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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 신경색은 신동맥이나 그 분지에 혈전에 의한 폐색

이 발생하여 비가역적인 신손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심장판

막질환, 심방세동,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세균성 아급성 심

내막염 또는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나 종양, 또

는 지방색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1,2 1940년에 Hoxie와 

Coggin
3이 14,411명을 부검하여 205례의 신경색을 발견하

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

다. 국내에서는 1971년에 황 등
4이 신적출술 후 조직검사에

서 발견된 신경색 2례를 최초로 보고하 고, 이후에 김 등
5

과 이 등
6
이 소수의 예를 보고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응급

실에 내원한 급성 신경색 환자의 증상, 진단에 대한 보고들

이 있다.
7-9 급성 신경색의 임상 증상으로는 측복부통, 복통, 

흉통 및 오심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1 이러한 비특이적인 

임상양상으로 인해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거나, 진단이 늦

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1,2 신경색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효과

적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급성 신경색으로 진단되었던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및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분석하여 진단의 지연과 오진

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비외상성 급성 신경색의 임상적 특성

Clinical Characteristics of Nontraumatic Acute Renal 
Infarction

Byung Cheol Ahn, Se Joong Kim, Hyun Soo Ahn
From the Department of Urolog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Purpose: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are essential features to save the 
kidney in patients with an acute renal infarction. To reduce the delay in 
diagnosis, the clinical features and treatments of an acute renal infarction 
were evaluated. 
Materials and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19 patients (14 men and 
5 women) diagnosed with an acute renal infarction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Symptoms, findings of a cardiologic evaluation, laboratory 
findings, presumptive diagnosis and treatments were evaluated. 
Results: All patients complained of flank or abdominal pain. Fifty-three 
percent of the patients had a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37% 
had no history of specific illnesses. The level of serum LDH was markedly 
elevated in all patients that performed the test. Initially, only 4 patients 
were diagnosed as acute renal infarction. In the others, the presumptive 
diagnoses were urinary stone, acute abdomen, aortic dissection and so 
forth. Seven patients were managed with conservative care due to the 
delay in diagnosis or poor general condition. Nine patients were managed 
with systemic anticoagulation and 3 with intra-arterial thrombolytic 
therapy. 
Conclusions: An acute renal infarction must be considered as one of the 
presumptive diagnoses in patients presenting with flank or abdominal 
pain and a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s. Prompt CT scanning and 
testing of the serum LDH level will help in the accurate and immediate 
diagnosis of an acute renal infarction. (Korean J Urol 2004;45:788-79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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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996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본원에서 급성 신경색으

로 최종 진단되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남자가 14

명, 여자가 5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49.8세 (25-68세) 다. 

  내원 시의 증상과 신체검사, 과거력,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를 통한 심장기능검사 소견, 혈청 유산탈수소효소 (lac-

tate dehydrogenase; LDH), 혈중 백혈구 수치, 아스파라진산

아미노전이효소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알라닌아

미노전이효소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일반뇨검사 

및 혈청 크리아티닌 수치 등의 검사실검사 소견 등에 대해 

분석하 으며, 전산화단층촬 과 신혈관촬 술을 통한 진

단 과정 및 신경색의 위치와 범위, 최초 추정진단, 진단까지 

지연된 시간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하여 분석하 다.

결      과

  급성 신경색으로 진단되었던 19명 환자 모두 내원 시 측

복부통 혹은 복통을 호소하 으며, 그 외에 오심, 구토, 전

신쇠약감 등의 순으로 주로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보 다 

(Table 1). 

  급성 신경색 환자 총 19명의 과거력을 살펴보면 10명 

(53%)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고, 

2명 (10%)은 당뇨만 있었으며, 7명 (37%)은 특이한 과거력

이 없었다. 과거력의 질환별로 살펴보면 고혈압과 심장판

막질환이 각각 5명, 심방세동, 당뇨, 뇌혈관질환이 각각 3

명, 허혈성 심질환이 2명, 울혈성 심부전이 1명에서 있었다. 

이 질환들은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7명 (37%)에서

는 2가지 이상의 질환이 함께 있었다 (Table 2).

  심전도와 심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심장기능검사 소견으로

는 심장판막질환과 심방세동이 각각 8명, 좌심실비대가 7

명, 허혈성 심질환이 2명이었으며, 정상소견을 보인 환자도 

6명이었다 (Table 3).

