혈액뇌장벽을 손

상시켜 지주막하 공간에 가돌리늄(gadolinium)이 축적될 수 있음

을 보였다[8–10]. 본 환자에서 일시적인 연수막 조영증강이 있었

으나 뇌척수액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다. 이를 통해 연수막 암종

(leptomeningeal carcinomatosis)이나 수막염(meningitis)과 같은 연

수막 조영증강의 다른 원인들을 배제할 수 있었고, 조영증강의 원인

은 뇌공기색전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Jeon과 Kang [11]은 기울기에코영상에서 보이는 다발성의 작

은 저신호강도 병변의 감별진단으로 뇌공기색전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혈액뇌장벽의 손상과 관련된 미세뇌출혈(microbleed)을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Hwang과 Kim [12]은 기포는 자

화율강조영상에서 블루밍(blooming)과 앨리어싱(aliasing) 인공음

영(artifact)이 동반된 저신호강도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본 환

자에서는 자화율강조영상에서 블루밍과 앨리어싱 인공음영이 없

는(without blooming and aliasing artifacts) 둥근 모양의 저신호

강도가 보였으며, 추적 영상검사에서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본 환자의 병력과 뇌 영상검사를 종합하여 신

경학적 증상과 관련성이 있는 부위에 발생한 뇌공기색전증으로 

생각하였다. 

뇌공기색전증은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주로 관찰되지만 본 환

자에서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초기 뇌 전산화단층

촬영에서 명확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환자의 병력과 임상증상이 

명확하다면 추가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화

율강조영상이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뇌공기색전증 진단을 위하여 언제 뇌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영상검사를 통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이다. 자화율강조영상이 뇌공

기색전증을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추후에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는 뇌공기색전증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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