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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high incidence of deep vein thrombosis (DVT) of lower extremities and a 

subsequent pulmonary embolism (PE) makes it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following total hip 

replacement surgery.  Therefore, the authors measured the perioperative changes in the blood coagulation 

activity with a thromboelastography (TEG) in the patients treated with fluid and packed red cells (PRC).

  Methods:  Hemodilution was estimated with a measurement of hemoglobin (Hb), hematocrit (Hct), 

and platelet count.  The changes in the coagulation factor activities were measured with TEG.  Samples 

were obtained before skin incision (step 1); at the period that Hb and Hct ranged from about 10 g/dl 

to 30% (step 2); in the postanesthetic care unit (step 3); and on the postoperative first and third day 

(step 4, 5).

  Results:  Although Hct and Hb decreased to 9.4% statistically at step 2 only, platelet count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step 2 (10.6%), 3 (34.5%), 4 (32.5%), and 5 (33.6%) compared with step 1 

(P ＜ 0.05).  At step 2,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TEG parameters except r time, which 

decreased (21.5%) (P ＜ 0.05).  At step 3, r time, α angle, and maximum amplitude (MA) decreased, 

and k time and lysis 60 increased (P ＜ 0.05).

  Conclusions:  In spite of consumption and dilution of coagulation factors after massive fluids and 

PRC therapy during total hip replacement surgery, the increased activities of procoagulants and decreased 

fibrinolytic activities predisposed the body to initiate and maintain the thrombus.  (Korean J Anesthesiol 

2001; 40: 57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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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관절 전치환술(total hip replacement surgery)에 

있어서 수술 후 치명적이고 주요한 합병증으로 심부

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이 있다.
1-3)
 그

러나 아시아인들에서는 DVT 발생이 드물다고 알려

져 왔기 때문에 그 동안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들에

게 혈전에 대한 예방처치가 대부분 행해지지 않았으

나 최근 아시아인들도 고관절 전치환술 후 DVT 발

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6)

  Virchow 3 주징이란 정맥혈액의 저류, 혈관내피의 

손상, 혈액응고 항진으로서 이 3 주징을 충족시킬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환자에게 정맥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1,3,7-9)

 고관절 전치환술 동안 고관

절의 과도한 내전과 내회전이 필요하므로 수술 받는 

하지의 혈관 손상이나 혈류 변화가 초래되며 아울러 

수술부위의 원위부에서 혈액응고 항진도 발생하는

데, 그 중 특히 혈액응고의 항진은 DVT 발생의 중

요한 기전으로 보고되고 있다.
10-14)

  대량의 출혈이 동반되는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에

서는 수액뿐만 아니라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등

을 투여하여 혈관내 용적과 적혈구 및 응고인자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질액의 투여로 

발생한 혈액희석은 오히려 과응고 현상를 보이거나 

50 용적백분율의 혈액희석까지는 혈액 응고저하를 

유발시키지 않으나 그 이상으로 혈액이 희석된 경우

에는 응고 감소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15-17)

  즉 고관절 전치환술시 발생하는 대량의 출혈에도 

불구하고 응고인자의 보충 없이 농축적혈구와 수액

을 투여하여 환자의 출혈량을 교정한 경우 초기에는 

응고 항진을 보이나 대량의 수액치료가 이루어진 후

에는 혈액내 응고인자가 희석되어 응고 저하 소견을 

보일 것이다. 이때 과도한 수액 투여에 따른 응고인

자의 희석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응고항진을 보인다

면 응고인자가 체내 간질에서 혈관내로 재분포되거

나 재생되어 응고인자의 혈액내 농도가 증가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응고인자의 증가가 없다면 혈

액 응고인자의 기능항진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출혈량을 농축적혈구와 수액만으로 보충하