  검사실 소견에서 혈청 LDH는 검사를 시행한 15명 모두

에서 평균 558.5IU/l (269-1,700IU/l, 정상치 100-220IU/l)로 

큰 폭의 증가를 보 다. 14명의 환자에서 백혈구증가증을 

보 으며, 이 환자들의 평균 백혈구수는 15,046/μl 고, 혈

청 AST와 혈청 ALT도 각각 15, 13명에서 약간의 증가를 

보 다. 현미경적 혈뇨를 보인 환자는 10명으로 평균 4.6 

RBC/ HPF이었다 (Table 4).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평균 

1.11 (0.6-1.6)mg/dl로 심각한 신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환자

는 없었다. 한쪽 신장에만 경색이 온 13명의 환자와 양측 

신장에 경색이 온 6명의 환자의 평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는 평균 1.12 (0.7-1.6)mg/dl와 1.11 (0.6-1.6)mg/dl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양측 신장에 경색이 온 6명 모두 부분

적으로 경색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산화단층촬 으로 진단된 신경색의 위치는 우측이 4명, 

Table 1. Presenting symptoms of patients with acute renal 
infar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ymptoms No. of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lank & abdominal pain 19 (100)

 Nausea & vomiting  8 (42)

 Generalized weakness  7 (37)

 Fever  5 (26)

 Dyspnea  4 (21)

 Sweating  3 (16)

 Palpitation  2 (11)

 Dizziness  1 (5)

 Mental change  1 (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3. Findings on cardiologic evaluation according to EKG and 
echocardiograph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Findings No. of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vular heart disease  8 (42)

 Atrial fibrillation  8 (42)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7 (37)

 Ischemic heart disease  2 (11)

 First degree AV block  2 (11)

 Wolff-Parkinson-White syndrome  1 (5)

 Normal  6 (3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2. Past histories of patients with acute renal infar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st histories No. of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TN  3

 AF+VHD   2

 DM  2

 HTN+VHD   1

 IHD+CHF   1

 VHD+CVD   1

 AF+VHD+CVD   1

 HTN+IHD+DM+CVD   1

 No specific illness  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TN: hypertension, AF: atrial fibrillation, VHD: valvular heart 

disease, DM: diabetes mellitus, IHD: ischemic heart disease, CHF: 

congestive heart failure, CVD: cerebr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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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이 9명이었고, 양측에 발생한 경우는 6명이었다. 양측

신에 신경색이 발생한 6명은 부분적이거나 다발적인 신경

색으로 진단되었고, 한쪽 신장에 경색이 일어난 13명 중 3

명은 완전 신경색이었으며, 10명은 부분적이거나 다발적인 

신경색으로 진단되었다. 신혈관촬 술을 시행한 10명 중에

서 신동맥이나 그 분지 중 단일 혈관에만 폐색이 발견된 

경우는 6명이었고, 나머지 4명에서는 2개 이상의 혈관에서 

폐색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최초 진찰 후 내려진 추정진단으로는 요로결석과 

급성 복증이 각각 5명이었고, 처음부터 급성 신경색을 의심

하 던 환자는 4명이었다. 이 외에도 대동맥박리증이 의심

되었던 환자가 2명이었고, 급성 신우신염, 장간막경색, 담

낭결석이 각각 1명씩이었다 (Table 5). 이중 급성 복증, 급성 

신경색, 대동맥박리증, 장간막경색, 담낭결석이 의심되었던 

환자는 의심되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전산화단층촬 을 

시행하여 신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고, 요로결석이나 급성 

신우신염이 의심되었던 환자들은 다른 진단적 검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장기의 색전증이 동반된 경우는 2례로, 각각 비장과 

장간막의 경색이 신경색과 동시에 진단되었다. 장간막경색

이 동반된 예에서는 외과에서 응급으로 부분장절제술을 시

행하 고 신경색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 다. 

비장경색이 동반된 경우 비장경색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를, 신경색에 대해서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하 다.

