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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과 의사에게 있어서 주술기에 일어나는 혈액 응고 장

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수술 중 과도한 출혈을 

예방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수혈을 줄임으로써 수혈에 의해 

일어나는 감염 및 면역 억제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지

의 여부는 기존의 출혈 시간(bleeding time, BT),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트롬빈 시간

(thrombin time, TT), 섬유소원 농도(fibrinogen), 응고 요소 측

정(coagulation factor assay), 혈소판 응집 검사(platelet aggre-

gation test)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으나 

이러한 검사들은 복합적인 혈액 응고의 연쇄 반응을 전반

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각각의 단편적인 상태만을 나타내

며 그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특이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1) 이러한 예로서 출혈 시간 검사는 응고 시간

의 지연이 혈소판 기능 이상에 따른 것인지 혹은 혈소판 

수치 부족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고, 혈전 용해의 

정도를 검사하는 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s는 간질환 및 

신질환에 있어서 그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며, 혈소판 응집 

검사는 검사가 용이하지 않으며 검사상의 이상을 출혈의 

예상 인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되었다.2)

  이에 비해 혈전 탄성 묘사도(Thromboelastograph, TEG)는 

혈액 응고의 연쇄 반응에 있어서 혈전의 생성부터 용해까

지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을 전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혈전의 생성 및 용해의 균형 상태를 판별할 수 있

는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혈

액 응고 장애 및 혈소판 기능 장애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

는 간이식 수술, 심장 수술 및 산과 수술에 있어서 TEG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술을 받지 않

는 환자에게 있어서 항응고 약물의 적정한 농도 결정에 있

어서 TEG를 활용하는 등,4) TEG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수술 중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출혈이 외과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 혹은 외과적 요인과는 상관없이 환자의 혈액 응고 체계

의 결함으로 발생하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TEG가 매

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TEG에 대한 이해는 

마취과 의사가 출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관리하면서 정

확한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TEG의 원리, 종류, 임상적 적용 및 한

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TEG의 원리 
 

  1948년에 독일의 Hartert가 실험실의 연구 도구로서 개발

한 이래 TEG의 임상적 적용은 미미하 으나 1985년 Kang 

등이5) 간이식 수술 중 혈액 응고의 변화를 TEG로 감시하

여 보고한 후 TEG의 임상적 유용성이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간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심장 수술, 

산과 수술 등에서도 혈액 응고 감시 장치로 사용되게 되었다. 

  TEG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oC로 가온된 컵과 

torsion wire에 달려 있는 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데, 컵을 37oC로 가온하기 위해서는 TEG를 작동하기 전 약 

30분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하다. 컵이 가온된 후에는 컵 내

에 환자로부터 채취한 0.36 ml의 혈액을 넣고 핀을 컵 내에

서 4, 5회 정도 상하로 움직인 후에 핀을 하강시킨다. 마지

막으로 혈액이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ineral oil로 봉을 한 후에 TEG를 작동하게 된다. 컵은 

양 방향으로 각각 4.5초 동안 4o 45́의 각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1회의 회전 시 1초의 정지 시간을 포함하여 10초가 

소요되며 그래프는 2 mm/min의 속도로 기록된다. 혈전의 

형성 정도에 따라 핀도 컵과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며 이 때 

점성 탄력성(viscoelasticity)에 의해 발생되는 회전력이 torsion 

wire에 전달되어 TEG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다. 혈전

이 전혀 형성되지 않을 경우 TEG는 직선의 그래프로 나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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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r time (reaction time), K time (clot formation 

time), α angle, maximum amplitude (MA), LY60 등 5가지의 

지표가 측정되는데(Fig. 2), r time은 혈액을 컵에 넣고 TEG 

작동을 시작하여 그래프 상의 amplitude가 2 mm의 크기에 

이르는 시간을 말한다. 혈액 응고 초기의 섬유소 형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r time이 연장되는 것은 응고 인자의 결핍, 