여 발생하는 혈액응고인자 희석 상태에서 수술 동안

과 수술 후의 응고인자 농도변화를 헤마토크릿치와 

혈색소치, 혈소판수의 측정으로 추정하고, 혈액응고의 

변화를 각각 관찰하여 응고인자의 변화에 따른 혈액

응고 변화를 살펴보고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에서 

DVT 예방 처치의 필요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고관절 전치환술이 예정된 나이 28세에

서 70세의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대상 환

자의 수술 주기 동안에 DVT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

한 처치를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수술 전날 마취방

법과 수술 동안과 수술 후의 채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환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심질환이나 이전에 DVT

의 기왕력이 있었던 환자, estrogen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당뇨환자,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대

퇴골의 골절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제외하 다.
1-3)

  마취는 전신마취를 하 으며 마취유지는 enflurane, 

N2O와 O2를 사용하 다. 마취 직후 요골동맥에 22 

G 카테테르를 삽입하여 수술 도중 지속적으로 환자

의 혈압을 측정하고 수술 시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채혈하여 혈색소치(hemoglobin, Hb), 헤마토크릿치

(hematocrit, Hct), 혈소판수(platelet count), 혈전탄성묘

사도(thromboelastography [TEG], Haemoscope Corp. 

USA)를 측정하 다. 또한 16 G 카테테르를 쇄골하

정맥에 삽입하여 중심정맥압을 감시하 으며 대량 

수혈과 수액요법의 지침으로 활용하 다. 수술 중 

실혈의 보충은 정질액(생리식염수, Hartman 수액, 5% 

포도당 수액)과 교질액(Pentaspan
Ⓡ
), 그리고 농축적혈

구(packed red cell, PRC)를 사용하여 중심정맥압을 

감시하면서 실시하 다. 출혈에 대한 혈관내 용적의 

유지는 환자의 Hb과 Hct이 각각 10 g/dl와 30% 내외

의 범위가 될 때까지 정질액과 교질액을 사용하여 

출혈량을 보충하 고 그 이상의 출혈은 농축적혈구

와 정질액을 사용하여 보충하 다.

  대상환자에서 수술 주기 동안 5단계에 걸쳐 요골

동맥 카테테르를 통해 채혈하 으며 각 단계마다 혈

액의 희석 정도와 응고인자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

여 Hct, Hb, 그리고 혈소판수를 측정하고 동시에 혈

액응고 정도를 알아보고자 채혈된 혈액 0.36 ml를 

사용하여 TEG를 측정하 다. 첫 번째 채혈(step 1)은 

전신마취를 시행한 직후 피부절개가 이루어지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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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시하여 대조치로 설정하 고, 두 번째 채혈(step 

2)은 수술 중 교질액과 정질액을 투여하여 출혈량에 

상응한 혈관내 용적을 보충하다가 Hb과 Hct가 각각 

10 g/dl와 30% 내외의 범위에 도달한 시점에 실시하

으며, 세 번째 채혈(step 3)은 수술 후 회복실에서 

채혈하 다. 그리고 수술 후 1일째(step 4)와 3일째

(step 5)에 각각 채혈하 으며 이때 Homan씨 증상(비

골 부위의 불쾌감, 부종, 정맥 확장, 족부 배굴시 통

증)과
1)
 호흡곤란 유무를 관찰하 다. 이렇게 각 단

계에서 실시한 Hct와 Hb, 혈소판수, TEG를 비교해

서 수술 동안과 수술 후의 혈액의 희석정도와 혈액

응고 상태를 비교 관찰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step에서 측정한 값

간의 차이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여 P

값이 0.05 미만인 것만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대상 환자의 수술시간, 수술 중 투여된 수액, 수혈

한 농축적혈구량, 수술 중 출혈량은 Table 1과 같다. 

