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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gonovine 부하 심초음파 검사 중 발생한 심정지 1예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명상·윤영진·김장영·안민수·최경훈

A Case of Cardiac Arrest during Ergonovine Stress
Echocardiography
Myungsang Shin, MD, Young-Jin Youn, MD, Jang-Young Kim, MD, Min-Soo Ahn, MD and
Kyung-Hoon Choe, MD
Division of Cardiology,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Korea

Ergonovine stress echocardiography might be a feasible, accurate and safe procedure for the noninvasive diagnosis of
coronary vasospasm. During ergonovine stress echocardiography, reversal of spasm is usually achieved by administration
of nitroglycerin or nifedipine. However, we experienced a 61 year-old male case of cardiac arrest caused by multiple
spasms and refractory of these medications during ergonovine stress echocardiography.
KEY WORDS : Ergonovine·Echocardiography·Coronary vasospasm·Heart arrest.

서 론

으로 ergonovine 부하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심근벽 운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허혈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변이형 협심증은 가역적인 관동맥의 연축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다.6)7) 그러나, ergonovine 부하 검사

협심증으로 진단은 임상적으로 안정 시에 발생하는 흉통과 더

시 드물지만 심근경색 및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1)2)

불어 ST 분절의 상승을 관찰하면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다.8)9) 저자 등은 ergonovine 부하 심초음파 도중 심

연축이 없는 안정 시 상기 소견
의 관찰이 어려워 다양한 관동
맥 연축 유발 검사가 시행되어
왔다.
Ergonovine maleate는 관
동맥 연축 유발을 위하여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관동맥
연축에 의한 변이형 협심증의
진단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과거
ergonovine 부하 검사는 관동
맥 조영술 과정에서 시행되었으
나,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방법

Fig. 1. Coronary angiography shows normal looking coronary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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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였던 증례를 문헌 고찰

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2003년 4월 담석으로 수술 받았고, 2004년 고혈압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진단을 받고 lacidipine 4mg을 투여 중이었다.

증 례

이학적 검사: 내원 시 활력징후는 140/90mmHg, 맥박 분당
60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5℃였다. 흉부청진상 심음

환자: 남자, 61세

및 호흡음은 정상이었다. 그 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 일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7,880/mm3, 혈

주소: 반복되는 안정 시 전흉부 동통
현병력: 1년 전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빈도가 잦아지는 (평균

색소 10.8g/dL, 헤마토크리트 32%, 혈소판 184,000/mm3이

3회/일주일) 안정 시와 운동 시에 발생하는 약 5~10분간의 흉

었고, 생화학 검사상 total cholesterol 154mg/dL, AST 20

A

B

A

B

A

B

Fig. 2. Left ventricular end-systole frames. Compared with the basal status (A), prominent loss of systolic thickening in the inferior, posterolateral
and anterolateral wall (arrows) was found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ergonovine 50 μ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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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L, ALT 18IU/L, LDH 199IU/L, CK-MB 0.76ng/mL,

연축을 유발하는 검사는 침습적이며 연축 유무를 지속적으로

troponin-I 0.00ng/mL였다.

관찰할 수 없으나, Song 등의 보고에 의하면 이면성 심초음파

심전도 및 흉부 X-선 소견: 심전도상 정상 동방 리듬이었으

를 이용한 ergonovine 부하 심초음파가 관동맥 연축의 진단

나, PR 간격 215 msec로 1도 방실 차단 소견을 보였고, 흉부

에 있어 심근벽 운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흉통이나 심전도

X-선 소견상 C/T ratio는 0.6의 경한 심비대 소견이었다. 그

상 ST 분절의 상승과 같은 심한 허혈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외에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허혈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관동맥 연축으로 인해 허

안정 시 심초음파 소견: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의 구조적인

혈 연속 단계 (ischemic cascade)로 진행하는 악순환을 막을

이상은 없었으며, abnormal relaxation의 경한 이완장애를

수 있으므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정확하고 안전하며 심도자술

보였다.

을 통한 유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7)

치료 및 경과: 불안정 협심증이 의심되어 관동맥 조영술을 시

관동맥 연축을 진단하기 위해 ergonovine 부하 심초음파를

행 받았으며, 유의한 협착 소견은 없었고 육안상 정상으로 관찰

시행하는 경우에는 답차 검사나 핵의학 검사 등을 통하여 관동

되어 (Fig. 1) aspirin 100mg, diltiazem 90m, isosorbide

맥 협착이 있는 경우를 먼저 배제해야 하며, 심혈관계 약물 (β

dinitrate 20mg을 투약하여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 투약

차단제, 칼슘통로 차단제, nitrates)은 최소한 반감기의 5배

에도 불구하고 새벽 2~3시경의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을 보

이상 기간 동안 끊어야 한다. 고혈압의 경우는 전환효소 억제

여,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위해 3일 전에 항협심증 제제를 중

제로 조절할 수 있으나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의 경우는

단하고 흉통 시 isosorbide dinitrate spray를 사용하게 하고,

ergonovine 부하 심초음파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칼슘

외래에서 ergonovine 부하 심초음파 시행하였다. 초기 심초

통로 차단제 투약 중단 후 2~3주까지 관동맥의 혈관 운동 긴

음파상 심벽의 운동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Ergonovine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로 인해 검사 결과가 위음성으로

maleate 50μ
g을 정맥 내 투여 후 1분여 경과 후에 특이 증상

나오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6)7)

