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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성 외측 연수 경색 후 발생한 중추수면무호흡 및 호흡정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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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Sleep Apnea and Respiratory Arrest after Unilateral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Seong Ho Jeong, MD, Younggun Lee, MD, Minyoul Baik, MD, and Dongbeom Song, MD
Department of Neur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Central sleep apnea is characterized by loss of automatic respiration during sleep. There are only a few reports which document that medullary infarction resulted in central sleep apnea and failure in early recognition of this condition could be catastrophic. We
report a case of central sleep apnea following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Case Report: A 49-year-old woman with an unknown past history presented with sudden onset of dizziness, loss of balance, and dysarthria for 1-hour duration. Diffusion-weighted imaging confirmed right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She had episodes of hypercapnia and
respiratory arrest due to central sleep apnea, which was confirmed by polysomnography. Tracheostomy was performed and she was put
on a home ventilator. After 3 months, follow-up polysomnography showed disappearance of central sleep apnea.
Conclusion: Patients with lateral medullary infarction need to be monitored closely with respect to the respirator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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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 어지러움, 체위불균형, 구음장애와 삼킴곤란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내원시 다량의 객담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신체검사상

연수에는 무의식적인 호흡기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

발열이나 청진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신경학적진찰

포핵들이 있으므로, 외측연수경색의 증상으로 중추수면무호

상에서는 좌측 방향으로의 수평 안진(horizontal nystagmus),

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저자들은 최근 일

구개수의 좌측 편위 및 우측 연구개 저하, 우측 상하지 실조, 우

측성 외측연수경색에 의한 중추수면무호흡 증례를 경험하여

측 쏠림, 우측 안면 및 좌측 반신의 통각 및 온도감각 저하, 우

이를 뇌간의 자율호흡조절 네트워크의 최신 지견과 함께 보고

측의 호너 증후군(Horner’s syndrome)이 관찰되었다. 확산강

하고자 한다.

조영상에서도 우측 외측 연수에 고신호강도병변이 관찰되어
(Fig. 1A), 환자는 우측 외측연수경색으로 진단 후 뇌졸중집중

증

례

치료실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3일 째 새벽에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 후 심장정지가 발생하였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특이 과거력이 없던 49세 여환이 내원 1시간 전 갑자기 발생

및 기관내삽관 후, 환자는 정상순환으로 회복되었고 의식수준
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위뇌신경마비와 다량의 객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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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환자로 이에 의한 기도폐쇄 및 호흡정지로 판단하여 중
환자실 입실하여 2일간 인공호흡기 치료 후 기관내삽관을 제
거하고 환자는 일반병실로 재이동하였다. 일반병실 이동한 후
첫째 날에는 지속적인 객담배출과 혈뇨로 인하여 밤새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 병실 이동 2일째 되는 날, 수면 중에 산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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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ffusion weighted image (A) showed a high signal intensity (white arrowhead) in the right lateral medulla. Initial polysomnography
(B) demonstrated several episodes of apnea (arrows) for more than 10 seconds without any ventilator effort.

화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의식저하와 동맥혈가스분

당하는 뇌간의 무의식호흡중추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뇌간의

석상 PaCO2 160 mmHg의 고이산화탄소혈증이 관찰되었다.

무의식호흡중추에만 기능소실이 생기면, 각성상태에서는 의

기관내삽관 및 기계환기 시행 후 다시 의식이 회복되었고, 중

식호흡중추에 의해 숨을 쉴 수 있지만, 수면상태에서는 호흡기

환자실로 환자를 이송 3일 후 기관 삽관은 유지하면서 기계환

능이 저하되거나 완전히 마비되는 중추수면무호흡이 발생할

기는 제거하고 산소 4 L만 유지한 상태로 수면다원검사(poly-

수 있다. 이러한 중추수면무호흡은 수면다원검사에서 무호흡

somnography)를 시행하였다. 흉곽 움직임 소실과 산소포화도

시에 동반되는 호흡노력이 10초 이상 없고 이러한 사건이 1시

저하가 10초 이상 지속되는 중추수면무호흡 사건이 시간당 평

간에 5회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다.1

균 51회 정도 관찰되어(Apnea Hypopnea Index: 90.9, Apnea

뇌간에 위치한 호흡 관련 구조물에는 교뇌에 위치한 교뇌

Index: 51.3) 외측연수경색에 따른 2차적인 중추수면무호흡으

호흡그룹(pontine respiratory group: parabrachialis, nucleus,

로 진단할 수 있었다(Fig. 1B). 수면 중에 산소포화도가 83%까

Kölliker-Fuse nucleus) 연수에 위치한 얼굴핵주변호흡그룹

지 떨어졌으며, 수면 중에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상 PaCO2

(parafacial respiratory group: retrotrapezoid nucleus), 뇌간솔

70 mmHg로 고이산화탄소혈증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기관절

기핵(brainstem raphe nucleus), 등쪽호흡그룹(dorsal respira-

개술 시행 후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일반병실 이동하

tory group: caudal nucleus tractus solitarius), 배쪽호흡기둥

였고, 수면 중에만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다. 중추수면

(ventral respiratory column: Bötzinger complex, pre-Bötzinger

무호흡 증상은 점차 호전되어 1개월 후에 시행한 수면다원검

complex, rostral ventral respiratory group, caudal ventral respi-

사에서 중추수면무호흡 소견은 사라지고 경미한 중추수면저

ratory group)이 있다(Table 1).

