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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십이지장절제술 후 발생한 지속적인 구토증과 Wernicke 뇌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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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nicke Encephalopathy in a Patient with Long-Standing
Vomiting after Pancreatoduoden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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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nicke encephalopathy is an acute neurologic disorder attributable to thiamine (vitamin B1) deficiency. We report the
case of a 61-year-old female patient who presented Wernicke encephalopathy after surgery for pancreatic head cancer. From
the ninth postoperative day, she had suffered from nausea and vomiting and had difficulties ingesting food, she was given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but lacked adequate vitamin (thiamine) supplementation. After 28 days, she developed ataxia,
ophthalmoplegia, and mental confusion. The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ed pathologic changes in the medial thalamus,
periaqueductal gray matter, medulla and mamillary bodies. The blood level of thiamine was very low. After intravenous and
oral supplementation of thiamine (200 mg/day), consciousness was soon normalized and neurologic symptoms have gradually
been improving. Nausea and vomiting disappeared after administration of a low dose of mirtazapine (7.5 mg/day).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amine supplementation to the patients who suffer from vomiting which hinders them from
taking food and who require prolonged TP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7;46(3):2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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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ke 뇌병증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그 경과는 가역적
이나6) 적절히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률이 10~20%

Wernicke 뇌병증은 thiamine(vitamin B1) 결핍으로

에 이르므로7,8) 빠른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인해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으로 눈근육마비(ophthalmo-

Wernicke 뇌병증의 유병률은 임상적으로는 입원 환자

plegia), 조화운동불능(ataxia), 착란(confusion)이 주요한

의 0.05%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9) 사후 부검결과(post-

1)

2)

mortem data)에 의하면 유병률은 1~2%로 더 높다.10) 임

만성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환자, 위장관절제술을 받은

상적 관찰과 부검자료에서 나타난 유병률의 차이에서도

환자, 만성 소모성질환자, 장기간의 금식자 및 장기간의

알 수 있듯 Wernicke 뇌병증은 임상가들이 관심을 기울

임상 특징이다.

알코올 의존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나

3,4)

정맥영양공급자에게서도 발생한다.

또한 임신 오조로 인
5)

한 구토와 영양불량 상태에서도 합병될 수 있다.

Wer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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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으면 비특이적 신경학적 증상으로 오인하여 적절
히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정신의학 영역
에서는 알코올성 Wernicke 뇌병증은 물론이고 자문의뢰
된 신체질환 환자에서도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으나, 국
내에는 이에 대한 보고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 저자들은
복부수술 후 발생한 지속적인 구토로 인해 경구영양섭취
가 곤란하여 장기간 완전비경구영양법(Total Parenteral
Nutrition；TPN)을 받던 중 Wernicke 뇌병증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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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한 상태가 밤낮의 구분 없이 지속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신경학적 평가 상 수평 안구진탕(horizontal nystagmus)

증

례

과 보행시 조화운동불능(ataxia)이 관찰되었다. 동공반사
이상,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등의 다른 신경학적 이상징

61세 중졸 학력의 여자로 외과에서 췌장두부암으로 수

후는 보이지 않았다.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 시행한 간이

술 후 자문의뢰 된 입원 환자이다. 자문의뢰 사유는 2일

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

전부터 시작된 혼잣말, 지리멸렬한 언어사용이었다. 환자

결과는 0점으로 심각한 손상을 보였다. 특히 면담자를“작

는 3개월 전 췌장두부암을 진단받았고 약 1.5개월 전 유

년에 오리 먹을 때 본 적이 있다”는 등의 작화증(confabul-

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pylorus preserving pancrea-

ation)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문의뢰 당시 시행한 혈

toduodenectomy)을 받았다.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상

액검사 상 혈색소가 10.9 g/dl, sodium이 133 mEq/L으

amylase 277 IU/L, lipase 1,224 U/L의 상승 소견 외

로 약간 저하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범위였다.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혈액검사상으로도 이

신경학적 이상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뇌

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의무 기록 및 보호자의 보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MRI)을

