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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랭 응집소(cold agglutinin)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

라 적혈구의 응집을 일으키는 자가 항체로서 적혈구

의 항원과 결합하고 보체를 활성화시켜 적혈구 막의 

변화를 초래하여 혈관 내 용혈을 일으킨다. 이는 적혈

구 막에 존재하는 I/i 항원에 대한 항체로,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의 혈청에서도 흔하게 발견되지만 대부

분의 정상인에게서는 항체의 역가가 매우 낮게 존재

하고, 낮은 온도에서 그 활성도가 최대가 되므로 정상 

체온에서는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1-4) 

그러나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술을 받는 환자에서

는 이러한 한랭 응집소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개심술시 일반적으로 전신 저체온법과 

냉심정지액(cold cardioplegic solution)을 사용하기 때

문에 한랭 응집소가 반응을 일으키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광범위한 혈액 응집이나 용혈, 부적절한 심

정지액 분포, 심근 경색, 신 기능 부전, 간 기능 부전, 

뇌 손상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이다.3,5)

  본 증례에서는 심방 중격 결손증과 동맥관 개존증으

로 개심술이 예정된 환아의 수술 전 검사에서 한랭 응

집소 양성 반응이 발견되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신 

저체온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 체온 체외 순환술

(normothermic cardiopulmonary bypass)을 사용하여 성공

적으로 개심술 시행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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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체중 28 kg, 신장 130.8 cm의 7세 여아가 3개월 전부

터 시작된 운동시 호흡 곤란으로 이차공 심방 중격 결

손증과 동맥관 개존증 진단 하에 심방 중격 결손 복원

술과 동맥관 결찰술을 받게 되었다.

  환자는 평소 추위에 노출 시 Raynaud 현상이나 말단 

청색증 등 한랭 응집소가 의심되는 임상 증상을 나타

내지 않았고 수술 전 검사에서도 용혈성 빈혈을 의심

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수술 전 검사 소견은 혈색소 13.9 g/dl, 헤마토크리트 

39.9%, 총 빌리루빈 0.5 mg/dl, 직접 빌리루빈 0.0 mg/ 

dl, 한랭 응집소(anti-I)의 역가는 1：128 (정상치 ≤ 

1：16)이었으며 20oC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났지만 (pos-

itive), 27oC에서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negative) 양상을 

보 고 tumor marker (α-FT, CEA, CA-125, CA19-9)는 

정상 범위. 마이코플라스마 항체는 음성이었다.

  마취 전 투약은 없었으며 환자가 수술장에 도착하기 

전 수술장 온도를 30oC로 유지함과 동시에 수술대 가

온을 위해 Warm mattress (Blanketrol IIⓇ, CSZ, USA)를 

37oC로 작동시켰고, 가온과 가습이 되는 호흡 회로

(Acemedical Co., 한국)는 37oC로 가열하여 준비하 다.

  환자가 수술장에 도착하자 Blanketrol IIⓇ이 깔린 수

술대 위에 환자를 눞인 후 midazolam 5 mg, fentanyl 

150μg, vecuronium 5 mg로 마취 유도 후 오른쪽 요골 

동맥에 동맥관을, 오른쪽 내경 정맥에 이중관 카테터를 

삽입하 고 foley 카테터를 거치 하여 소변의 양과 색

깔을 관찰하 다. 동맥관을 거치하면서 측정한 동맥혈 

가스 분석(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 소견은 pH- 

PaCO2-PaO2-HCO3
- 각각 7.453-31.3 mmHg-322.0 mmHg- 

24.5 mmol/L 고 헤마토크리트는 39% 다. 마취 유지

는 산소-소기-isoflurane으로 유지하 고 수술 중 사용하

는 수액은 37oC로 가온 하여 blood warmer (AnimecⓇ, 

Elltel Co., Japan)를 통과한 후 환자에게 주입되도록 하

다. 수술 도중 체온 측정은 비인두와 항문에서 측정

하 다.