  최초 증상발현부터 진단까지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거

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던 

환자는 7명으로, 진단까지의 평균소요시간은 109.4시간이

었다. 전신적 항응고제를 투여받았던 환자는 9명으로, 진단

까지의 평균소요시간은 81.8시간이었다. 진단 즉시 폐쇄부

위에 대한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었던 환자는 3명으로, 

진단까지의 소요시간은 11.7시간이었다 (Table 6). 혈전용해

술을 시행한 3례 중 1례에서는 추적 검사한 신혈관조 술

에서 혈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하 고, 1례에서는 부

분적으로 용해가 되었으며, 1례에서는 혈전용해술 시행 중 

신동맥박리가 발생하여 스텐트를 삽입하 다.

고      찰

  신장이 동맥폐쇄에 의한 비가역적 허혈성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0-90분으로
10,11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신경색의 

임상양상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진단

Table 4. Laboratory findings of patients with acute renal infar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rmal Increased Total
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 n Average (range) n Average (ran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eukocytosis (cells/μl) 5 14  15,046 (10,200-26,200) 19  12,633 (4,800-26,200)

LDH (IU/l) 0 15    558.5 (269-1,700) 15    558.5 (269-1,700)

AST (IU/l) 4 15     75.7 (41-241) 19     66.2 (24-41)

ALT (IU/l) 6 13     62.2 (37-154) 19     51.1(23-154)

Microscopic hematuria
9 10      4.6 (1-16) 19      2.4 (0-16)

  (RBC/HPF)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DH: lactate dehydrogenase (not performed in 4 patients), AST: aspartate a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Table 5. The presumptive diagnosis after the initial examina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resumptive diagnosis No. of patients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Urinary stone  5 (26)

 Acute abdomen  5 (26)

 Acute renal infarction  4 (21)

 Aortic dissection  2 (11)

 Acute pyelonephritis  1 (5)

 Mesenteric infarction  1 (5)

 Gall bladder stone  1 (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6. Average delayed time in diagnosis according to treatment 
modalitie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verage delay in diagnosis
Treatments n

(hou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servative management  7  109.4 

Systemic anticoagulation  9  81.8 

Thrombolytic therapy  3  11.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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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이 있다. Lessman 등2은 급성 신경색에 의해 측복

부통, 복통, 흉통, 요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심근경색, 요로결석, 신우신염, 급성 복증 등과 혼동될 수 

있다고 하 다. 국내에서는 측복부통과 복통을 78-89%의 

환자가 호소하 던 것으로 보고하 으며,
7-9 Lessman 등2은 

76%에서, Lumerman 등
12은 86%에서 통증을 호소하 다고 

하 다. 저자들의 경우 전 예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나 

측복부 통증이 급성 신경색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주증

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

으며, 그 외의 증상들도 비특이적이어서 초기에 요로결석, 

급성 복증, 급성 신우신염 등으로 추정 진단한 경우가 많았다.

  신경색은 심장판막질환, 심방세동,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세균성 아급성 심내막염,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질환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 저자들의 경우에도 53%의 환자가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을, 68%의 환자가 심전도와 심초음파검사에

서 이상소견을 보 다. 신경색을 유발하는 혈전은 90%가 

좌심방 혹은 좌심실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13
 저자들의 경우에는 심초음파검사에서 심장 내 혹은 대

동맥 내의 혈전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심혈관질환의 과거

력이 없고, 심장기능평가에서도 정상소견을 보여 신경색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던 환자는 4명으로, 이들에서 혈액의 

과응고성을 확인하기 위해 fibrinogen, d-dimer, antinuclear 

antibody, protein C/S 등의 수치를 검사하 으나 모두 정상 

범위 다. Braun 등
14
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색 환자에서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 으나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고 

보고하 다. 국내에서도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

서 발생한 특발성 신경색 3례가 보고되었는데,
15 이 중 1례

에서는 신동맥박리가 발견되었다. Ramamoorthy 등
16은 급

성으로 발생한 자발적 신동맥박리의 비수술적 치료를 보고

하 으며 저자들의 경우에서도 1례에서 신동맥박리가 발

견되었다. 심혈관계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그 외 혈액의 과

응고성도 없는 경우에는 신동맥박리의 가능성을 유념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사실 소견에서는 혈중 백혈구, 혈청 AST, 혈청 ALT는 

