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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급성 심근경색증 후 심낭 삼출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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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icardial effusion and subsequent cardiac tamponade are recognized
as infrequent complications of a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EMI) causing
hemodynamic instability. The cause of pericarditis is mostly idiopathic which makes
up around 90% of cases. Other causes are infections caused by viruses, bacteria or
tuberculosis. Other causes could include neoplasms, a connective tissue disorder,
renal failure, post-myocardial infarction (also known as Dressler syndrome), open heart
surgery (also known as the postpericardiotomy syndrome) and drugs.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s a significant cause of the pilot incapacitation. Pericardial effusion after
treatment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s a factor that worsens the prognosis. I
present the case of a pilot with a STEMI which was treated with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to proximal left circumflex artery. After PCI, the pilot went
on to develop pericardial effusion with tamponade.
Keywords: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Pericardial effusion, Pilots, Physical
examination

I. 증례보고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회전 혈관에 삽입한 스텐트의 재협

제1종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신청한 남성 53세, 총 비행시간

착 소견은 없었다.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는 정상이었다. 24시 홀

9,800시간의 항공사 소속 조종사는 2021년 11월 ST 분절 상승이

터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좌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좌회전 혈관(left circumflex

회전 혈관에 해당되는 심근벽의 운동 장애가 관찰되었고, 심박출

artery)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고 3일째에 혈압

량은 55%이었다. 심근 핵의학 관류검사에서는 측벽과 하벽에 관

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 심장초음파 검사 후 심낭 삼출을 발견하

류 이상이 발견되었다.

여 흉부외과에서 심낭절개술을 시행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 및
심낭 삼출 치료 후 6개월간의 관찰기간을 갖고 시행한 심장 정밀
검사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심근벽의 운동 장애와 관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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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

찰

는 보고된 판정 사례가 없었다. 항공 신체검사 자문위원회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 후에 발생한 심낭염에 의한 심낭 삼출로 판단하

심낭 삼출 및 후속 심장 압전은 혈역학적 불안정을 유발하는 ST

였으며, 심막절개술 후 6개월 동안 재발 소견이 없고 심장초음파

분절 상승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드문 합병증이다. 908명의

검사에서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근벽 운동 장애 외에 이상 소견이

심근경색증 환자를 포함한 25개 프랑스 병원의 대규모 연구에서

없어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하였다.

심낭 삼출은 전체 환자의 6.6%에서만 발견되었다[1]. ST 분절 상
승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저혈압과 같은 혈역학적으
로 불안정한 경우 심낭 삼출에 의한 심장 압전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2].
심낭 삼출의 정도가 중등도 이상이거나 전신 증상 및 혈역학적

신청자는 6개월마다 심장내과 전문의 소견서 및 심장 정밀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IV. 판정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기저 질환을 동반하고, 심낭 천자

급성 심근경색증 후에 발생하는 심낭 삼출과 후속 심장 압전은

(pericardiocentesis)와 같은 침습적인 수기를 요하는 경우가 많

드물게 발생하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중등도 이상인 심낭 삼출의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 후에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신청하는 사례

는 악성 종양과 원인 미상인 경우가 흔하며[5,6], 국내에서는 결핵

는 있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 후 심낭 삼출이 발생하여 심막

도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심낭 삼

절개술을 시행한 후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출의 원인 진단은 어려워 초기에 확진되는 경우보다는 임상 경과

신청자는 급성 심근경색증 및 심낭 삼출 치료 후 6개월되는 시점

나 치료 결과에 따른 잠정적 진단(tentative diagnosis)에 의존하

에 시행한 심장 정밀검사 결과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근벽 운동 장

는 경우가 적지 않다[8].

애 외에 이상 소견이 없어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하였다.

심낭 압전은 심장이 압박되어 심장 내로 충분한 양의 혈액을 채
울 수 없어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는 상
태를 의미한다. 이는 심장을 둘러싼 심낭 내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심낭 삼출이 발생하고, 심낭 삼출이 갑자기 증가하여 심낭
내압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심낭염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질환에서 심낭 압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교적 드물다. 심한 흉
부 타격이나 심장 일부를 포함한 관통상을 입는 경우와 같이 외상
에 의해서도 심장 압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근경색증 후에
생기는 심근파열이나 심낭염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장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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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도 한다.
심낭 압전의 치료로는 대부분 심낭 천자를 시행하거나 심낭 천
자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III. 항공의학적 고찰
급성 심근경색증 후 발생한 심낭 삼출과 후속 심장 압전은 혈역
학적 불안정을 유발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청자는 관상동맥성형술 후 3일째에 혈압이 떨어지고 심낭 삼출이
발견되어 흉부외과에서 심막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상태
가 호전되었고 재발 소견이 없어 퇴원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국내 항공 신체검사 증명 발급에 대한
규정은 치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관찰기간을 요하며, 항공 전문 의
사는 심장 정밀검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항공 신체검
사 자문위원회에 판정 보류로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 후에 심장 정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
으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심근경색증에 대한 해외 항공 신체
검사 기준도 국내 기준과 유사하다[9-11].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증 후 발생한 심낭 삼출과 심장 압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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