  수술 시작 15분 뒤 heparin 84 mg을 정주하고 체외 

순환을 위해 대동맥 카테터와 상대정맥과 하대정맥 카

테터를 삽입하 으며 이 때 비인두에서 측정한 체온은 

36.5oC, 항문에서 측정한 체온은 36.7oC 다. 체외 순환

을 위한 priming solution은 37oC로 가온하 으며 체외 

순환 시작 후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동

맥관 결찰술을 먼저 시행한 후 심정지액을 사용하는 

대신 전기적 세동(electrical fibrillation)으로 심정지 시킨 

후(이 때 ABGA; 7.413-36.7 mmHg-263.3 mmHg-22.9 

mmol/L, 헤마토크리트 23%) 대동맥을 겸자 하지 않고 

심실 세동 상태에서 우심방 절개를 통해 심방 중격 결

손을 복원하 다. 이후 자발적으로 심장의 동성 리듬

(sinus rhythm)이 회복되었으며 dopamine 5μg/kg/min, 

nitroglycerin 1μg/kg/min을 지속 정주하면서 순조롭게 

체외 순환을 이탈한 후(이 때 ABGA; 7.353-44.5 mmHg- 

203.4 mmHg-24.2 mmol/L, 헤마토크리트 36%) protamine 

56 mg을 정주하 다.

  체외 순환 시간은 45분, 심실 세동 시간은 14분이었

고 체외 순환 시 최저 체온은 비인두에서 36.3
o
C, 항문

에서 36.5
o
C이었다. 수술 중 세척 적혈구 3 unit가 투여

되었고 소변량은 1,000 ml 으며 응집이나 용혈이 의

심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4일째 시행한 환자의 한랭 응집소 역가는 

20
o
C에서 1：64로 여전히 증가되어 있었고 환자는 별

다른 후유증 없이 수술 후 16일만에 퇴원하 다.

고      찰

  한랭 응집소는 주로 IgM 형으로, 적혈구 막에 존재

하는 I/i 항원에 대한 자가 항체이며 한랭 항체(cold 

antibody), 완전 항체(complete antibody)로1,2) 원인은 특

발성(idiopathic)인 경우가 많으나 이차적으로 마이코플

라스마(Mycoplasma), 바이러스(Cytomegalovirus), 원충류

(malaria, trypanosomiasis)의 감염, 또는 임파 세포증식성 

질환 시에 다클론(polyclonal) 한랭 응집소의 합성이 증

가되어 혈청 내 역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6) 후천적

으로 발생된 한랭 응집소는 반복적으로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개심술과 같이 지속적으로 전신 저체온에 

노출되지 않으면 임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가 드물다.4) 그런데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술을 받는 

환자에서는 이러한 한랭 응집소가 상당한 문제를 일으

킨다.

  한랭 응집소가 면역학적 활성을 일으켜 반응을 나타

내는 온도 범위를 “thermal amplitude”라고 하며 이것의 

범위는 환자마다 다양한데, 높은 온도에서 반응할수록 

임상 증상이 더 심하다.1,3) 응집의 정도를 결정짓는 요

소로는 한랭 응집소의 역가, thermal amplitude, 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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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임상적으로 한랭 응집소의 역가보다는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가 더 중요하고 심부 체온이 thermal 

amplitude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한랭 응집소의 역가가 

높더라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랭 응집소 질환을 

가진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수술 전에 임계 온

도를 결정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수술 중에는 자

가 항체가 반응을 일으키는 임계 온도 이상으로 체온

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수술장

의 대기 온도를 증가시키고, 가온이 가능한 담요를 사

용하며, 가온과 가습된 마취 가스를 이용하여 폐 환기

를 시키며, 혈액 가온기(blood warmer)를 이용하여 수

액, 혈액을 가온 후 주입함으로써 열 손실을 최소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4,6,7)

 이 질병이 다른 질병에 의해 2

차적으로 발병한 것이라면 원인이 치료될 때까지 가능

하다면 수술을 연기해야 수술 전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5)
 수혈은 가능한 제한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

우는 보체의 수혈을 제한하기 위해 세척 적혈구를 사

용한다.
8)

  한랭 응집소 질환을 지닌 환자들의 개심술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심근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사

용되는 방법은 주로 22-30
o
C의 중등도 전신 저체온법

(moderate systemic hypothermia)을 사용하거나 심근의 

온도를 15-20
o
C로 낮추는 방법(profound cardiac hypo-

thermia)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상 동맥 내의 적혈

구 응집 및 심정지액의 분포 이상을 초래하여 심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이 있어왔다.