약간의 증가 소견을 보 으나, 신경색 시 세포괴사를 나타

내는 효소인 혈청 LDH는 모든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상당

히 증가되어 있었다. 이는 다른 문헌에서도 공통적으로 보

고하고 있는 소견으로, Winzelberg 등
17은 신경색 후 24시간 

내에 LDH가 2,000IU/ml 이상으로 증가하며, 14일까지 지속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Choi 등
7이 22명의 신경

색 환자 모두에서 평균 1,239IU/ml까지 상승되어 있음을 보

고하 고, Kim 등
8은 내원 시에는 79%의 환자에서만 상승

되었으나, 24시간 후에는 96%에서 LDH가 상승되었음을 보

고하 다. 따라서 LDH의 측정이 급성 신경색의 초기진단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LDH 상승이 증상발현 

후 얼마 만에 증가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24시간 추적 검

사를 시행하면 신경색 환자의 진단에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LDH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종

양, 장간막색전, 용혈 등에서도 상승될 수 있어 특이성이 떨

어지는 문제가 있다. 혈청 AST, ALT, ALP 등도 신경색 진

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60-70%에서 

상승되어 있어 민감도는 낮지만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8,9

  본 연구에서 모든 환자는 전산화단층촬 으로 신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그중 53%에서 신경색의 위치 및 범위

의 확진과 치료를 위해 신혈관촬 술을 시행하 다. Lumer-

man 등
12은 배설성 요로조 술은 완전히 신경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적 역할이 매우 적으며, 신혈관촬 술의 

침습성을 피할 수 있고 신경색으로 진단되지 않더라도 측

복부통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는 

전산화단층촬 술이 신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첫 번째

로 시행되어야 할 검사라고 주장하 다. 신혈관촬 술은 

시간이 걸리고 침습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폐쇄부위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진단과 동시에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신경색이 의심되는 경

우 신속히 전산화단층촬 술을 시행하여 신경색을 진단한 

후, 환자의 전신상태와 진단까지 지연된 시간을 고려하여 

신혈관촬 술과 동시에 혈전용해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Peterson과 McDonald
18는 신경색이 다른 장기의 색전증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빈도는 폐, 뇌, 비장의 순서라

고 보고하 다. 저자들의 경우에도 다른 장기의 색전증이 

동반된 경우는 2례로, 각각 비장과 장간막의 경색이 신경색

과 동시에 진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폐쇄부위에 대한 혈전용해술을 시도했던 경

우는 3례 으며, 이들의 진단까지의 평균시간은 11.7시간으

로 전신적 항응고제를 투여했던 군이나, 보존적 치료만 시

행했던 군에 비해 신속한 진단이 내려진 경우 다. 이 중 

혈전을 완전히 용해시킨 1례의 진단까지의 시간은 5시간이

었으며, 부분적으로만 용해시킬 수 있었던 1례는 10시간, 

혈전용해에 실패했던 1례는 20시간으로, 혈전용해술을 신

속히 시행할수록 혈전용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신이나 양측신에 동시에 급성 신경색이 발

생하여 급성신부전이 온 경우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여 신기

능이 회복된 경우를 보고한 경우가 있는데, Skinner 등
19은 

증상 발현 18시간 후에 혈전용해제 치료를 하여 10주 후 혈

청 크리아티닌 수치가 2.6mg/dl까지 회복됨을 보고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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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on 등20은 24시간 정도의 지연 후 치료하여 혈청 크리

아티닌 수치가 1년 후 1.58mg/dl까지 회복하 다고 보고하

다. 최근 Mesnard 등
21은 양측신에 발생한 급성 신경색에

서 증상 발생 4일 후에 혈전용해제 및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여 1개월 후 혈청 크리아티닌 수치가 3.4mg/dl까지 

회복하 다고 하 다. 따라서 급성 신경색의 진단이 지연

되지 않으면 적극적 치료로 신기능의 부분적 회복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급성 신경색은 비특이적인 임상 양상으로 인해 진단이 

지연되거나 오진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신경색 진단

의 지연과 오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

여, 급성 신경색으로 진단되었던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및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분석하 다. 측복부통 혹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심혈관계질환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는 급성 신경색의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하여야 

한다. 이런 환자에서 신속한 혈청 LDH 측정과 전산화단층

촬 술을 시행하면 급성 신경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으며,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신기능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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