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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수술 중 출혈 환자의 관리에서 적절한 산소 운반 능력의 유지와 혈관내 용적 및 혈액응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혈액응고 장애를 효율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적

절한 수혈요법과 약물을 선택하여 대량 실혈을 방지

하고 환자의 생리학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환자

의 양호한 예후를 위해 중요하다.

  혈액응고 계통에 대한 검사법에는 프로트롬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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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gulopathy Detected with a Thrombelastography during
ANH after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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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mbelastography (TEG) performed by an anesthesiologist provides a rapid assessment of 

coagulation at the bedside.  TEG analyzing coagulation status of native whole blood is a more accurate 

test with a relatively goo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than PT and aPTT.  We experienced an unexpected 

coagulopathy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The case was a 47-year-old male patient with blood type 

O who underwent elective spine surgery. Perioperative coagulation tests (PT, aPTT, BT, CT, etc.) were 

within normal limits. Anesthesia was induced with propofol 90 mg, vecuronium 8 mg and alfentanil 

0.5 mg and maintained with 1.0-1.5 vol% enflurane and 50% N2O in O2.  Then we performed 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 with monitoring pre- and post-hemodilutional TEG.  Hemostasis was 

revealed as abnormal by a pre-hemodilution TEG (CI = -11.06) and post-hemodilution TEG (CI = -13.06). 

We managed this coagulopathy with blood components and drugs on the basis of a follow-up TEG so 

that abnormal hemostasis and TEG findings improved (CI = -4.35).  We report a case where undetected 

coagulopathy was revealed and treated successfuly with TEG.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265∼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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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PT),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PTT), 혈

소판 수(platelet count), 섬유소원 치(fibrinogen level), 

섬유소 파괴 산물치(FDP), 활성화 응고시간(ACT), 

혈전탄성 묘사도(TEG), 혈소판 기능 분석기(platelet 

function analyzer)를 이용한 폐쇄시간(closure time) 측

정법 등이 있다.
1)
 이 중 활성화 응고 시간과 혈전탄

성묘사도는 수술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지혈과정에서 생성되는 섬유소사의 탄성을 이용하는 

혈전탄성묘사도는 대량 실혈 환자의 수혈요법이나 

약물 치료에서 중요한 치료 지침이 되고 있다.2)

  저자들은 수술 전 시행한 일반적인 혈액응고 검사

에서 응고 장애의 소견이 없었던 환자에서 우연히 

혈전탄성묘사도 상의 이상을 발견하 고, 예상치 못

한 대량출혈에 대해 연속적인 혈전탄성묘사도에 근

거하여 수혈요법을 시행하 다. 본 증례를 통해 혈

전탄성묘사도의 유용성을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8세 남자 환자로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으로 제3요추-제1천추간 후방감압술 및 후외

방 유합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환자는 체중 65 kg, 

신장 165 cm 으며, 요하지통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를 3개월 간 복용한 것 외에는 특

별한 병력이 없으며,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II에 

해당되었다. 입원 당시의 검사소견은 혈색소 13.8 

g/dL, 헤마토크릿 41%, 혈소판수 150,000/uL, AST 12 

U/L, ALT 25 U/L, 단백 7.0 g/dL, 알부민 4.3 g/dL

으며, 혈액응고 검사도 프로트롬빈 시간이 12.8초, 

국제 정상화 비율(INR)이 1.0,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

라스틴 시간이 25.9초로 정상범위(23-43초) 다. 환

자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수술실에서 100% 산소흡입 하에 propofol 90 mg, 