수술 후 Homan씨 증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으며 호

흡곤란 증세를 가진 환자도 없었다. 출혈에 대한 혈

관내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수액을 투여한 step 2에

서 Hct와 Hb이 step 1을 대조치로 하 을 때 각각 

9.4%와 11.4% 감소되었으나(P ＜ 0.05) 대량의 농축

적혈구의 수혈이 이루어진 step 3에서는 각각 12.6%

와 13.9% 증가되었고(P ＜ 0.05), step 5에서는 step 3

에 비해 오히려 각각 12.3%, 14.1% 감소를 보 다(P 

＜ 0.05). 혈소판 수는 step 1을 대조치로 하 을 때 

step 2, 3, 4, 5에서 각각 10.6%, 34.5%, 32.5%, 33.6%

의 현저한 감소를 보 다(P ＜ 0.05)(Table 2)(Fig. 1).

  TEG의 R time (minute)은 step 1에 비해 step 2, 3, 

4, 5에서 각각 21.5%, 18.1%, 28.1%, 20.8% 정도 감

소되었다(P ＜ 0.05). 하지만 step 3에 비해 step 4, 5

에서 r time이 각각 12.3%, 3.3% 감소를(P ＜ 0.05) 

보 을 뿐 이외의 TEG 계측 인자들은 step 1과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K 

time (minute)은 step 1에 비해 step 2에서 감소됨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수액

과 농축적혈구가 투여된 step 3에서는 step 1보다 

41.2%의 유의한 연장을 보 다(P ＜ 0.05). Step 4, 5

에서는 k time의 평균이 step 1의 90.1%와 90.2%로 

감소되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step 4, 5를 step 3와 비교했을 때 step 4, 5의 k 

time이 step 3에 비해 각각 36.1%, 36.2% 감소되었다

(P ＜ 0.05). Step 2에서 α angle (
o
)의 평균은 step 

1의 98%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step 3에서는 step 1에 비해 28.7%의 감소가 있었다

(P ＜ 0.05). 그러나 수술 후 전혈이나 신선동결혈장

의 투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tep 3에 비해 step 

4, 5에서는 각각 37.0%와 39.3% 정도 증가를 보 다

(P ＜ 0.05)(Fig. 1). Maximum amplitude (MA[mm])는 

step 2에서 step 1에 비해 1.4% 증가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액과 농축적혈구가 대량 투

여된 step 3에서는 step 1에 비해 19.0%의 감소를 보

다(P ＜ 0.05). Step 4, 5에서는 step 1과 통계적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step 3에 비해 각각 13.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Under-
went Total Hip Replacement Surgery

ꠧꠧꠧꠧꠧꠧꠧꠧꠧꠧꠧꠧꠧꠧꠧꠧꠧꠧꠧꠧꠧꠧꠧꠧꠧꠧꠧꠧꠧꠧꠧꠧꠧꠧꠧꠧꠧꠧꠧꠧꠧꠧꠧꠧꠧꠧꠧꠧ
Mean ± standard

Characteristics
devi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umber (m/f) 12 (7/5)
Age (yr)   54.9 ± 13.6
Height (cm) 162.0 ± 9.4
Weight (kg)   59.7 ± 11.1
Operation time (min)  253.7 ± 72.0
Estimated blood loss (ml)   2933.3 ± 1138.0
Infused packed red cell (ml)  1601.6 ± 802.4
Infused crystalloid fluid (ml)   3200.0 ± 1165.4
Infused colloid fluid (ml)  5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2. The Perioperative Changes in Hematocrit, Hemo-
globin, and Platelet Count

ꠧꠧꠧꠧꠧꠧꠧꠧꠧꠧꠧꠧꠧꠧꠧꠧꠧꠧꠧꠧꠧꠧꠧꠧꠧꠧꠧꠧꠧꠧꠧꠧꠧꠧꠧꠧꠧꠧꠧꠧꠧꠧꠧꠧꠧꠧꠧꠧ
Hematocrit Hemoglobin Platelet count