호흡(central sleep hypoapnea) 소견만 보여 인공호흡기를 제거

경동맥소체(carotid body)와 대동맥토리(aortic body)의 화

하였다. 3개월 후에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 중추수면무호흡

학수용체(chemoreceptor)에서 측정된 동맥내 산소, 이산화탄

및 수면저호흡 소견은 사라졌으며, 환자는 뇌경색 발생 5개월

소, pH 등의 정보와 폐의 신장수용기(stretch receptor)에서 측

이 되는 시점에 기관절개술 자리를 막았고 이후로도 호흡 부전

정된 정보는 미주신경과 혀인두신경을 통하여 등쪽호흡그룹

없이 지내고 있다.

으로 전달되며, 뇌척수액의 이산화탄소 및 pH 정보는 얼굴핵
주변호흡그룹과 뇌간솔기핵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말초와 중

고

찰

추의 화학 정보를 전달 받은 핵들은 다시 교뇌호흡그룹 및 배
쪽호흡기둥과 연결되어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 이 신

호흡을 조절하는 신경 중추는 의식적인 호흡을 담당하는 대

경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패턴화된 전기 신호가 망상척수로

뇌피질의 의식호흡중추와,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호흡을 담

(reticulospinal tract)를 통해 척수에 위치한 하위운동신경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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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rainstem respiratory network

Nucleus or structure
Pontine respiratory group

Parabrachialis nucleus
Kölliker-Fuse nucleus

Parafacial respiratory group

Retrotrapezoid nucleus

Brainstem raphe nucleus

Function
-	Interaction with medullary respiratory centers to smooth respiratory
pattern
-	Central chemoreception
-	Abdominal muscle contraction during active expiration
-	Central chemoreception

Dorsal respiratory group

Caudal nucleus tractussolitarius

-	Integration of peripheral signals from chemoreceptor of carotid and
aortic body and lung stretch receptor
-	Delivery of signals to pontine respiratory group and ventral respiratory
column

Ventral respiratory column

Bötzinger complex

-	Inhibition of inspiratory neurons
-	Inspiratory-expiratory phase alternation during normal breathing

Pre-Bötzinger complex

-	Rhythm generation and initiation of inspiration by signaling to rostral
ventral respiratory group
-	Activation of the tongue protrussor muscles via hypoglossal nerves.

Rostral ventral respiratory group

-	Excitation of inspiratory muscle via phrenic nerve.

Caudal ventral respiratory group

-	Excitation of expiratory muscle via spinal thoracic and lumbar expiratory motoneurons

A

B

Figure 2. Brainstem structures for respiration are represented neuroanatomically by a parasagittal brainstem section (A). The presumed
structures of damage are expressed by hatch in transverse section of the lower medulla (B). PRG, pontine respiratory group; PB, Parabrachialis; K-F: Kölliker-Fuse; Pfrg, parafacial respiratory group; RTN, retrotrapezoid nucleus; DRG, dorsal respiratory group; cNTS, caudal
nucleus tractussolitarius; VRC, ventral respiratoy column; BötC, Bötzinger complex; pre-BötC, pre-Bötzinger complex; rVRG, rostral ventral
respiratory group; cVRG, caudal ventral respiratory group.

전달되어 가로막과 늑간근, 복근을 규칙적으로 수축, 이완시켜

은 흡기, Bötzinger complex와 caudal ventral respiratory group

자율호흡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은 호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흡기가 일어나면서 호흡이 시

뇌간의 호흡 관련 신경 네트워크에서 척수의 하위운동신경

작되므로, 그중에서도 pre-Bötzinger complex와 rostral ventral

원으로 패턴화된 신호를 생성하는 박동조율기 역할을 하는 핵

respiratory group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호흡 운동에 더 중요

심적인 신경세포는 주로 배쪽호흡기둥에 위치한다. 이 중에서

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4 본 증례의 경우, 외측연수경색

도 pre-Bötzinger complex와 rostral ventral respiratory group

에 의해 이러한 pre-Bötzinger complex와 rostral ventral re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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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ory group이 등쪽호흡그룹과 함께 침범되어 중추수면무호
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Fig. 2).
중추수면무호흡은 일반적으로 양측성 연수병변에 의
해 발생하지만, 편측 연수병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일측성 외측연수경색에서 중추수면
무호흡의 발생빈도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국내외에
서 몇몇 증례보고들만 있다.5-7 본 증례도 일측성 외측연
수경색에서 중추수면무호흡으로 인해 호흡정지까지 발
생하였던 증례이다. 일측성 연수병변에서 자율호흡부전
이 일어나는 기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다
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 연수에 위치한 호흡중추
가 일부 사람에서는 편측에 주로 존재할 가능성8과, 편측
손상이라도 반대측에 교차한 신경섬유가 함께 손상되었
을 가능성9이 제시된 바 있다.
본 증례에서 뇌경색 발생 이틀 후에 무호흡증상이 생겼는데
이는 진행성 열공경색(progressive lacunar infarction)에서처럼
혈전전파(thrombi propagation), 병변 주위 부종(perilesional
edema) 등의 기전으로 인한 병변의 확장 때문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일측성 외측연수경색에서 중추수면무호흡이 발생
한 증례를 경험하였고, 이는 호흡정지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외측연수경색
환자의 진료 시 이를 염두에 두고 환자의 호흡패턴에 대한 주
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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