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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인지질항체 증후군(antiphospholipid antibody syn-

drome, APS)은 기이한 자가면역(autoimmune)질환의 

하나로서 특징적으로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은 연

장되고 인체내 응고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동 정맥

의 혈액응고로 인한 반복성 전색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며 혈청학적으로는 독립적 또는 다른 자가면

역질환들 예를들면 전신성 홍반성낭창(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항낭창 항체(lupus anticoagulant)에 

양성을 보이고 때로는 매독의 anticardiolipin 항체

(VDRL)에도 위양성을 보일 수 있으며 산모에서 잦

은 유산 및 사산을 일으킬 수 있다.
1)
 마취과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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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 (APS)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auto antibodies 

to phospholipids in association with in vitro prolongation of phospholipid-dependent coagulation tests, 

recurrent pregnancy loss, multiple thrombotic events, etc.  Due to strong predilection for thrombosis in 

both the arterial and venous system, perioperative thromboprophylaxis for APS patients is very important 

to avoid catastrophic major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We experienced general anesthesia for a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in a 47-year-old patient diagnosed as having APS by a past medical history 

of deep vein thrombosis, fetal wastages, and laboratory confirmation.  Pre and postoperative management 

for hypercoagulability was done with oral warfarin and low dose heparin.  To prevent intraoperative 

thrombosis, we maintained an activated clotting time (ACT) over 200 seconds by heparin 3000 U 

injection, applied antithrombotic stockings, and tried to avoid dehydration, hypothermia and infections.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4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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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인한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수술 중 및 

후에는 특히 과잉 혈액 응고성과 이에 따른 합병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자들은 APS를 동반하고 있는 47세의 여자 환자

에서 자궁 근종 치료를 위한 복식 자궁절제술의 전

신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특히 과응고성 관리에 주의

해서 별다른 후유증 없이 수행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7세의 체중 59 kg의 여자 환자로서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자궁근종 절제술을 위해서 본원에 입원

하 다. 환자의 과거력으로는 15년 전부터 2번의 사

산이 있었고 자연 유산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 고 

6개월 전에는 서서히 발생한 우측 하퇴부 종창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 는데 그 당시의 검사상 혈

색소 6.6 g%의 빈혈, 혈소판 감소증(36,000/mm
3
), 활

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

boplastin time, aPTT)가 106.4초 참고치는(31.9-44.5초)

로 연장되어 있었고, 혈청학적으로 항낭창 항체와 

VDRL에 양성 소견을 보 으며, 복부 초음파와 하

지혈관 촬 에서 우측다리의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소견을 보여 APS로 확진되었고 

이때 치료제로서 경구용 항응고제인 warfarin 7 mg을 

지속적으로 투여하 고, benzathine penicillin에 대해서 

피부 감수성검사에서 양성을 나타내어 대신 doxycy-

cline 200 mg을 4주간 복용하 다.

  이후 자궁근종 제거목적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하

으며 검사소견으로 이상이 나타난 것은 혈소판수가 

129,000/mm3로 약간 감소되어 있었고 프로트롬빈시

간(prothrombin time, PT)이 21.8초(참고치는 12.3-

14.6초)로 약간 증가되었고, aPTT도 75.1초(참고치는 

31.9-44.5초)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prothrombin INR

도 1.94로 연장되었으며 면역혈청 검사상 정량성 

VDRL검사 소견이 1：4로 양성반응을 보 으나 매

독항원검사(TPHA)에는 음성으로 나타나 위양성 매

독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환자는 수술 2일 전 그동안 복용하고 있었던 war-

farin을 중지하고 대신에 heparin 3,000 U를 8시간마

다 피하 주사하 고 마지막 heparin은 수술 6시간 전

에 중지하 다. 수술 당일 혈전 방지용 압력 스타킹

(antithrombosis stockings)을 병실에서부터 착용시키고 

전투약으로 수술 1시간 전 glycopyrrolate 0.2 mg을 

근주 하 다. 수술장 내원시 정상적인 활력 증상을 

보 고 마취유도는 fentanyl citrate 100μg과 thi-

opental sodium 200 mg 및 succinylcholine 75 mg을 

정주한 후 삽관 하 고 마취 유지는 1.0-2.0 Vol%

의 enflurane과 산소 2 L/min, 아산화질소 2 L/min 흡

입 및 근육이완제로서 vecuronium bromide 8 mg을 사

용하 다. 마취 중 환자 감시 장치로는 비침습적 혈

압, 체온, 동맥혈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심전도 및 Bispectral index (A-2000 BIS monitor
Ⓡ
,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사용하 으며 마취 

중 별다른 활력 증상의 변동은 없었다.