Step
(%) (g/dl) (×103/mm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32.2 ± 4.3 10.9 ± 1.6 221.0 ± 56.7
 2 29.2 ± 4.0*  9.7 ± 1.4* 197.6 ± 58.3*
 3 36.3 ± 3.4* 12.4 ± 1.2* 144.9 ± 51.3*
 4 33.9 ± 3.3 11.6 ± 1.1 149.1 ± 46.4*
 5 31.8 ± 4.1† 10.7 ± 1.2† 146.6 ± 67.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Step: 1; the time before skin 

incision, 2; the time that hemoglobin and hematocrit were 

10 g/dl and 30%, 3; after operation, 4; postoperative 1 

day, 5; postoperative 3 day. *: P ＜ 0.05 compared with 

step 1. 
†
: P ＜ 0.05 compared with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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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P ＜ 0.05)(Fig. 1). 

Lysis 60 (%)은 step 1에 비해 step 3에서 3.4% 증가

하 으나(P ＜ 0.05) step 2, 4, 5에서 step 1과 통계

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step 3에 비해 step 

4, 5에서 각각 3.1%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를 보 다(P ＜ 0.05).

고      찰

  대수술을 받은 환자는 정맥 혈전증과 폐 색전증

(pulmonary embolism, PE)의 발생 위험이 있으며 DVT

의 발생빈도는 수술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DVT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는 이전에 DVT의 발생 과

거력이며 이외에 정맥류, 비만, 60세 이상의 고령, 

울혈성 심부전, 악성종양, 거동불능, 골절, 산욕, 마

비, 경구 피임약 사용, antiphospholipid syndrome, 장

시간의 수술, 수술 중 과도한 조직 손상, bone ce-

ment의 사용 등이 있다.
1,2,18,19)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

로 antithrombin, protein C, protein S의 결핍, 그리고 

factor V Leiden 존재 등 혈액응고를 증가시킬 수 있

는 사람에서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20-24)

  서구 유럽인들에서 고관절 전치환술 같은 대 수술

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수술 후 50% 이상

의 환자에서 DVT가 발생하며, 하지에 발생한 혈전

의 일부나 전체가 떨어져 나감으로서 PE를 발생시

키는데 이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환자에서 수술 

후 사망률의 단일 원인으로서는 가장 크다. 그러나 

완전한 폐쇄가 일어나지 않고 정맥의 혈류가 유지된

다면 혈전은 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DVT와 PE의 임상적 증세와 징후가 진단에 특이하

거나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다.3) 그러

나 아시아인들에서는 유럽인들에 비해 DVT가 잘 발

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예방 처치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보고에서 아시아인들도 대퇴골 근

위부 골절이나 고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DVT의 발생

률이 53.3% (홍콩), 4% (태국), 10% (한국), 9.7% (싱

가포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예방 처치를 한 경우 

DVT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므로
4,5)
 DVT는 아시아인에서 드물게 발생한다고 결

코 말할 수 없다.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에서 DVT의 발생은 Virchow

씨 3 주징을 충족시킬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일어날 

Table 3. The Perioperative Changes in the Parameters of Thromboelastography
ꠧꠧꠧꠧꠧꠧꠧꠧꠧꠧꠧꠧꠧꠧꠧꠧꠧꠧꠧꠧꠧꠧꠧꠧꠧꠧꠧꠧꠧꠧꠧꠧꠧꠧꠧꠧꠧꠧꠧꠧꠧꠧꠧꠧꠧꠧꠧꠧꠧꠧꠧꠧꠧꠧꠧꠧꠧꠧꠧꠧꠧꠧꠧꠧꠧꠧꠧꠧꠧꠧꠧꠧꠧꠧꠧꠧꠧꠧꠧꠧꠧꠧꠧꠧꠧꠧꠧꠧꠧꠧꠧꠧꠧꠧꠧꠧꠧꠧꠧꠧ
Step R time (min) K time (min) α angle ( o ) MA (mm) Lysis60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12.4 ± 2.6 4.2 ± 2.0 44.8 ± 14.8 51.8 ± 11.4 93.1 ± 2.4
2  9.7 ± 2.6* 4.0 ± 1.8 47.9 ± 13.4 52.5 ± 10.9 93.8 ± 2.8
3 10.1 ± 2.7* 6.0 ± 1.6* 34.8 ± 8.3* 42.0 ± 6.0* 96.1 ± 1.5*
4  8.9 ± 2.3* 3.8 ± 1.3

