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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쇼크에서 뇌 영상의 이상은 자주 관찰되며, Vir-

chow-Robin 공간 주위의 다양한 백질변성(leukoenceph-

alopathy)이 주요 소견으로 알려져 있다.1 액체감쇠역전회복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에서 바닥핵, 

시상, 속섬유막(internal capsule), 중뇌, 소뇌에서 고신호강

도를 보일 수도 있다.2

FLAIR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는 고강도혈관(hyperin-

tense vessels)은 급성 뇌경색증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큰 뇌

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혈류가 느려질 때 관찰된다.3 뇌동맥 폐

색에서 역방향과 순방향의 곁순환을 통한 혈류와도 연관되어 

있다.4

본 증례는 패혈쇼크에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광범

위한 FLAIR 고강도혈관을 관찰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이

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1세 남성이 10일 전부터 발생한 양측 다리와 발의 부종과 

통증, 설사 때문에 내원하였다. 과거력에서 당뇨병, 만성 췌

장염, 심장판막증이 있었고, 매일 술을 마시는 상태였다. 신체

진찰에서 하복부에 압통이 있었고, 양측 아랫다리와 발에 부

종, 오목부종 및 홍반성 병변이 있었다. 내원 당일의 생체징후

는 혈압 100/70 mmHg, 맥박수 70/분, 호흡수 20회/분, 체

온 36.6℃였다. 일반혈액검사에서 백혈구 9,800/mm3, 고민

감 C-반응단백질은 3.4 mg/dL로 증가되었다. 혈청 프로칼

시토닌(procalcitonin)은 0.145 ng/mL (정상치 0.00-0.05)

로 상승되어 있었다. 혈색소 8.9 g/dL, 혈소판 75,000/μL였

으며, 혈청 알부민 1.7 g/dL, 혈액요소질소 4.6 mg/dL, 크레

아티닌 0.41 mg/dL, 나트륨 134 mEq/L였다. 프로트롬빈시

간 INR은 2.3, 당화혈색소는 9.0%로 증가되었다. 복부 com-

puted tomography (CT) 촬영에서 소장과 상부결장에 점막

밑부종과 복수가 있어, 소장결장염으로 진단하였다. 다리병변

은 정형외과에 의뢰하여 연조직염으로 진단받고 석고붕대와 

세균배양을 시행하였다. 소장결장염과 연조직염으로 metro-

nidazole, piperacillin, tazobactam 등을 정맥으로 투여하였

다. 내원 3일에 열감과 전신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생체징후

는 혈압 100/70 mmHg, 맥박수 120/분, 호흡수 30회/분, 체

온 38.2℃였다. 고열에 대한 일반적인 선별검사는 이상이 없

었고, 혈액배양에서도 배양되는 균이 없었다. 양측 다리의 병

변은 세균배양에서 Staphylococcus haemolyticus가 동정되

어 민감한 항생제 teicoplanin을 투약하였다. 항생제와 항진

Hyperintense vessels on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magnetic resonance 
imaging (FLAIR MRI) are commonly observed in acute ischemic stroke, especially 
when accompanied by large vessel stenosis or occlusion. A 41-year-old man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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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rapidly deteriorated to septic shock. FLAIR MRI showed hyperintense 
vessel sign in the bilateral intracranial vessels. Septic shock seems to provoke the 
development of FLAIR hyperintense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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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제를 투여하였으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패혈증으로 진행

하였다. 내원 5일째에 의식수준의 저하와 함께 혈압이 70/40 

mmHg까지 떨어져 패혈쇼크 상태였다. 신경학적 진찰에서는 

의식수준은 졸린 상태였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장애가 

있었지만, 뚜렷한 국소 징후는 없었다. 뇌병변을 배제하기 위

하여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고, 짧은 시간 안에 촬영할 수 

있는 확산강조영상, FLAIR, 경사기울기영상만을 시행하였다. 