항응고 제제의 작용, 중증의 저섬유소원혈증(hypofibrigenomia)과 

연관이 있으며 r time이 정상치보다 감소되는 것은 과응고

증이 있음을 의미한다. K time은 r time에서부터 amplitude가 

20 mm에 이르는 시간을 나타낸다. K time은 혈전이 형성되

어 견고해지는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K time의 감소는 

섬유소원 수치의 증가와 혈소판 기능 증가시 나타나며 항

응고 제제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 α angle은 r time에서부터 

K time의 amplitude 20 mm까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

하는 것으로 K time과 같이 혈전이 형성되어 견고해지는 

속도를 나타낸다. r + K time은 coagulation time을 나타내

며 α angle과 함께 저섬유소원혈증(hypofibrigenomia)과 저혈

소판증 시 감소하게 된다. MA는 그래프 상에서 가장 큰 

amplitude를 나타내는데 응고된 혈전이 가장 견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LY60은 MA에 도달한 후 60분이 경과한 후 

섬유소 용해가 나타난 정도를 퍼센트로 표시한 것으로 

LY60의 수치가 높은 것은 섬유소 용해가 많은 것을 의미한

다. 이와 비슷한 수치로 섬유소 용해의 정도를 clot lysis 

index (CLI)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MA에 도달한 60분 

후의 amplitude/MA × 100 (%)로 나타낸다. 이외에 

coagulation index (CI)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r time, K 

time, α angle, MA로부터 전반적인 환자의 응고 상태를 표

시하는 것으로 CI = -0.1227r + 0.0092K + 0.1655MA -

0.041α-5.0220의 수식에 의해 구하며, celite에 의해 활성화

된 혈액의 경우에는 CI = -0.3258r-0.1886K + 0.1224MA 

+ 0.0759α-7.7922로 구한다. CI의 정상치는 -3에서 + 3

까지이며 CI가 3보다 큰 경우에는 과응고의 양상을, -3보

다 적은 경우에는 저응고의 양상이 있음을 의미한다.1)

TEG의 종류 

    Native blood TEG

  혈액 자체만을 사용하여 검사하며, 환자에게서 채혈한 후 

6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Douning 등은7) TEG

를 검사하는데 있어 컵 안의 혈액 온도가 37oC 이하일 경

우 MA는 별다른 향을 받지 않지만 r time과 coagulation 

time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고 보고하 는데 이와 같이 저체

온증이 혈액의 응고에 향을 미칠 수 있고 TEG에도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의 저체온증이 혈액 

응고에 미치는 향은 TEG의 온도를 변화시켜 실제 체온과 

37oC의 온도에서 나타나는 TEG의 차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수혈을 피할 수 있다. 

    Citrated blood TEG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으로 6분 이내에 TEG 검사를 시

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검사가 지연되는 것이 예상될 경우

에는 3.2% (0.105 M) sodium citrate를 1：9의 비율로 혈액과 

혼합하여 상온이나 4oC 온도에서 보관하며, TEG 검사를 위

Fig. 1. Principles of thromboelastography.

TEG recording

4.45'

Torsion wire

Pin

Cup
Whole blood 0.36 ml

Fibrin strand

NORMAL
R/K/MA/Angle = Normal

HEPARIN
R/K = Prolonged, MA/Angle =
Decreased

THROMBOCYTOPENIA
R = Normal, K = Prolonged,
MA = Decreased

FIBRINOLYSIS 
(UK, SK or TPA)
R = Normal, MA =
Continuous decrease

HYPERCOAGULATION
R/K = Decreased,
MA/Angle = Increased 

NO PLATELET
FUNCTION (DIC)
R = Prolonged, MA/Angle
= Decreased

(From Mallett SV, Cox DJA: Thrombelastography. Br J Anaesth
1992; 69: 307-13.)