†
47.7 ± 8.9

†
47.8 ± 4.9

†
93.1 ± 3.4

†

5  9.8 ± 2.6* 3.8 ± 1.1† 48.5 ± 9.4† 51.0 ± 7.0† 93.0 ± 3.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Step: 1; the time before skin incision, 2; the time that hemoglobin and hematocrit were 

10 g/dl and 30%, 3; after operation, 4; postoperative 1 day, 5; postoperative 3 day, r time; reaction time, k time; clot 

formation time, α angle; clot formation rate, MA; maximum amplitude, lysis60; fibrinolytic index at 60 minutes after 

MA. *: P ＜ 0.05 compared with step 1. 
†
: P ＜ 0.05 compared with step 3.

Fig. 1. The changes in the percent of the platelet count 

and parameters (maximum amplitude, MA; α angle) of 

thromboelastography. Step: 1; the time before skin in-

cision, 2; the time that hemoglobin and hematocrit were 

10 g/dl and 30%, 3; after operation, 4; postoperative 1 

day, 5; postoperative 3 day. *: P ＜ 0.05 compared with 

step 1. †: P ＜ 0.05 compared with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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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3,7-9) Virchow씨 3 주징이란 정맥혈액의 저

류, 혈관내벽손상, 혈액응고 항진이다. 정맥혈액의 

저류는 하지의 원위부에서 일어나며 수술 중 오랫동

안 움직이지 않음으로서 그리고 수술 후 거동이 안

되거나 지연 또는 제한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원위부

의 혈관내피에서 factor II, V, VIII의 분비를 증가시

키며 섬유소원(fibrinogen)의 증가와 antithrombin III 

(AT III)의 감소, 섬유소용해(fibrinolysis)의 감소가 발

생한다.
1,8,9,25)

 혈전증의 병인을 고려해 본다면 혈전의 

형성과 섬유소용해의 균형이 무너짐으로서 혈전 생

성 쪽으로 기울어진 결과일 것이다. 또한 혈관내피

의 손상은 하지의 혈관에 직접적인 수술적 손상뿐만 

아니라, 주위 조직의 손상, 혈종 생성과 열 손상에 

의한 간접적인 원인이 있으며,
1)
 대퇴의 과도한 내전

과 내회전은 그 부위의 대퇴혈관의 내피를 손상시켜 

혈전을 형성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다.3,9,10) 수술

이 길어질 경우 정맥혈의 저류 기간이 길어지고 혈

관내벽의 손상이 더 커질 것이다.
8)
 이외에 일반적으

로 고관절 전치환술은 대량 출혈이 있으므로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하여 과도한 수액을 사용하여 

보충할 경우 혈액희석에 의한 응고 저하뿐만 아니라 

저체온이 발생하여 대사성 산증과 이온화 칼슘의 감

소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응고기전을 교란시킨다.
26)

  이런 많은 변수들 때문에 환자의 혈액중 한가지 

응고인자를 측정함으로서 혈액의 응고양상을 대변할 

수 없으나 정맥혈전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부

분의 환자에서 혈소판이 생존기간이 짧거나 혈소판

의 응집이 증가된 소견을 보여주고,11) 혈전이 혈관

내벽에 부착하는 곳에 섬유소-혈소판 침착으로 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혈액응고항

진에는 혈소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4)
 따라서 혈소판의 기능 증가와 내인성 응고

기전의 항진이 DVT 발생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착안하여 저자는 출혈에 따른 혈관내 용적을 수액과 