vecuronium 8 mg, alfentanil 0.5 mg으로 마취유도하

여 기관삽관을 시행하 고, enflurane 1.0-1.5 vol%

와 함께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각각 2 L/min로 기계

환기를 시키면서 마취를 유지하 다. 우측 요골동맥

에 20 G 카테테르를 거치 하여 지속적으로 동맥압

을 감시하 고, 우측 내경정맥에 7 Fr 이중도관의 

카테테르를 삽입하여 수액로를 확보하고 중심정맥압

을 측정, 기록하 다.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법을 적용하 는데 예측총혈

량의 25%를 예치할 때 희석 후 헤마토크릿은 Gross

의 공식에
3)
 의해 33.9%로 예상되었다. 좌측 요골동

맥에서 20 G 카테테르를 이용하여 30분간에 걸쳐 

일정속도로 1100 ml의 혈액을 채혈함과 동시에 1：3

의 비율로 주사용 생리식염수 3,300 ml를 수액가온

기(40
o
C)를 통과시켜 중심정맥 카테테르로 주입하

다. 급성동량성 혈액희석법으로 인한 혈액응고 장애

에 대한 감시로 혈액희석 직전과 혈액희석 후에 혈

전탄성묘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비교하기로 하 다.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법을 시행하는 동안에 생체징

후(동맥압, 맥박수, 중심정맥압, 체온)에는 변화가 없

었다. 

  환자의 자세를 복와위로 취하고 혈액희석 종료 후 

20분되는 시점에 수술을 시작하 다. 수술 시작 시

점에 확인한 최초의 혈전탄성묘사도는 심한 응고 장

애소견을 나타내고 있었다(응고지수 CI = -11.06). 

혈액희석 후 40분에 두 번째 혈전탄성묘사도 검사

를 시행하 는데 여전히 응고 장애가 심한 상태

다(CI = -13.06). 실제로 수술 부위에서도 지혈이 

Table 1. TEG Parameters
ꠧꠧꠧꠧꠧꠧꠧꠧꠧꠧꠧꠧꠧꠧꠧꠧꠧꠧꠧꠧꠧꠧꠧꠧꠧꠧꠧꠧꠧꠧꠧꠧꠧꠧꠧꠧꠧꠧꠧꠧꠧꠧꠧꠧꠧꠧꠧꠧꠧꠧꠧꠧꠧꠧꠧꠧꠧꠧꠧꠧꠧꠧꠧꠧꠧꠧꠧꠧꠧꠧꠧꠧꠧꠧꠧꠧꠧꠧꠧꠧꠧꠧꠧꠧꠧꠧꠧꠧꠧꠧꠧꠧꠧꠧꠧꠧꠧꠧꠧꠧ

R K α MA CI
(930-1380 sec) (330-630 sec) (22-38o) (47-58 mm) (-3.0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 Initially (Pre-hemodilution) 2098 -  8.0 16.5  -11.06

B) at 40 min after hemodilution 2098 -  1.5  3.5  -13.06

C) at 125 min after hemodilution 1219 771 16.0 26.0 -5.85

D) at 170 min after hemodilution 1138 610 29.5 29.5 -5.16

E) Postoperatively (at ICU) 1203 610 19.5 35.5 -4.3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 normal range, -: uncheck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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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지 않는 것이 관찰되어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혈

전탄성묘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혈액응고 상

태를 감시하기로 하 다(Table 1, Fig. 1). 혈액희석 

후 80분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9.4 g/dL, 헤

마토크릿 28%, 혈소판수 110,000/uL이었다. 혈액희석 

후 100분부터 혈액응고 장애를 교정하기 위하여 미

리 채혈한 1,100 ml의 혈액으로 자가수혈을 시행하

다. 수술 시작 105분에 자가 수혈을 마친 후 세 

번째 혈전탄성묘사도 검사를 시행하 는데 반응 시

간(R)은 단축되었으나 혈액응고 장애의 소견은 계속

되었다(CI = -5.85).

  계속되는 출혈에 대하여 수액요법과 농축적혈구로 

수혈요법을 병행하면서 마취를 유지하 다. 혈액희

석 후 135분부터 신선 동결 혈장을 수혈하기 시작하

다. 혈액희석 후 190분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

색소 13.7 g/dL, 헤마토크릿 41.3%, 혈소판수 65,000/ 

uL이었으며, 이 때 시행한 네 번째 혈전탄성묘사도 

검사에서 반응시간(R), 혈병 형성 시간(K)은 단축되

었고 최대 진폭(MA)은 증가되었다(CI = -5.16). 혈

액희석 후 200분부터는 aprotinin 200만 K.I.U (40 

ml)를 120 ml/hr의 속도로 지속 주입하 다.