(From Thromboelastograph operations manual and user's guide
published by Haemoscope, Skokie, I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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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핀을 컵에 하강시키기 직전에 0.2 M calcium chloride

를 1：17의 비율로 citrate가 첨가된 혈액과 혼합한다. 즉 

0.2 M calcium chloride 0.02 ml와 3.2% sodium citrate가 첨가

된 혈액 0.34 ml를 혼합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 때 

4oC 온도에서 보관되었던 혈액은 calcium chloride를 첨가하

기 전에 15분 간 상온에 보관하여 상온의 온도로 가온 한 

후에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Sodium citrate 첨가 후 보관한 혈액에서 시간에 따른 

TEG의 변화를 혈액 채취 직후에 sodium citrate를 첨가하지 

않고 검사한 혈액과 비교한 결과를 Camenzind 등이6) 보고

하 는데, sodium citrate를 첨가한 직후에 calcium chloride를 

첨가한 혈액은 r time이 증가하고 α angle이 감소하며, MA

가 감소하는 저응고 양상을 보이며, sodium citrate 첨가 후 

30분부터 1시간까지는 r time, K time이 감소하고, α angle

은 증가하며 MA는 감소하 다. 그 이후 1시간부터 8시간까

지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며 sodium citrate로 혈

액을 보관할 때에는 1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TEG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하 다. 반면 Bowbrick 등은8) sodium 

citrate로 처리한 혈액을 4
oC의 온도에 보관할 경우에 45분에

서 150분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며,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에

는 30분에서 120분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120분이 넘으면 K time과 α angle이 의미있게 차이난다고 

보고하 다. 한편 Manusco 등은9) 간경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 채취 4분 이내의 TEG와 sodium citrate를 처리한 후 60

분과 120분 사이에 검사한 TEG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음

을 보고하 다. 이러한 보고들을 볼 때 sodium citrate로 처

리한 혈액을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60분에서 

120분 사이에 TEG 검사를 하는 것이 혈액 채취 직후에 검

사한 TEG와의 차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Celite activated TEG

  Silica 입자가 혈액 응고를 활성화시켜 TEG 검사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 신속한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 

30분 만에 TEG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며,10) 심폐 우

회술 중에는 ACT 튜브에서 혼합한 혈액으로 TEG 검사를 

하면 r time이 ACT time과 동일한 TEG 결과를 얻을 수 있

다고 한다.11)

    Heparinase guided TEG 

  혈액에 Flavobacterium heparinium에서 추출한 heparinase를 

사용하여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다른 요소들에 향을 미

치지 않고 환자의 혈액 응고에 향을 주는 heparin의 효과

를 알아볼 수 있다. 즉 혈액 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의 혈액

을 heparinase로 처리한 TEG와 heparinase로 처리하지 않은 

TEG를 비교함으로써 heparin 효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심폐 우회술을 사용한 심장 수술 환자에게 유용한 검

사 방법이 될 수 있는데 r time이 같다면 protamine 효과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12,13) 헤파린이 TEG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Martin 등이14) 말초 혈관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헤파린 투여 후 ACT가 160초 이하일 

Fig. 2. Analysis of thromboelastography. The value of r time (reaction time) is measured from the time of sample placement in the cup until 

the tracing amplitude reaches 2 mm. This represents the rate of initial fibrin formation. Prolongation of the r time may be related to heparin 

administration, clotting factor deficiencies, or severe hypofibrigenomia. K time (clot formation time) is measured from r time to the point where 

the amplitude of the tracing measures 20 mm. Coagulation time (r time + K time) is effected by the activity of the intrinsic clotting factors, 

fibrinogen and platelets. The value of α is formed by the angle formed by the upslope of the TEG tracing from the r to the K value. It denotes 

speed at which solid clot forms. Decreased values may occur with hypofibrigenomia, thrombocytopenia, thrombocytopathy. Maximum amplitude 

(MA) value represents maximum clot strength. A60 is the amplitude of the tracing measured 60 minutes after the MA and is a measure clot 

retraction or 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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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TEG의 변수들이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200초 이하

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회복된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정확한 TEG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

게 TEG 검사를 하여야 하며 TEG 종류에 따른 각 변수들의 

정상치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Table 1).

TEG의 임상적 적용

  TEG는 간이식 수술에서 혈액 응고 양상의 감시 장치로 

사용된 이래, 혈액 응고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과도한 출혈 

및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수술, 산과 수술,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환자에 있어서 혈액 응고 감시 장치로서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또한 대량 수혈이 필요한 외상 환자들과 항

응고제의 치료가 적정한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외래 환자들

에서 TEG를 사용하는 등 그 역이 점차 넓혀지고 있다. 