농축적혈구만을 사용하여 보충하 다. 그러나 이것

은 단순히 혈관내 용적을 유지하고 조직으로 산소운

반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이지 수술 중 소모되거나 

대량의 수액 투여로 희석된 혈액 응고인자의 보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술 동안에 Hb이나 Hct의 

변화는 혈소판의 변화와 의미가 다를 것이다. 즉 Hb

과 Hct의 변화는 농축적혈구의 투여와 연관이 있으

나 혈소판수의 변화와 연관이 없으며 혈소판은 수액

의 투여량이 많아지면 희석되어 수가 감소할 것이

다. 그러나 혈소판수가 혈소판의 기능을 반 하지는 

못하므로 단순히 혈소판 수를 관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혈관내피에서 분비

되는 응고인자가 혈액응고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 

볼 때 혈소판 수, 혈소판의 기능 그리고 응고인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술 

도중과 수술 후에 혈소판 수를 측정하고, 혈전탄성

묘사도(thromboelastography, TEG)를 사용하여 혈액응

고를 관찰함으로서 혈소판의 기능을 관찰하고자 하

던 것이다.

  TEG의 계측 인자들로서는 r time, k time, α an-

gle, maximum amplitude (MA) 및 lysis60 등이 있다. 

R time은 폭이 2 m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reaction time; minute)이며 이것은 내인성 응고체계

의 작용을 의미한다. 폭이 2 mm에서 20 mm까지 도

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k time (clot formation time; 

minute)이라고 하며 내인성 응고체계를 반 하며 일

차적으로 섬유소원의 기능을 반 하고 이차적으로 

혈소판의 기능을 반 한다. α angle (
o
) 또한 섬유

소원의 기능과 혈소판의 기능을 반 하는 인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MA는 혈소판의 기능을 가장 잘 반

해 주는 지표로서 TEG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폭(mm)이며 혈소판, 섬유소원, 그리고 factor XIII의 

적절성을 반 한다. MA는 혈소판의 기능과 수, 그

리고 어느 정도 섬유소원의 농도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MA는 전반적인 혈소판과 섬유소 상호작용

을 반 하므로 MA의 감소는 혈소판 기능의 저하나 

수의 감소, 혹은 섬유소원 농도의 감소로 일어난다. 

Lysis60은 MA에서 60분 이후의 폭(A60)을 MA로 나

눈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섬유소용해의 정도를 의

미하는 fibrinolysis index이다.
27-29)

  저자의 관찰에서 정질액과 교질액만을 사용하여 

출혈에 의한 혈관내 용량을 보충한 step 2에서는 마

취 직후에 실시한 step 1에 비해 Hct, Hb과 혈소판수

의 감소로 혈액이 희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2). 이때 응고인자들도 같이 희석되어 전반적

으로 혈액의 응고저하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혈액의 

10-15%의 출혈과 그에 따른 정질액의 보충은 오히

려 혈액 응고항진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고,16) 수

술에 의한 연부 조직의 손상 등으로 분비된 tissue 

thromboplastin (TTP)의 작용으로 내인성 응고기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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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성 응고기전의 향으로 혈액응고가 상당히 항

진되리라고 예상하여 r time과 k time의 감소, 그리

고 α angle과 MA의 증가 등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저자의 TEG 관찰에서는 r time만 유의하게 감소하여 

내인성 응고체계의 항진을 보 으나 혈전 형성 속도

를 반 하는 k time이나, 섬유소원과 혈소판의 기능

을 반 하는 α angle과 MA의 변화는 통계적 의미

가 없었다(Table 3). R time의 감소는 TTP의 분비를 

초래하는 연부 조직의 파괴, catecholamines의 증가, 

대퇴두부를 노출시키기 위해 견인할 때 발생한 수술

적 손상, 혈관내벽의 손상에 의한 응고인자의 증가
9,30)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정질액을 사용하여 