고에 의하면 수술 전후 의식상태는 명료했었다. 수술 후 9

시행하였다. T2 강조영상과 FLAIR 영상에서 양측 시상, 중

일째 유동식(liquid diet)으로 경구영양공급을 시도하였

뇌의 수도관주위회백질(periaqueductal gray matter),

으나 이튿날부터 오심과 구토가 시작되었고 하루 평균 2

연수(medulla), 유두체(mamillary bodies)에 고신호 강도

차례, 많게는 4차례의 구토가 지속되어 경구영양섭취가 불

가 관찰되었고, 확산강조영상(diffusion-weighted image)에

가능하여 TPN으로 영양공급을 지속하였다. 수술 후 21

서도 양측 시상에 고신호강도의 병변이 관찰되었다(그림

일째 구토의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상부위장관내시경을

1). 신경학적 증상과 영상소견을 토대로 Wernicke 뇌병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협착 등의 문제는 보이지 않아 외

증으로 진단하였고, thiamine 혈중 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

과 담당의사는 임상 상태에 근거해 위마비(gastroparesis)

채취를 시행 한 후 thiamine을 응급으로 투여하였다. 차후

로 추정하였다.

확인된 thiamine 혈중 농도는 18.5 nmol/L(정상범위：59

수술 후 37일째 어지럼증과 보행곤란을 보여 이비인

~213 nmol/L)로 저하된 소견 보여 thiamine 결핍으로 인

후과 자문 하에 보존적 약물치료(dimenhydrinate, trimeta-

한 Wernicke 뇌병증을 확진할 수 있었다. Thiamine 투여

zidine, nicametate citrate)를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는 1일 총 200 mg을 100 mg씩 경구와 혈관으로 각각 공

않았다. 수술 후 41일째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동문

급하였으나 구토증으로 인해 경구복용이 힘들어 1일 200

서답하는 모습을 보여 정신과에 자문의뢰 되었다. 정신의

mg을 혈관으로 투여하였다. Thiamine 투여 2일 째 의식상

학적 평가 상 지남력 상실이 관찰되었고 졸리운 정신 상태

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MMSE 결과 0점에서 8점으로

(drowsy mental state)를 보이며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

상승하였다. 하지만 오심과 구토가 지속되어 thiamine 복용

하지 못한 채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였다. 보호자는 이러

은 물론이고 경구 영양공급이 계속 어려워 자문의뢰 6일 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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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rain MRI Findings of the Patient：Bilaterally symmetrical hyperintense lesions in medial thalami on
T2-weighted image (A) and in periaqueductal gray matter of midbrain on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with contrast enhancement (B), and diffusion restriction of the thalamic lesion on diffusion-weighted imag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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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score o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fter
thiamine administration
Days 8 Days 18 Days 28

Wernicke 뇌병증은 임상증상과 혈액 내 thiamine의
농도 그리고 뇌 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MRI는 컴

Day 0

Days 2

Orientation (10)

0

1

05

05

08

Immediate
memory (3)

0

3

03

03

03

Concentration (5)

0

0

03

04

03

Delayed recall (3)

0

0

00

00

00

Language (9)

0

4

04

08

08

이와 더불어 확산강조영상에서도 고신호 병변이 관찰되

Total Score (30)

0

8

18

20

22

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데,16,17) 본 증례에서도 확산강조

퓨터 단층촬영에 비해 비교적 일관된 소견을 보여 진단에
더욱 도움이 된다. 주로 T2 강조영상과 FLAIR 영상에
서 내측시상, 시상하부, 중뇌의 뇌수도관주위회백질, 유
두체, 소뇌 등에서 고신호강도가 관찰된다.14,15) 최근에는

Number in ( ) reveals the maximum score

영상에서 병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특징적인 뇌
MRI 소견과 신경학적 증상 그리고 혈중 thiamine 농도