또한 TEG는 수술장 내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를 비교적 빠르게 알 수 있어 환자의 혈액 응고 상태를 관

리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데 이러한 

TEG의 임상적 적용에 있어서 각 분야의 활용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간이식 수술 

  간이식 수술을 받는 많은 환자들이 수술 전에 혈액 응고 

체계에 문제가 있어 출혈성 경향을 나타낸다. 수술 중에도 

무간전기(preanhepatic phase), 무간기(anhepatic phase), 재관류

(reperfusion) 및 신생간기(neohepatic phase)에 따라 혈액 응고 

양상이 매우 심하게 변하며, 무간기 시에 정정맥 우회술

(veno-venous bypass)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도 혈액 응고 체

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 특히 간이식 수술에 있어서는 혈

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

에 있어서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15) 이의 적절한 감시

가 간이식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출혈을 줄이고 

불필요한 성분 수혈을 줄임으로서 유병률 및 사망률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간이식 수술을 받

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수술 전 및 무간전기에는 간질환 자

체로 인한 혈액 응고 요소의 결핍, vitamin K의 흡수 저하, 

비장의 비대 및 골수에서의 혈소판 형성 저하에 의한 저혈

소판증(thrombocytopenia) 및 thromboxane A2 수치의 저하 등

으로 인해 혈액 응고의 장애가 일어나며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PA),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PAI), α2 

antiplasmin의 생성 및 제거의 불균형에 의해서 섬유소 용해

가 일어나서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무간기에는 이

러한 혈액 응고 이상이 더욱 심화되며 tPA의 제거가 간에

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섬유소 용해가 심하게 

일어나며 TEG에서 r time, K time이 증가되고 α angle, MA

는 감소되며 LY60은 증가되는 양상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

나게 된다. 무간기 종료 직전에서 재관류 직후 시기에는 혈

액 응고 장애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데 tPA, PAI, α2 

antiplasmin의 생성 및 제거의 심한 불균형, 그리고 공여 간 

내피 세포의 손상에 의한 tPA와 헤파린양 물질(heparin-like 

substance)의 유입과 공여 간을 공여자로부터 제거하기 직전

에 투여하 던 heparin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8-20) 재관류 직후에는 이러한 항응고 인자들로 인해 

종종 TEG가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혈액 응고 장

애가 혈액 응고 요소의 결핍에 의한 것인지, 혹은 헤파린 

및 헤파린양 물질에 의한 것인지, 혹은 tPA와 같은 섬유소 

용해 인자에 의해 섬유소 용해가 심하게 일어나 TEG가 직

선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재관류 

직후에는 3 channels TEG를 이용하여 원인 분석을 하게 되

는데 첫 번째 컵에는 환자의 혈액 0.36 ml를 넣고, 두 번째 

컵에는 환자의 혈액 0.33 ml에 헤파린 중화제인 0.01% 

protamine 0.03 ml를 첨가하거나 heparinase 처리된 컵을 사

용하여 헤파린 효과를 검사하고, 세 번째 컵에는 환자의 혈

Table 1. Normal Ranges of Each Parameters in Different Types of Thromboelastograph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Variables 
Sample typ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α angle Maximum 
 r (mm) r + K (mm) LY60 (%)

(degrees) amplitude (mm)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tive whole blood 21-30 35-40 30-41 45-54 0.0-0.0 

Celite-activated whole blood 10-15 16-20 49-60 54-63 0.0-0.0

Recalcified native whole blood 15-23 23-34 34-48 34-46 0.0-0.0

Recalcified Celite-activated native
  9-13 12-20 55-62 45-53 0.0-0.0
whole bloo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from Thromboelastograph operations manual and user's guide published by Haemoscope, Skokie, I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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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0.33 ml에 0.1% tranexamic acid를 0.03 ml를 첨가하여 섬

유소 용해 효과를 검사한다. 환자의 혈액만을 넣어 검사한 

TEG와 비교한 결과에 따라 헤파린 효과를 중화시키는 

protamine 또는 항섬유소 용해 제제인 tranexmic acid를 환자

에게 투여하여 혈액 응고 장애를 교정할 수 있다(Fig. 3). 