FLAIR에서 고강도혈관 징후가 천막위와 천막하의 양측에서 

관찰되었다(Fig. 1). 침상 옆에서 시행한 경두개도플러에서 모

든 혈관의 박동지수(pulsatile index)는 1.5-1.8 사이로 증가

되었고, 평균 혈류속도는 증가되지 않았다. 좌우측 혈관의 차

이는 없었다.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CT 혈관

조영술은 이상이 없었다(Fig. 2). 혈압은 수액과 혈압상승제

에 의하여 잘 조절되지 않았다. 내원 7일 후 혈액검사에서 백

혈구 1,710/mm3로 저하되었고, 고민감 C-반응단백질은 2.5 

mg/dL, 프로칼시토닌 5.96 ng/mL, D-dimer 2.53 μg/mL, 

fibrin degradation products (FDP) 10.06 μg/mL로 상승하

였다. 더 이상의 치료에 호전이 없고 임상 상태가 악화되어 내

Fig.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ed hyperintense vessel sign (arrows) on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images. 

Fig. 2.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revealed no stenosis or 
occlusion of the intracranial ar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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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9일만에 사망하였다.

고 찰

 본 증례는 평균 동맥압 50 mmHg를 보이는 저혈압과 혈량

저하를 가진 패혈쇼크에서 자기공명영상의 FLAIR 고강도혈관

을 보인 경우이다. 패혈쇼크에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뇌병변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할 수 있는데, 

FLAIR 고강도혈관은 뇌혈관의 자동조절 이상을 보여주는 영

상이다.

 패혈증은 전신 저혈압, 대뇌 기능 이상, 혈압 저하로 인하

여 뇌혈류 자동조절의 이상이 올 수 있다. 뇌혈류 자동조절을 

할 수 있는 평균 동맥압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한

점은 50-60 mmHg 정도로 여겨진다.5 패혈증에서 혈압 유지

의 목표는 뇌혈류 속도의 자동조절 하한점 이상의 평균 동맥압

을 유지하는 것이다.5 패혈증이 진행함에 따라 평균 동맥압 저

하와 혈관 기능 장애로 뇌혈류 자동조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

다. 패혈증은 동맥과 모세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자동조절의 손

상과 별아교세포와 미세아교세포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5 경

두개도플러에서 초기 패혈증에서는 평균 혈류속도와 박동지

수의 증가와 자동조절의 유지를 보이다가, 후기 패혈증에서는 

평균 혈류속도의 정상화, 박동지수의 감소와 자동조절의 손상

을 보인다.6 심한 심부전에서도 뇌혈관의 협착이나 폐쇄 없이 

FLAIR 고강도혈관이 보일 수 있다.7 본 증례에서 보인 패혈쇼

크에서의 고강도혈관은 뇌관류 저하로 인한 뇌혈류 자동조절 

이상을 반영하는 소견으로 여겨진다. 본 환자는 여러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뇌혈류 자동조절이 정상인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었을 것이며, 평균 동맥압도 50 mmHg 정도로 낮아서 고강

도혈관이 FLAIR 영상에서 보인 것 같다. 경두개도플러는 박

동지수만 증가되고 평균 혈류속도는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초기에서 후기 패혈증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패혈증에서의 뇌 자기공명영상은 국소적인 신경징후가 있

는 경우에 허혈성 혹은 출혈성 뇌손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행

할 수 있다. 패혈증이 조절이 되거나 주요 교란인자를 배제하

였는데도 지속적인 뇌병증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8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은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눌 수 있다. 급

성기는 해마와 피질의 허혈성 병변으로 세포독성부종이 나타

나며, 혈관성부종과 가역적 후뇌변성(posterior reversible 

leukoencephalopathy)이 생길 수 있다. 생존하는 경우에 만

성적으로 이마겉질(frontal cortex)과 해마의 뇌위축과 백질변

성을 보일 수 있다.8 패혈쇼크의 뇌부검 소견으로는 허혈, 출

혈, 파종혈관내응고, 미세농양, 다초점괴사성 백질변성이 있으

며, 혈액뇌장벽의 장애로 인하여 주로 생기고 대사성 혹은 염

증성 매개체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생긴다.9 또한, 심한 뇌 염

증, 산화질소로 인한 신경 세포자멸사로도 생길 수 있다.10

 패혈증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기존에 보고

된 이상 소견들 외에도 뇌혈관 자동조절의 손상을 반영하는 지

표로서 FLAIR 고강도혈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패혈증

과 관련된 뇌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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