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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ranial carotid artery aneurysms represent <1% of all arterial aneurysms. Despite its rare incidence, the potential complications of extracranial carotid artery aneurysm that can be fatal including rupture, cranial nerve dysfunction, and ischemic stroke.
A 79-year-old woman visited our hospital due to a chronic headache and dizziness. Computed tomography (CT) of head and
neck revealed 2.4×1.9 cm-sized aneurysmal dilatation in the cervical portion of the internal carotid artery (ICA). 4-vessel angiography revealed an extracranial cervical ICA aneurysm. The patient and her family refused further treatment due to the surgical
risks. The extracranial ICA aneurysm should be considered as vascular lesions in elderly patients considering its potentially fatal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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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체 진찰만으로 두개외 경동맥류를 의심하기는 매우 어렵
다[3,5]. 저자들은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된 두개외 경동맥

두개외 경동맥류(Extracarnial carotid artery aneurysm)는

류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정상 경동맥 직경보다 50% 이상 확장된 경우를 말하며, 전
체 동맥류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1,2].

증

례

두개외 경동맥류의 원인으로는 동맥경화, 외상, 방사선조사,
감염 등이 알려져 있다[3]. 두개외 경동맥류는 대부분 임상

80세 여자가 5일 동안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 응급실에

증상이 없지만 동맥류 내부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 뇌경색을

방문하였다. 환자는 내원 8년 전 심근경색과 고지혈증을 진

일으킬 수 있고, 동맥류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연하곤란이

단받고 aspirin, carvedilol, pitavastatin을 투약 중이었다. 내원

나 호너증후군과 같은 뇌신경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4]. 무

30년 전부터 신경을 많이 쓰면 긴장형 두통이 악화되어 간

증상 경동맥류의 경우 경부 종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헐적으로 신경과 외래에 방문하여 진통ㆍ소염제를 복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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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이 있었다. 두통은 시각통증등급(visual analogue scale) 4

동맥류의 치료로 혈관내 중재술을 통한 시술을 고려하였

점으로 전두부와 후두부가 둔하게 아픈 양상으로 지속되었

으나 환자가 평소에도 고령으로 전신 위약이 심했고, 심근

다. 오심과 구토는 동반하지 않았다. 어지럼증은 비회전성으

경색의 과거력도 있어 수술 위험도가 높았다. 수술적 치료에

로 지속적이었으며, 일어서면 악화되는 양상이었다. 신경학

대해 보호자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였고, 가족들도 수술적 치

적 진찰에서 경부 강직(neck stiffness), 병적 안진(pathologic

료를 거부하여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응급실 방문당시 보

nystagmus)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른 신경학적 검사도 모두

이던 두통과 어지럼증은 약 1달 후 저절로 호전되었다. 내경

정상이었지만, 평소 고령으로 인한 전신 위약이 심해 외출

동맥류를 진단하고 1년이 경과한 현재, 환자는 특별한 신경

등 일상생활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활력징후는 혈압

학적 이상이 없는 상태이다.

160/80 mmHg, 맥박 7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C
였다. 혈중 백혈구 수치와 C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

고

찰

혈액응고 검사, 전해질 검사 등 증상과 관련된 혈액 검사에
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환자의 기존 두통 양상은 후두부가 둔하게 아픈 양상이었

두개외 경동맥은 두개저(skull base) 이전까지의 경동맥을
말하며, 총경동맥(common carotid artery), 외경동맥(external

으나, 최근 수개월간 두통이 없다가 새로이 발생하여 뇌영상
검사를 계획하였다. 뇌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측 인두곁공간
(parapharyngeal space)에 2.4×1.9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
었다(Figure 1). 두경부종양을 의심하여 경부 컴퓨터단층촬
영을 시행하였고 뇌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이던 종괴는 좌
측 내경동맥 근위부에서 기시하는 동맥류로 판단하였다
(Figure 2). 뇌혈관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뇌 자기공명 혈
관조영 검사에서 같은 위치의 내경동맥 동맥류를 확인하였
다(Figure 3). 대퇴동맥경유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내
경동맥 근위부에서 기인하는 동맥류를 최종적으로 진단하였
다(Figure 4).