  혈액희석 후 225분에 수술을 종료하 고 환자는 

외과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총 수술시간은 205분

이었고, 수술 중 실혈량은 약 7,000 ml, 소변량은 

1,050 ml 으며, 수액요법으로 주사용 생리식염수 

7,000 ml와 하트만 용액 4900 ml를 주입하 고 총수

혈량은 자가수혈 1,100 ml, 농축적혈구 14 units, 신

선 동결 혈장 6 units 다.

  외과 중환자실로 이송된 직후 시행한 혈액검사 소

견은 혈색소 12.6 g/dL 헤마토크릿 39.7%, 혈소판수 

45,000/uL이었다. 수술부위로부터 헤모백으로 배액된 

혈액량은 30분 동안에 800 ml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전혈 수혈요법을 시행하면서 하트만 용액에 tranexamic 

acid 1,000 mg을 혼합하여 주입하 다. Winter 등의4) 

수혈요법 알고리즘에 따라 혈소판 농축액 6 units와 

냉동침강체 6 units를 수혈한 후, 다섯 번째 혈전탄

성 묘사도 검사를 시행하 는데 정상 범위에 미치지

는 못 하지만 혈전탄성묘사도 상의 변수들이 호전되

어 있었다(CI = -4.35).

  환자는 혈소판 농축액 4 units를 추가로 수혈 받았

고, 더 이상의 출혈이 없어 수술 다음날 일반병동으

로 옮겨졌으며, 혈액 검사소견은 혈색소 14.1 g/dL, 

Fig. 1. Follow-up TEG findings show the improvement of 

hemostasis. A is initial thrombelastography (pre-hemodilu-

tion), B is thrombelastography at 40 minute after 

hemodilution, C is thrombelastography at 125 minute after 

hemodilution, D is thrombelastography at 170 minute after 

hemodilution, and E is postoperative thrombelastography 

at intensive care unit.

A

10 mm scale

Coagulation index: ( 11.06)-
Normal range: 3.0 to +3.0-

Sample type: Native whole blood Normal ranges measured at 37C

B

10 mm scale

Coagulation index: ( 13.06)-
Normal range: 3.0 to +3.0-

Sample type: Native whole blood Normal ranges measured at 37C

C

10 mm scale

Coagulation index: ( 5.85)-
Normal range: 3.0 to +3.0-

Sample type: Native whole blood Normal ranges measured at 37C

D

10 mm scale

Coagulation index: ( 5.16)-
Normal range: 3.0 to +3.0-

Sample type: Native whole blood Normal ranges measured at 37C

E

10 mm scale

Coagulation index: ( 4.35)-
Normal range: 3.0 to +3.0-

Sample type: Native whole blood Normal ranges measured at 3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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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마토크릿 42%, 혈소판 수 112,000/uL 다.

고      찰

  수술 환자에서 혈액응고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으

로는 출혈로 인한 응고 인자의 소실, 수액요법과 수

혈요법으로 인한 응고 인자의 희석, 저체온, 전해질 

불균형, 흡입마취제와 양압환기의 향, 간기능 저하

와 같은 전신상태의 불량 등이 있다. 이러한 혈액응

고 장애에 대해서는 적절한 술 전 검사와 수술 중 

환자 감시를 통하여 출혈성 경향을 미리 파악하여야 

대량 실혈과 불필요한 수혈을 피할 수 있다. 

  혈전탄성묘사도는 여러 변수를 통해 전체적인 혈

액응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다른 혈액응

고 검사보다 우수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5)
 첫

째, 혈액응고 기능을 수술실 내에서 단시간에 마취

과 의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PTT)에 대응되는 반응시

간(R)은 대개 15분 내에 측정할 수 있으며 30분이면 

전반적인 혈액응고 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둘째, 전

혈을 검사에 이용하므로 세포 요소(cellular factors)와 

체액 요소(humeral factors)나 병적인 조건의 향을 

포함하는 조건에서 혈병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민

감한 검사이다. 셋째, 섬유소사의 형성에서부터 혈병

의 융해에 이르는 과정의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혈

전탄성묘사도 감시 하에서 전혈의 사용을 가급적 억

제할 수 있고 적절한 성분수혈의 지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다른 혈액응고 검사법은 분석적인 방법