은 없었으나 후 측벽 및 하벽의 운동저하가 관찰되어 양성으로

Ergonovine 유발 검사의 부작용은 양성 부정맥 외에 저혈압,

판정하고 검사 종료를 위해 정맥 내 nitroglycerin 및 nifedipine

심근경색 및 사망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8)12) Ergonovine

연질 캅셀을 경구 투여하였으나 흉부 불편감이 발생되면서 좌

에 의해 유발된 관동맥 연축은 일반적으로 설하 혹은 정맥 내

심실의 운동저하가 전 측벽 및 후벽으로 확장되면서 초초 및

nitroglycerin 투여 후 쉽게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1,000

발한 증상을 보이면서 심정지가 관찰되었다 (Fig. 2). Atropine

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도 심정지와 같은 심각한

을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검사에 따른 합병증은 없었다.6)7) 그러나, 심도자 중 nitroglycerin

환자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심전도상 전기기계해리

설하나 주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불응성 관상동맥 연축이 보

(electromechanical dissociation, EMD) 소견이 관찰되다가

고되고 있으며, Park 등은 본 저자들과 유사한 ergonovine

심실 세동이 관찰되어, 총 3회의 제세동을 시행하였고 약 20

부하 심초음파 중의 심정지를 보고한 바 있다.8)

분만에 동율동으로 회복되었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증상 회복되어 6일 후 퇴원하였다.

Song 등은 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거나 임상 증상이 불안정
형 협심증이거나 심전도상 좌각 차단이나 심방 세동과 같이 리
듬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배제하고, 답차 검사나 핵의학 검사

고 찰

를 통해 관동맥 협착의 증거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5분
간격으로 ergonovine 0.05 mg을 투여하면서 부하 심초음파

Ergonovine은 ergot alkaloid로 산후 출혈을 막기 위해 사

를 시행하고 양성 소견 (심전도상 변화나 심초음파상 국소벽

용되었던 약물로, 일반적으로 변이형 협심증이 의심되는 환자

운동장애)이 나타나면 nitroglycerin 0.25 mg을 정맥으로 투

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동안 ergonovine maleate를 정맥 주사

여하고 0.6 mg을 설하로 투여한 후 nifedipine 10mg을 설하

나 관상동맥 내에 투약하여 관상동맥 연축을 일으키는 유발검

로 투여하도록 권고하였다.6) 본 증례의 경우는 관상 동맥 조영

사를 시행하였다.3)10) 1984년 Distante 등은 관동맥 조영술 동

술을 시행하여 관상 동맥 내 유의한 협착이 없는 적응증이 되

안 연축을 유발하면서 혈역학적 감시와 동시에 심초음파를 시

었던 환자로 기존에 제시한 표준 프로토콜에 의해 검사가 시행

행하였으며 심근벽의 운동을 이면성 초음파를 이용하여 지속

되었으나 심정지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비침습적으로 관동맥 연축 진단이 가능
함을 처음으로 보고하였다.11)
관동맥 조영술 동안 ergonovine maleate을 투약하여 관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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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를 통해 저자 등은 ergonovine 부하 심초음파 검사
중 관동맥 연축에 따른 심정지를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
을 얻었다. 첫째로 허혈의 증거가 있는 경우 (새로운 심실 벽

Cardiac Arrest during Ergonovine Stress Echo｜Myungsang Shin, et al.

운동 장애 및 심전도 변화)에 즉시 nitrate를 즉시 투약하고 기
침을 시켜 조속히 연축이 회복 되도록 한다. 기침은 일단 관동
맥 연축이 와서 심박동수나 심박출량이 감소하면 관동맥 혈류
도 함께 감소하므로 정맥 또는 설하 nitroglycerin이 관동맥까지
도달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침을 수회 반복하여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관동맥 관류압 및 nitroglycerin이
관동맥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환자에게 검사 전에 큰 기
침을 하는 연습을 충분히 습득시켜야 하였다. 둘째로, 정맥 내
nitrate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다혈관 연축이 의심되
면, nicorandil, atropine, verapamil의 정주가 불응성 관동
맥 연축을 호전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이들을 사용하는 것도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13-15)
중심 단어: Ergonovine·심초음파·관동맥 연축·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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