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맥 스텐트 설치술 후 생긴 망막동맥의 폐쇄는 흔하지

는 않지만 심한 합병증중의 하나이며 몇 예들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이 알기에 시술전, 시술중, 시술후 혈관촬 소

견에서 안동맥(ophthalmic artery)을 보여주는 증례는 없었

다. 이에 저자들은 이 증례에 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를

한다. 

증례보고

58세 남자가 보름 전 10초간 지속된 일과성 허혈발작이 있

어 내원하 다. 환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서서

있는 자세 중에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

질 것처럼 주춤 한 증상이 있었다. 과거력상 환자는 7년 전 좌

측 기저핵(basal ganglia)에 열공경색이 있었으며 고혈압과

당뇨의 병력이 있어 투약 중이었다.

본원 신경과 외래에서 자기공명혈관촬 을 시행하여 우측

근위부 내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었다. 혈관촬 을 시행하

여 우측 내경동맥에 90%(NASCET criteria, the 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erectomy Trial)의

협착이 있어 경동맥 스탠트 설치술의 적응증이 되어 시술을

시행하기로 하 다(Fig. 1A). 7Fr Shuttle guiding sheath

(Cook Medical, Bloomington, IN, U.S.A.)를 총경동맥 원위

부에 위치시킨 후 원위부 색전 방지기구 FilterWire EZ

(Boston Scientific, Natick, MA, U.S.A.)를 내경동맥 원위부

에 설치하 다. 5×20 mm Savvy balloon (Cordis

Endovascular, Warren, NJ, U.S.A.)과 9×50 Carotid Wall

stent Monorail(Boston Scientific Corp, Natick, MA, U.S.A.)

로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설치술을 시행하 다 (Fig. 1D). 시

술 도중 활력징후나 신경학적 징후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하

지만 시술 당일 저녁부터 우안에 시력 장애의 소견이 있어 시

행한 형광안저 혈관조 술검사에서 우안의 중심동맥에 폐색

이 있어(Fig. 2) 항혈소판제제(Novastan, Argatroban) 사용

과 함께 증상치료를 하 으나 증상의 변화가 없었다. 자세한

병력청취결과 환자는 스텐트 설치술 이후부터 시력 장애가

시작되었으며 혈관촬 을 재검토한 결과 풍선확장술시에 보

이던 내경동맥에서 기시하는 안동맥이 풍선확장술 직후에는

보 으나(Fig. 1D) 스텐트 설치술 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하 다(Fig. 1F). 환자는 4 일 후 우안 시력장애의 증상이 호

전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 다. 

고 찰

경동맥 스텐트 설치술은 마취의 필요성이 없으며, 비침습

적이며, 목 부위에 수술자국이 남지 않는다. 또한 경동맥 내막

절제술후 재협착, 방사선치료후 경동맥협착, 반 편 경동맥

의 폐색, 높은 경동맥 분지 등에서도 장점이 있어 이전에는

경동맥 내막절제술의 차선책으로 이용되어 왔다(1). 하지만

최근의 무작위 연구에 의하면 경동맥 내막절제술과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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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스텐트 설치 이후에 생긴 망막동맥의 폐색: 

증례 보고

장혁원1∙조경희2∙김유철3∙손성일2∙손철호4

경동맥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설치술(경동맥 스텐트 설치술)은 다양한 장점이 있어 경동맥 내막절제술의 차선책으

로 좋은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또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 저자들은 경동맥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설치술

후 흔치 않게 생기는 합병증인 망막동맥폐색 증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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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큰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경동맥 협착

의 일차적인 치료방침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2). 그러나,

천자부위 혈종, 경동맥 연축, 일시적인 저혈압, 서맥 등의 경

한 합병증에서부터 흔치는 않지만 경동맥 박리, 천공, 급성 혈

전형성, 과순환 증후군(의식저하, 경련, 뇌내출혈, 뇌실출혈)

등의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다(1). 그 중 망막동맥폐색의 증

례도 흔하지는 않지만 몇 개의 증례와 연구가 있으며 아직 확

실한 기전은 확립되지 않았으나 몇 가지의 설이 있다(3-6).

첫째, 원위부 색전을 막기 위해서 풍선을 이용하여 원위부 폐

색을 시행하던 초기 논문에서는 혈관촬 에서 보이지 않는

외경동맥과 내경동맥 사이의 해부학적인 통로를 통해서, 또

는 폐색부위 바로 직하방 부위의 혈류의 정체가 근위부 내경

동맥에 있다가 재개통이 되면서 원위부 색전을 유발하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으로 인하여

안동맥의 혈류 역전이 있다가 갑작스런 협착의 교정으로 인

하여 안동맥의 혈류의 변화에 따라서 허혈로 인하여 증상이

생기는 것도 가능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셋째, FilterWire

EZ (Boston Scientific, Natick, MA, U.S.A.), SPIDER

Embolic Protection System (ev3 Inc., Plymouth

Minnesota, U.S.A.) 또는 AngioGuard (Cordis, Miami

Lakes, FL, U.S.A.) 등의 원위부 색전 방지기구를 사용함에

도 불구하고 원위부 색전증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러한 기구

가 설치되어 있는 작은 구멍(pore)을 통해서 작은 부스러기

(debris)가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 한다. 넷

째, 간과하기 쉬운 가능성으로 원위부 색전 방지기구와 동맥

혈관사이의 틈(gap)을 통해서 색전이 통과하는 것이며 간혹

시술 중 혈관촬 을 하면서 많은 독자들이 보았으리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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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 A 58-year-old male patient who showed transient left side weakness.
A. Right lateral common carotid angiogram (CCAG) reveals focal severe (about 90% NASCET criteria, the 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erectomy Trial) stenosis in left proximal internal carotid artery (ICA).
B, C. Cranial projection of right CCAG shows non-visualization of right ophthalmic artery in arterial phase and delayed visualization in
late phase (arrow in C) maybe due to external carotid to internal carotid collateral supply.
D. Cranial angiography after balloon angioplasty shows visualization of right ophthalmic artery in arterial and later phase.
E. Right CCAG after stent placement shows resolution of previous severe stenosis in left proximal ICA.
F. Cranial projection of right CCAG after stent placement shows non-visualization of right ophthalmic artery. 



이 증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첫째 중재적 시술 중간 중간에

환자의 증상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신경학적 검사를

하여야 하며 둘째 본 증례처럼 스텐트 설치술 중간 풍선혈관

확장술을 시행하면서 안동맥이 보 다가 스텐트 설치 이후에

안동맥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만약 안동맥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면 미세도관을 이용하여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7).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실명에 이를 수 있

는 경동맥 스텐트 설치술후 망막동맥 폐쇄의 증례를 보고하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중 그리고 시술 후 주의 깊

은 신경학적인 검사와 혈관촬 의 관찰로 안동맥의 폐쇄를

인지 하여야 하며 또한 동시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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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Fundus photographs and Fluoroangiograms of both eyes.
A. Right fluoroangiography shows delayed filling and stained arteriole wall, and macular has blurry image because macular edema
blocks the fluorescein.
B. Left fluoroangiography has normal findings that retinal artery and vein is filled with flouresc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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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nal Artery Occlusion after Carotid Angioplasty 
and Stenting: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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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tid (angioplasty and) stenting is alternative treatment modality to carotid endartectomy, due to
potential benefits in several indications. However, there are the divers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is. We report a rare case of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associated with carotid st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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