혈액희석이 일어난 경우 혈액응고의 항진이 유발된

다는 Ruttmann 등의
16,27)
 연구 결과와는 달리 저자의 

결과에서는 r time 이외에 다른 TEG 계측 인자들이 

응고항진을 의미하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저자는 수술 중 Hb과 Hct를 각각 10 g/dl와 30% 

내외를 유지하도록 농축적혈구를 투여하 으나 수술 

중 순간적인 대량 출혈에 따른 혈압의 저하를 피하

기 위해 과도한 수액을 투여함으로서 발생할지 모르

는 폐부종, 대사성 산증 등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정질액의 사용보다 농축

적혈구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step 3에서 Hb

과 Hct이 step 1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생각

되나 혈소판의 증가는 없었다. 그러나 정질액의 투

여에 따른 혈액희석과 하지의 혈관내피에서 분비된 

factor II, V 및 VIII의 증가와 섬유소원의 증가 그리

고 전신순환내의 AT III의 감소와 섬유소 용해의 감

소로 TEG의 관찰에서 r time과 k time의 감소, α 

angle, MA 및 lysis60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step 1

에 비해 r time의 감소와 lysis60의 증가만을 보 으

며 오히려 k time의 증가, α angle과 MA의 감소가 

있었다. 특히 step 3에서 환자의 추정혈액량(estimated 

blood volume, EBV)의 80% 이상 출혈한 경우 수액

과 농축적혈구만 사용한 환자에서도 r time이 감소

하는 것을 보여 procoagulant factor의 활성 증가는 지

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Step 3에서 k time의 증가

는 섬유소원의 감소를 보여 주는 것으로 수술 중 섬

유소원의 점진적인 소모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α 

angle과 MA가 step 3에서 감소되어 혈소판의 기능저

하나 섬유소원-혈소판의 기능 저하 소견을 보 다. 

Table 2에서 관찰되듯이 step 3에서 농축적혈구의 투

여로 Hb과 Hct이 증가하나 혈소판은 현저히 감소되

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적혈구의 증가만을 의미하

므로 혈장내 응고인자가 step 1에 비해 감소되어 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응고인자들 중 

섬유소원이나 혈소판의 농도의 감소는 자연히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저하시킬 것이므로 step 3에서 α 

angle과 MA가 감소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외 응

고 저하의 원인으로는 응고인자의 희석이나 소모뿐

만 아니라 저체온, 흡입마취제의 작용 등을
11)
 고려

해 볼 수 있다. 결국 step 3에서 내인성 응고체계의 

활성은 지속되었으나 혈소판과 섬유소원의 감소 또

는 희석으로 혈전의 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40o 이하로 감소된 α an-

gle에 비해 MA가 40 mm 이상을 유지하여 수술부위

의 혈액응고 장애는 보이지 않았다. Lysis60은 step 1

에 비해 step 3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그 이유

로는 혈액희석에 의한 protein C, protein S 감소와 

손상된 혈관내피에서 분비된 Plasminogen activation 

inhibitor (PAI)가 섬유소용해를 억제하여 혈전이 유

지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Step 5에서 Hb과 Hct이 step 3에 비해 감소된 것은 

수술부위의 출혈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체액이 지속

적으로 체내 간질에서 혈관 내로 재분포가 일어난 

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응고인자의 보충이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step 4, 5에서 TEG의 r time은 여전

히 step 1에 비해 단축되어 있다. 특히 step 4의 r 

time은 step 1의 67% 정도로 단축되어 있는데 이것

은 수술 후 전신순환에 있어서 내인성 응고체계가 

매우 항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tep 5에서는 

step 4에 비해 r time의 연장이 보이나 여전히 step 1

의 79% 정도로 단축되어 있다. 이것은 Tuman 등이30) 

procoagulant의 활동은 대량 출혈 동안에도 정상치 

이하에서 잘 유지된다는 주장과 일치하며 EBV의 

80%를 소실한 환자의 경우에도 step 4, 5의 r time 

감소 소견을 보 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rocoagu-

lant factor의 기능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tep 4, 5에서 혈소판은 step 1에 비해 약 