을 이용하는데, 지혈 과정에서의 세포 요소의 향

을 무시하므로 환자의 정확한 지혈 상태를 반 할 

수 없다. 그리고 각 검사의 정상치의 한계에 대한 

임상적 의의가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혈액응고의 

과정에는 카테콜라민, 프로스타 란딘 등 아직 밝혀

지지 않은 많은 인자들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른 검사법에서는 이러한 체액 요소의 효과가 배제

되며 환자의 변화된 생리학적 조건이 검사에 반 되

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정성적 분석에 의한 

혈액응고 검사인 혈전탄성묘사도가 다른 혈액응고 

검사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하겠다.

  수술 중 시행할 수 있는 다른 혈액응고 검사와 혈

전탄성묘사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 다. Zuckerman 등은6) 

프로트롬빈 시간,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섬유소 파괴 산물치 등이 혈전탄성묘사도와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하 고, Dorman 등은7)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이 혈전탄성묘사도와 연관성이 

있으나 프로트롬빈 시간과 혈병 형성 속도(α) 사이

의 관계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Kang 등은
8)
 상관관계가 좋지 않으나 혈소판수, 섬유

소원치는 최대진폭(MA)과 관계가 있고,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은 반응시간(R)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Orlikowski 등은
9)
 혈소판수 10만 

이하에서는 최대진폭이 혈소판수에 정비례한다고 보

고하 다. 

  Horlocker 등은
10)
 수술 중 시행한 혈액응고 검사의 

정확성에 대하여 연구하 는데, 혈전탄성묘사도는 

프로트롬빈 시간,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에 비하여 특이도가 뛰어나며 민감도와 특이도가 두

루 우수한 검사라고 보고하 고, 여러 변수 중 최대

진폭(MA)이 가장 신뢰할만한 척도라고 하 다. 그리

고 프로트롬빈 시간과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은 민감도는 우수하지만 특이도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정상화 비율(INR)이 가장 정

확한 검사법이라 하 다. 

  본 증례에서는 대량 실혈로 인한 수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법을 적용하 는

데 신선 전혈을 확보할 수 있고, 한편으로 급성 동

량성 혈액희석법 자체가 혈액의 응고를 항진시킨다

고 알려져 있다.11) 혈액희석으로 인해 지혈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입원 당시 혈액응

고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환자에게 급성 동량성 혈

액희석법을 적용하 고, 혈전탄성묘사도를 이용하여 

환자의 혈액응고 상태를 감시하고자 하 다. 그런데 

본 증례의 환자에서는 혈액희석 이전부터 혈액응고 

계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혈전탄성묘사도를 통하여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하여 혈전탄성묘

사도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혈액응고 상태를 

감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혈 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첫번째 혈전탄성묘사도를 확인하고 나서 기계

(TEG analyzer, Haemoscope corp. Skokie, IL) 조작상

의 오류를 가장 먼저 의심하 으나 수술 부위에서의 

과다 출혈 양상이 혈전탄성묘사도의 이상 소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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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다고 판단되어 수술 시작 후 20분에 혈전탄성묘

사도 검사를 다시 시행하 는데 역시 심한 혈액응고 

장애의 소견을 나타내었고,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 

후에는 혈액응고가 항진된다고 하나 본 증례에서는 

혈액응고 지수(CI)가 더욱 악화되었다. 혈액희석에 

의해 antithrombin III의 농도가 낮아지면 thrombin 활

성이 강화되어 혈액응고 기능이 항진된다.11) 그러나 

혈전탄성묘사도 검사에 의하면 이 환자에서는 혈액

응고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요하지통 환자들은 수술 전에 NSAIDs제

제를 복용하고 있으므로 약물에 의한 혈액응고 장애

를 무시할 수 없다. NSAIDs는 cyclooxygenase를 억

제하여 thromboxane A2의 생성을 줄이고, 혈소판의 

기능 장애를 일으켜 출혈성 경향을 초래한다. 수술 

전 NSAIDs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수술 중 출혈이 유

의하게 많았다는 보고도 있다.12) 이 환자에서도 수

술 전 약 3개월 간 프로피온산 계열의 소염진통제를 

복용하 다. 그러나 수술 전에 시행한 혈액응고 검

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약물에 의한 어느 정

도의 혈액응고 장애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첫 번째 

혈전탄성묘사도 상의 이상 소견(CI = -11.06, R = 

2098초)이 NSAIDs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지혈 상태가 너무 병적이라 할 수 있어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하겠다.

