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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악화로 사망한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 1예
양미연・박정환・이윤나・임재희・이은정・전민혁・김태형・추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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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tal Case of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by
the Aggravated Heart Faiure
On April, 2009,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at first. Clinical outcomes of this infection are reported as ranging from self-limited
illness to respiratory failure or death. There were more than 250 deaths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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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 influenza until March 2010. Influenza-related deaths occurred in the
elderly and in patients with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Most of the critically
ill patients showed severe hypoxia and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nd
required ventilator care. We experienced a 70-year-old man presenting with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with heart failure. He was treated with antival
agents, ventalator and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But his heart function
was aggravared and resulted in hi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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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09년 4월 새로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가 멕시코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대유
행 인플루엔자(H1N1 2009)는 2010년 3월 까지 213개 국가로 파급되었다(1). 우리나
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0년 3월 까지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에 의한 사망
자는 25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한때 심각 단계의 전염병 위기 단계까지 선언되었다.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는 전파력은 빠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벼운
경과를 밟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발병 1주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 그
러나 만성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서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2009)에 감염되면 폐렴, 호흡부전 등 합병증이 생겨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증 경과는 천식, 만성 폐질환 환자, 당뇨, 면역억제 상태, 심장질환, 비만자 등에
서 비교적 흔하며 대부분 급성 호흡 부전 상태로 진행하여 증상 발현 후 4일 이내에 병
원에 내원하여 1-2일 후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3, 4).
저자들은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 감염에 의한 심부전 악화로 사망한 예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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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 좌관상동맥의 30-40% 협착을 보였다. 이상의 소견을 근거로 실

증례

신의 원인을 심부전으로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던 중
79세 남자 환자가 당일 발생한 실신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이

내원 4일째 38.2℃의 발열이 발생하였으며 기침을 호소하였다. 흉부 방

전에 실신한 과거력은 없었으며 고혈압 이외의 특이 과거력은 없었다.

사선 사진에서 양폐야 하부에서 침윤이 증가되어 폐렴 진단하에 항생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활력 징후는 혈압 120/80 mmHg, 맥박

제(ceftriaxone)를 투여하였으며 발열 상태가 호전되는 소견을 보이다

수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36.8℃으로 안정적이었다. 청진상

가 내원 6일째 다시 발열이(38℃) 발생하였다(Fig. 1B). 이후 발열 양상

에서 양쪽 폐야에서 맑은 호흡음이 청진되었으며 부잡음은 들리지 않

은 호전 되었으나 호흡 곤란이 발생하면서 악화 되었고 흉부 방사선 사

았다.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심비대와 양측 흉수 및 폐부종 소견이 관찰

진에서 양 폐야에 침윤이 증가하여 내원 11일째에 흉부 전산화 단층 촬

되었다(Fig. 1A). 내원 당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7,090/mm3, 혈색소

영을 시행하였다. 양 폐야의 다발성 반점형 간질음영 및 양측성 흉수

3

14 g/dL, 혈소판 193,000/mm , 혈액 응고 검사에서 PT 11.5 sec, aPTT

가 보이는 다발성 기관지 폐렴 소견이었다(Fig. 2). 이에 항생제 치료를

24.1 sec, 일반 화학 검사에서 BUN 15.6 mg/dL, Creatinine 1.3 mg/

계속하던 중 내원 13일째에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 중합 효

dL, AST/ALT 20/17 IU/L, Na/K 139/3.9 mmoL/L였다. 심장 효소 검사

소 연쇄 반응 검사 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oseltamivir 투약

에서 myoglobin 29 mg/mL, CK 34 IU/L, CK-MB 3.0 mg/mL로 정상

을 시작하였다. 내원 14일째에는 호흡 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

범위 내에 있었다. 실신에 대한 검사 위해 뇌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

로 옮겼으며 기도 삽관과 인공 호흡을 실시하였다. 기도 삽관 후 7일째

하였으나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심전도 검사에서는 완전 좌각 차

에 혈압은 70/40 mmHg로 저하되었고 의식은 혼탁 하였다. 심장 초음

단 소견을 보였다.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34%였으며 전벽

파 추적 검사 결과 좌심실 구혈률이 20%로 저하되어 있었다. 혈액 검사

심벽의 운동성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심혈관 조영술상에서는 근

에서 CK 49 IU/L, CK-MB 3.0 mg/mL 로 정상 범위이어서 심근염의 가

Figure 1. Chest radiograph of patient (A) At admission: Chest radiograph shows cardiomegaly and prominent
vascular markings. Chest radiography suggestive pulmonary edema. (B) Four days after admission: Chest
radiograph shows aggravated vascular congestion in the both lungs.

Figure 2. Chest CT scan shows multifocal patchy ground glass opacity in the both lungs and bilateral pleural
effusion, which suggests multifocal broncho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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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낮았다고 판단하고 상태를 심부전 악화로 생각하였다. 승압제

되고 급성 호흡 부전이 발생하여 기계 호흡 및 체외막 산소화 치료를 시

를 투여하여도 혈압은 상승하지 않아 체외막 산소화 요법을 시행하였

행하였으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경우이다.

으며 이후 혈압은 120/80 mmHg 로 안정되었다. 체외막 산소화 요법 시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의 경우 계절 인플루엔자에 비하여

행하면서 환자의 혈압 포함한 생체 징후 와 산소 포화도는 안정화 되었

젊은 사람의 감염이 많고 또한 바이러스성 폐렴이 동반되어 사망하는

으나 추적 심장 초음파에서는 좌심실 구혈률이 여전히 20%로 회복되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증례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대유행 인플루엔자

지 않았다. 내원 23일째 가래 검사에서 Klebsiella pneumoniae가 배양

(H1N1 2009)로 사망한 경우를 살펴보면 고령, 만성 질환자가 기저 질환

되어 imipenem을 투여하였다. 내원 27일째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본 증례를 통하여 대유행 인플루엔자

2009)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추적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체외

(H1N1 2009)에서도 계절 인플루엔자에서와 같이 기저 질환의 악화가

막 산소화 요법 시행 18일째(내원 39일째)에 소변량이 감소하였고 혈청

사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

크레아티닌 상승, 대사성 산증 보여 혈액 투석을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장기 부전이 진행하여 내원 41일째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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