  마취 유도 직후 병실에서부터 시작된 수액인 하트

만씨 용액을 혈장증량제(6-HES
Ⓡ
, 근화제약, 한국)로 

바꾸고 활성화응고시간(activated clotting time, ACT)

검사를 즉각 시행하 으며 이때 측정된 ACT 치가 

85초로 나타나서 heparin 3,000 U를 투여하고 5분 후 

ACT를 검사하 을 때 280초로 나타났다. 수술 중 

모든 수액을 체온 온도로 가온하여 투여하 고 수술 

침대에도 체온 조절용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온도를 

41oC로 유지하여 수술 중 환자의 체온을 36oC 이상

으로 유지시켰다. 약 2시간의 수술 중 추정 총실혈

량은 약 600 ml이었고 투여된 수액은 혈장 증량제 

500 ml와 정질액(Plasma solutionⓇ, 제일제당, 한국) 

500 ml이었으며 소변량은 250 ml이었다. 수술 종료

시점에 재차 검사한 ACT는 180초로 나타났으며 의

식 회복을 확인하고 발관하 으며 회복실로 이송하

다.

  수술 다음날부터 heparin 9,000 U/day을 5일간 투

여하 고 수술 후 2일부터는 warfarin 7 mg/day을 추

가해서 퇴원 전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하 다.

고      찰

  항인지질 항체(antiphospholipid antibody, APA)는 

전체 인구의 2%에서 발견되고 이 항체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특징적으로 과응고성을 보이며 APS

의 임상소견으로는 항인지질 항체에 양성반응, 전색

증 혹은 혈전 등의 기왕력, 반복적인 유산이나 사산 

등의 증상과 함께 혈액응고 검사상 혈소판수의 감소

와 함께 인지질 의존(phospholipid dependent)응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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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향을 미치어 ACT와 aPTT 증가를 보이고, 면

역혈청 검사상 항낭창 항체와 VDRL에 양성 소견을 

나타내서 Hughes는 anticardiolipin antibody syndrome

으로 처음 명명했던 전신질환으로서2) 특히 심혈관

계, 뇌신경계와 임산부 등에 심각한 향을 끼친다.

  APA는 초기에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에서 발견되는 

항체로 생각되어 항낭창항체(lupus anticoagulant)로 간

주하 으나 실제로는 APS 환자의 50%에서만 전신성 

홍반성 낭창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3)
 이들 환자들은 

혈액응고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 정맥에 과도한 혈

액응고로 인한 혈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로서 

산모에서는 유산이나 사산이 빈번한데 아마도 태반혈

관의 혈전증이 주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4)

  APS는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전신

성 홍반성 낭창이나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유사한 

질환에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발성형과 주로 전신성 

홍반성 낭창에 부수적으로 올 뿐 아니라 각종 약제

(procainamide, phenothiazine)로 유발될 수도 있고, 각

종 악성암, virus 등의 감염질환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혈액응고 검사상 APA는 인지질 의존성 

응고검사들 즉 PTT를 주로 방해하고 기타 ACT와 

PT를 어느 정도 방해하며 혈소판수가 감소하는데 

트롬빈 타임(thrombin time, TT)은 APS와 heparin 사

용효과를 감별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데 heparin의 

경우는 TT가 상승하지만 APS는 TT가 정상이다. 