  수술의 진행에 따른 조직 손상의 증가와 혈관 내

벽으로부터 응고 인자의 유리가 혈액응고의 항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중등도 이하의 수

술적 출혈은 혈액응고 계통을 활성화시켜 혈전탄성

묘사도 검사 시 과응고 상태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

러나 본 증례의 환자는 수술 시작 20분에 시행한 두 

번째 혈전탄성묘사도에서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을 

시행하 음에도 오히려 첫번째보다 혈액응고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액응고 계통에 심

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고 인자 중 일부가 정상

치 이하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법에서 혈액형에 따른 응고 

기능의 차이에 대하여 다른 연구를 병행하던 중 우

연히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응고인자 VIII의 활성도

(정상치 50-150%)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혈액희석 

이전의 응고인자 VIII의 활성도는 40%, 혈액희석 이

후에는 33%를 나타내었다. 이는 응고인자 VIII의 농

도가 혈액희석 이전부터 매우 낮은 상태 음을 의미

하므로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법이나 NSAIDs의 복용

이 과다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 수 있

겠다.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에 의하여 확보된 자가 혈액

은 신선 전혈로서 혈소판과 응고 인자가 풍부하므로 

자가 수혈 시 혈액응고에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자가 신선 혈액은 보관 기간이 

짧아 생화학적 변화가 적으며, 실온에서 보관하므로 

수혈에 의한 체온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 혈

액응고의 측면에서 동종 혈액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대량 실혈 초기에 자가 신선 혈액이 

수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응고 장애가 현저하게 

호전되지는 않았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ABO식 혈액형에 따라 응

고 인자의 농도와 지혈 상태가 다르다고 한다.
14)
 특

히 O형의 혈액에는 응고인자 VIII의 농도가 낮으며 

혈액응고 상태도 다른 혈액형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

다고 한다.
15)
 응고인자 VIII은 응고인자 V와 함께 혈

장 중에 소량으로 존재하면서도 혈액응고 과정에 없

어서는 안될 중요 성분이며, 냉동 동결 혈장의 수혈

로도 잘 보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응고인자 VIII

의 결핍은 냉동 침강체의 성분 수혈로 치료한다. 본 

증례에서 환자의 혈액형은 O형이었는데 수술 중 과

다 출혈에 대하여 신선 동결 혈장 수혈 후에 혈전탄

성묘사도 상의 응고 장애는 개선되지 않았으나, 냉

동 침강체 6 units 수혈 후에 비로소 혈전탄성묘사도

가 호전되는 소견을 보 다. 그러므로 이 환자의 과

다 출혈의 원인이 응고인자 VIII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혈전탄성묘사도를 통하여 일반적인 혈액응고 검사

로 발견할 수 없었던 혈액응고 장애를 발견할 수가 

있다. 혈액응고 과정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자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고 변화된 환자의 생

리학적 조건이 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혈액응

고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분수혈과 함

께 pH, 칼슘 이온, 체온 등과 같은 생리학적 요소의 

교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혈전탄성묘사도를 

통해서 생리학적 원인이나 약물 등의 향으로 수술 

중 대량 실혈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환

자에서 수술 중 혈전탄성묘사도를 연속적으로 시행

하여 환자의 혈액응고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수술 

중 대량 출혈의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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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증례에서 보듯이 수술 전 일반적인 혈액응고 

검사에서 이상이 없던 환자에서 심한 혈액응고 장애

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때 혈전탄성묘사도는 진단

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전탄성묘

사도는 빠르고 간편하게 혈액응고의 이상을 알 수 

있는 검사법으로 대량 출혈을 조기 진단하기에 유용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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