32%의 감소를 보이나 TEG의 결과에서는 α angle과 

MA가 step 1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특히 step 3

과 비교할 경우 k time의 유의한 감소와 α angle 및 

MA의 유의한 증가를 보임으로서 혈액응고의 항진

을 보이는데, 이것은 수술 후 체액의 재분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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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내 섬유소원의 증가가 있거나 혹은 수적 감소에

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기능이 항진되었거나 섬유소

원-혈소판 상호작용이 항진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저자는 섬유소원의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혈소판 수와 환자의 전혈을 사용한 TEG만을 관찰하

여 수술 주기 동안에 관찰된 혈소판수의 변화와, 혈

소판의 기능과 섬유소원-혈소판 상호작용을 나타내

는 MA와 α angle의 변화를 비교하 는데, 그 결과

로 혈소판 수는 수술 동안과 수술 후에 감소를 보인 

반면 MA와 α angle은 수술 동안에는 감소하 으나 

수술 후에 서서히 증가함으로서 수술 중 소모나 희

석에 의해 혈소판의 수가 감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혈소판 기능항진과 섬유소원-혈소판 상호작용의 

항진이 있었음을 시사하 다(Fig. 1).

  수술 주기 동안에 관찰한 lysis60의 변화는 급격하

거나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step 3에서 증

가하 던 lysis60은 step 4, 5에서는 step 1과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 는데 이는 step 4, 5에서 서서히 섬

유소용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자의 간혈류 감소가 없으면 protein C와 protein S

가 간에서 합성되어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수

술 후 응고인자 V와 VIII을 억제하고 또 손상된 혈

관내피에서 분비되는 PAI가 감소함에 따라 plasmin

이 활성화되어 서서히 섬유소용해를 일으킨다는 보

고와22,31) 비슷한 경과를 보 다.

  수술 후 혈소판의 기능항진 등 응고인자의 기능항

진에도 불구하고 대상환자 중에서 DVT나 PE의 발

생이 없었는데, 조사한 대상환자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섬유소용해 

감소와 응고항진이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혈액 응고능력 증가 상태를 증명한 것이지 

DVT 발생과 연관성은 알 수 없었으므로 혈액의 응

고능력만을 평가하여 DVT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

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저자의 TEG 결

과에서는 수술 중에는 내인성 응고인자의 활성 증가

와 섬유소용해의 저하 소견을 보이고 수술 후에는 

혈소판의 기능항진이나 섬유소원-혈소판 상호작용이 

현저하여 수술 받은 하지에 DVT 발생 가능성이 높

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률이 높은 고관

절 전치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도중과 수술 후 

혈액 응고를 TEG를 사용하여 관찰한 결과, 수술 초

기 출혈에 대한 혈관내 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

여한 정질액과 교질액의 사용으로 발생한 혈액희석

은 예상과 달리 혈액응고 항진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수액과 농축적혈구를 대량 사용한 후 수술 직후에 

측정한 TEG의 결과는 r time의 감소로 procoagulant

가 항진되어있고 lysis60의 증가로 섬유소용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α angle과 MA의 감

소를 보임으로서 혈소판의 기능이나 섬유소원-혈소

판 상호작용의 저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MA

가 40 mm 이상 유지됨으로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의 응고장애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

술 후 1, 3일째에 혈소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술 

직후보다 α angle과 MA의 현저한 증가를 보임으로

서 혈소판의 기능항진이나 섬유소원-혈소판 상호작

용의 항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수술 중 형성된 혈전은 잘 용해되지 않고 

또한 수술 후 내인성 응고체계의 기능항진과 혈소판

의 기능항진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수술 주기에 DVT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심한 혈액응고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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