APA가 과응고성을 유발하는 기전은 여러 가설이 있

지만 이 중 과잉의 plasminogen activator-inbibitors, 

protein C와 protein S의 장애 및 내피세포에서의 

prostacyclin의 분비 감소 등이 열거되고 있다.
5,6)

  APS의 진단에는 과거력,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한 두 번 이상의 정맥 혹은 동

맥의 혈전증과, 2번 이상의 유산이나 사산 및 항낭

창항체나 VDRL에 양성소견이 나타나는 것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소견이 8주 간격 이상에서 발현될 때 

APS로 진단된다.
7)

  이번 증례의 환자에서는 6개월 전에 심부 정맥 혈

전증이 발생하 는데 일반적으로 심부 정맥 혈전증

은 50세 이후 특히 전립선수술, 골반수술 및 하지골

절수술 등의 수술 후 발생하고 이중 0.2-10% 정도

에서 폐색전증으로 발전하며 매우 위험하다.8) 이 환

자에서처럼 수술 전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자의 

경우는 임신 및 각종 원인으로 인한 과응고성이 문

제가 되며 과응고성을 초래하는 경우는 비만, 경구

용 피임제, 악성암, 내인성 응고인자들(antithrombin 

Ⅲ, protein C, protein S)의 결핍 및 염증성 장 질환 

등이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심부 정맥 혈전증의 

치료는 신속한 항응고 요법을 시작하는 것으로 경구

용 항 vitamin K 제재(warfarin)를 투여해서 Interna-

tional normalization ratio (INR)을 2.0-3.0 정도 유지

시켜야 한다.
9)

  Warfarin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선택 수술을 

받게 되면 warfarin 투여를 중단해서 INR을 1.5정도

로 낮추는 것이 좋고, warfarin 중단 기간 중 과응고

성이 우려되면 정맥내 또는 피하로 heparin 50-150 

U/kg을 투여하며, 기계 판막을 갖고 있어서 warfarin 

투여를 일상적으로 받고 있던 환자에서는 수술 전 

heparin 투여가 필요 없지만 과거력 상에서 심부 정

맥 혈전증이 있었으면 수술 전에 heparin을 투여해야 

한다.
10)
 이 환자에서는 수술 2일 전부터 heparin 50 

U/kg을 매 8시간마다 피하주사하 고 수술 전 투여

한 heparin은 수술 전 6시간이 경과하면 대체로 효과

가 없어지므로 수술시작 6시간 전에 수술 중의 출혈

을 예방하기 위해서 heparin투여를 중지시켰다.

  항응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부위마취 방법

이나 전신마취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논란이 

많지만 척추마취나 경막외 마취 후 나타날 수 있는 

지연성 출혈로 인한 경막 내, 외 혈종의 위험성은 

숙지하고 대비해야 하며 APS의 기왕력이 확진된 환

자에서는 부위마취는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11)

  APS환자의 마취관리상 과응고성의 감시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본 환자의 경우에 전신마취 직후 

즉시 시행한 활성화 응고시간이 85초로 낮게 나타나 

즉시 heparin 3000 U를 정주해서 ACT치를 280초로 

증가시켰다. 수술 종료시점에서 ACT치가 180초로 

감소하 으나 적정한 정도의 혈액응고상태로 간주해

서 heparin의 추가투여나 protamine을 이용한 heparin

의 중화는 시행하지 않았다. 마취 유도 전부터 환자

의 하지에 압력스타킹을 사용하고 체온을 유지하

으며 출혈량에 비해서 충분한 수액을 공급해서 혈액

의 점도를 낮추도록 노력하 으며 가능한 한 혈압을 

병실 혈압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 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warfarin을 투여해서 INR을 2.0 이상으로 유

지하려면 3일 이상 소요되므로 수술 직후에는 hep-

arin을 warfarin과 함께 투여해 주는 것이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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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farin을 지속적으로 투여받는 APS 환자가 2-6 

주정도 일시적으로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반복성 혈

전증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12)
 warfarin은 수

술 후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한다. 또한 

APS 환자의 수술 후에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인 

폐색전증의 감시를 해야하며 폐색전증의 주요증상인 

호흡곤란, 빈맥, 빠른 호흡, 청색증, 고열, 각혈 등의 

증상은 기타 호흡 계통의 수술 후 합병증인 폐렴, 

천식, 폐울혈, 폐부종, 기흉 등의 각종 질환과 감별

해야 한다.13)

  결론적으로 APS의 마취관리는 수술 전 중 후에 

과응고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경구용 

warfarin과 정주용 heparin의 적절한 투여가 필요하고 

INR 및 ACT의 적정한 검사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하

며 특히 수술 중에도 과응고성의 유발을 막는 체온

관리, 수액요법 등 부가 요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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