Figure 2. Contrast-enhanced neck CT showed a 2 cm-sized

aneurysm (asterisk) arising from left internal carotid artery.

Figure 3. The cerebral MR angiography reveals a 2 cm-sized
Figure 1. Brain non-contrast CT revealed a 2.4×1.9 cm-sized

homogeneous mass (asterisk) which was in left parapharyngeal
space.

large aneurysm (asterisk) arising from left proximal ICA segment
(arrowhead). (A) The gadolinium-enhanced image with oblique
view for the better visualization of the aneurysm. (B) An axial
TOF image of neck MRA (arrowhead: proximal 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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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for the aneurysm. The
aneurysm was arising from the
proximal ICA and the aneurysm
became visualized as the contrast
material fills the ICA and aneurysm (in a sequence from A to C).

carotid artery)과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부위로 구

지침은 없다[10]. 내경동맥류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 사망률

분할 수 있다. 두개외 경동맥류는 경동맥 갈림부위(bifurcation)

이 70%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증상이 있는 경우와 혈전을

와 내경동맥에 흔히 위치한다[2]. 증례의 경우 역시 내경동

동반한 경우,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시술 또는 수술을

맥 근위부에 위치한 두개외 경동맥류에 해당한다.

고려하며, 병인 및 위치, 모양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항생제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감염이 경동맥류의 주요 원

[11,12]. 수술적 치료는 1805년에 Cooper [13]가 처음으로

인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동맥경화 또는 외상(시술과 관련된

시도한 이후, 클립 결찰술, 혈관 문합술, 이식술, 우회술 등

외상을 포함) 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6]. 증례의 환

이 제시되고 있다[14]. 혈관내 중재술은 수술적 치료보다 비

자는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적은 있으나, 경동맥에 시술을

침습적이며, 동맥류 위치가 경동맥 원위부에 위치하는 경우

받거나 외상이 있었던 적이 없고 방사선 조사 과거력 및 균

선호한다. 혈관내 중재술에는 스텐트 삽입술과 코일색전술

혈증 병력, 결체조직 질환 등이 모두 없어 동맥경화가 동맥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15]. 증례의 내경동맥류는

류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한다.

크기가 2 cm 이상으로 치료를 고려하면 좋겠으나, 무증상이

두개외 내경동맥류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무증상 종괴

며 수술적 접근이 쉽지 않은 위치였다. 환자가 고령이며 심

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삼차신경, 혀인두신경, 미

근경색의 기저 질환이 있고, 평소 고령으로 인한 전신위약이

주신경과 같이 주변에 위치한 신경을 압박하여 뇌신경 마비

심하여 가족들도 수술을 거부하였다. 다행히 진단으로부터 1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동맥류 내부에 혈전이 형성되어 색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신경학적 이상은 없는 상태이다.

전이 일어나는 경우 허혈성 뇌졸중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두개외 내경동맥류는 매우 드물지만 치료가 어렵고 예후

[7]. 두개내 동맥류와 달리 두개외 경동맥 동맥류에서 파열

가 좋지 않은 질환이다. 무증상 종괴로 발견되어 다른 병변

및 출혈은 흔하지 않으나, 만일 발생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

으로 오인되기 쉬우며 생검이나 흡인천자를 하는 경우 매우

다[8]. 경동맥 동맥류가 경부 종괴로 발견되는 경우에 초기

위험할 수 있다. 동맥류 발생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검사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내경동맥 동

내경동맥 주위의 종괴가 발견된다면 내경동맥류를 의심해

맥류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

보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되겠다.

또는 자기공명 혈관조영 검사가 필요하다. 이 검사를 통해
동맥류의 크기와 위치, 혈전생성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9]. 증례의 환자는 경동맥 동맥류가 뇌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두경부 종괴로 오인하였고, 조영증강 경부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 혈관조영 검사를 확인하여 확실
히 진단한 경우이다. 신경학적 진찰에서 뇌신경 마비를 포함
한 다른 이상은 없었고,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도 급성 혹은 과
거의 뇌경색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무증상의 동맥류로 판단한
다.
두개외 내경동맥류는 발생 빈도가 낮아 치료 및 예후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며 치료 방법과 적응증에 대해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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