오심과 구토를 조절하기 위해 1일 mirtazapine을 1일 7.5

저하 등을 종합하여 Wernicke 뇌병증을 진단하지만, 진

mg 도입 하였다. 한 달 이상 지속되던 오심과 구토는 mir-

단이 늦어질 때 비가역적 경과를 초래하고 thiamine은

tazapine 도입 이 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경구 영양공급

높은 농도에서도 독성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Wernicke 뇌

및 thiamine복용이 가능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100 mg씩

병증이 임상적으로 의심될 때에는 일단 고용량의 thiamine

을 경구와 혈관으로 각각 투여하였다. Thiamine 투여 8일

투여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

째 시행 한 MMSE 검사에서는 18점으로 상승하였고, 보

임상에서 Wernicke 뇌병증은 thiamine의 섭취와 이

행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도 함께 호전되어 환자 및 보호자

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알콜관련질환 환자에서 주로 나

는 주관적으로 만족하였다. Thiamine 투여 3주 째, thia-

타난다. 그러나 임신 및 복부수술 후 발생하는 구토에 의

mine 혈중 농도는 296.2 nmol/L로 정상화 되었고 MMSE

해 경구영양섭취가 곤란한 경우에서도 자주 보고되고 있

점수는 20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신경학적 증상도 거의 회복

는데,5,18) 본 증례도 지속적인 구토로 인한 장기간의 경

되어 안정되었다. Thiamine 투여 4주 째 MMSE는 22점

구영양섭취곤란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한 TPN 공급

으로 상승한 상태로 퇴원하였으나, 기억회상과 주의집중

과정 중에서도 thiamine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Wer-

영역의 손상은 지속되어 퇴원 후에도 thiamine 1일 100

nicke 뇌병증이 발생한 경우이다.
TPN은 경구영양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의 안정적인 영

mg 경구 투여를 유지하였다(표 1).

양공급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고

찰

감염, 대사이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가능하며, 특히 TPN
용액에 thiamine을 포함한 미량영양소의 결핍이 문제가

본 논문은 복부 수술 후 지속된 구토로 인해 경구영양

될 수 있다. thiamine이 결핍된 TPN으로 인한Wernicke

섭취가 곤란하던 환자에게 발생한 Wernicke 뇌병증이

뇌병증은 국외에서 종종 보고되어 왔다.19,20) 그러나 국내

thiamine 투여 이후 극적인 호전을 보인 증례이다. Wer-

에는 이와 관련된 보고가 아직 없었고, 임상현장에서도

nicke 뇌병증의 병리기전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경구영양섭취가 되지 않는 환자에게 TPN을 유지하는 중

하는 중추신경계 회로의 대사과정에 thiamine이 조효소

미량영양소결핍과 관련된 병증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coenzyme)역할을 하는데,11) thiamine이 결핍되면 이 과

실정이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 아닌 환자의 경우 임상가들

정이 저하되어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thiamine 결핍으로

thiamine 의존성 효소의 결핍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손상

인한 신경학적 이상징후를 비특이적 증상으로 해석하여 대

과정에는 glutamate 농도의 증가, 이와 관련된 NMDA

증적인 치료만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신체질환으

수용체 매개성 흥분독성(excitotoxicity), 세포자멸사(apo-

로 치료 중인 환자의 자문의뢰 시 의식저하 및 신경학적

ptosis)를 초래하는 c-fos와 c-jun 등의 유전자 표현의

이상을 평가함에 있어 정신과 의사는 thiamine 결핍에 대

12)

증가가 관여된다.

또한 thiamine은 중추신경계에서 신

해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13)

이 증례에서 TPN을 유지해야 했던 이유는 복부 수술 후

결핍 시 세포내외의 부종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신경아

발생한 지속적인 오심과 구토였다. 특히 Wernicke 뇌병

교세포(glial cell)의 증식, 신경 탈수초(neuronal demyeli-

증을 진단한 후에도 thiamine 정맥투여는 가능하였으나

nation), 세포 변성(cellular degeneration) 을 야기한다.

경구 thiamine 복용 및 영양공급은 구토가 지속되어 원활

경세포막의 삼투압차를 유지시키는 것에도 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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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식이 호전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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