  한랭 응집소를 가진 환자에서 개심술을 시행할 때 

심근 보호법으로는 1) 혈장 분리 반출법(plasmapheresis)

을 시행하여 항체의 역가를 떨어뜨리는 방법,
5,9)

 2) 정

상 체온에서의 허혈성 심정지(normothermic ischemic ar-

rest),
4,5)

 3) 정질성 온심정지액(warm crystalloid cardio-

plegic solution)으로 관상 동맥을 씻어낸 후 냉심정지액

을 사용하는 방법,
10,11)

 4) Normothermic hyperkalemic blood 

cardioplegia를 사용하는 방법
12,13)

 등이 보고되었다. 하

지만 이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우수하다는 근거는 없다.
5)

  이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개심술 전에 혈

장 분리 반출법을 시행하여 한랭 응집소의 역가를 떨

어뜨린 후 저체온법이나 정상 체온법의 심폐 순환을 

하여 개심술을 시행하여 수술 도중 한랭 응집소의 반

응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많

이 들고 환자의 체액 이동(volume shift)을 많이 일으킴

과 동시에 감염 및 헤파린 사용으로 인한 혈액 응고 이

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8,9)

  둘째, 체온을 thermal amplitude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경도의 저체온법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정상 체온에서 

체외 순환(normothermic cardiopulmonary bypass)을 실시

하면서 심정지액을 사용하지 않고 대동맥 결찰을 간헐

적으로 실행하여 유발한 무산소성 정지(anoxic arrest)

나
14)
 심실 세동을 유발하여 개심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다(이번 증례에 해당).
15)
 이 방법은 비용이 저렴하고 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냉심정지액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심근 보호의 장점을 기대할 수 

없고, 짧은 수술에만 사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5)

  셋째, 전신 체온을 거의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정질 

온심정지액으로 심장의 피를 씻어낸 후 정질 냉심정지

액을 심장에 관류하여 전신 순환과 관상 동맥 순환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10,16)

 이 방법은 혈장 분리 반출

법에 비해 혈역학적 불균형이나 감염의 위험이 없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응급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관상 동맥 순환에서 적혈구를 모두 제

거하기가 쉽지 않고 비관상동맥 부혈류(noncoronary 

collateral flow)로 인한 응집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11)

  넷째, 일부에서 심근 보호를 위해 저체온법을 사용하

는 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17,18)

 이에 

저체온법을 대체할 심근 보호 방법으로 normothermic 

hyperkalemic blood cardioplegia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

되었는데 Muehrcke 등은
13)
 normothermic hyperkalemic 

blood cardioplegia를 심장에 순행적(antegrade)으로, Aoki 

등은
12)
 역행적(retrograde)으로 관류시켜 한랭 응집소를 

가진 환자에서 성공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

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이 방법들 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도 있는데 Ko 

등은
19)
 수술 전 혈장 분리 반출법을 시행한 후 수술 도

중 온심정지액과 냉심정지액을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관상 동맥 우회술을 시행하기도 하 다.

  이 밖에도 Landymore 등은
3)
 혈장 분리 반출법을 시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도의 저체온법을 이용한 개심

술을 시행하여도 체외 순환시의 통상적인 혈액 희석만

으로 한랭 응집소의 역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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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 고, Moore 등은
8)
 한랭 응집소의 역가가 낮은 경

우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는 경도의 저체온에서 체외 

순환을 실시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 다.

  수술 도중 예기치 않게 한랭 응집소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외 순환을 이용하여 개심술을 계획

하는 모든 환자에서 4
o
C에서 한랭 응집소 검사를 일상

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12)
 한편으로는 

이 질환 자체가 매우 드문 질환이고 또한 전신 체온을 

낮추기 전에 혈액을 정질 냉심정지액 회로에 먼저 통

과를 시켜서 적혈구의 응집 여부를 관찰한 후 전신 저

체온법을 시행하는 것으로도 쉽게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선별 검사로 4
o
C에서 한랭 응집소 검사를 실시할 필요

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20)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한랭 응집소로 인한 적혈구

의 응집이나 용혈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

색소, 헤마토크리트, 말초 혈액 도말 검사, 소변 분석 

검사, 직접/간접 빌리루빈을 검사하고 말단 청색증, 

Raynaud 현상 등이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이 좋으며 

또한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도

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본 증례에서는 환자의 수술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

상되었고 수술 전에 환자의 한랭 응집소의 역가가 그

다지 높지 않은 상태 으므로 혈장 분리 반출법이나 

심정지액을 사용하는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단지 체온

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심실 세동을 일으켜 수

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시행한 결과 부작용 없이 성공

적으로 개심술을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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