재관류 후 신생간기에는 TEG가 개선되는 것으로 이식된 간

의 기능을 판별할 수 있다. 간이식 수술 중에 발생하는 혈

액 응고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성분 수혈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PT, aPTT, 섬유소원 수치에 따라 성분 수혈을 하는 

방법은 혈액 응고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변하는 간이식 수

술에 있어서 부적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ang 등은19) 

TEG에 의한 성분 수혈의 지침을 제시하 는데 r time이 15

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2-4 units의 신선 동결 혈장

을, MA가 40 mm 미만일 경우에는 1 unit/10 kg의 혈소판을 

수혈하고, 이러한 성분 수혈이 혈액 응고를 개선시키지 않

거나 혹은 α angle이 40o 이하일 경우에는 6-12 units의 동

결 침전물(cryoprecipitate)를 수혈할 것을 권고하 다.

  한편, 간세포암종(hepatocellular carcinoma), 원발 쓸개관 간

경화(primary biliary cirrhosis), 경화 쓸개관염(sclerosing cholangitis) 

환자에게 있어서는 응고 장애에 의한 출혈성 경향을 보이

는 경우는 드물고 정상적인 혈액 응고 인자 수치를 나타내

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과응고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종

종 있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성분 수혈이 간이식 수술

을 받는 환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혈전증을 야기시킬 수 

Fig. 3. Thromboelastography (TEG) 

analysis examined 5 min after reper-

fusion in liver transplantation. These 

3-channel TEG analysis showed that 

fibrinolysis was predominant immedi-

ately after reperfusion period in this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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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과응고증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으나, 일반적인 검사법에서는 혈소판이나 섬유소원이 과도

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응고 상태임을 판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TEG상에서 r time이 정상보다 감소되어 있

고, α angle은 증가하며, MA가 70 mm 이상으로 증가한 경

우에는 과응고증이라고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과응고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 TEG는 가장 적절한 검사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간이식 수술 시 뿐만 아니라 수술 

후 antithrombin III와 C 단백질의 감소에 의한 과응고증으로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기

적인 TEG 검사를 통해 과응고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임상

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심폐 우회술을 사용한 심장 수술 

  심장 수술에 있어서 심폐 우회술을 사용할 경우에 있어

서 체외 순환로의 표면과의 접촉에 의해 혈소판의 감소 및 

기능 저하, 응고 요소의 활성화 및 결핍, 섬유소 용해증, 그

리고 체외 순환 중에 투여되는 헤파린의 잔여 효과 및 저

체온증에 의해 혈액 응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21,22) 기존의 혈액 응고 검사를 통하여 이

러한 혈액 응고 장애를 검사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심폐 우회술의 사용시 응고 상태와 헤파린의 효과가 적

절한지의 여부는 ACT 검사로 확인하게 되는데 ACT 검사

가 수술장 내에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초기의 섬유소 형성에 관한 시간만을 제시하여 줄 뿐, 

심폐 우회술이 혈소판과 섬유소의 상호 작용에 미치는 전

반적인 효과, 혈전의 강도 및 혈전 용해, 헤파린의 잔여 효

과에 있어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Ereth 등은23) 혈소판 기능 장애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TEG

의 MA가 가장 민감한 변수임을 보고하 으며 Spiess 등은24) 

심폐 우회술을 이용한 심장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ACT, 

TEG, PT, aPTT, 혈소판 수치, 섬유소원 등의 혈액 응고 검

사를 비교 분석하 는데 TEG가 다른 검사에 비해 수술 후 

출혈에 의한 재수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또한 Tuman 등은25) 심폐 우회술의 종료 

후 기존의 혈액 검사와 TEG를 비교하 는데 기존의 혈액 

응고 검사는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TEG는 비정상으로 나타

났으며 TEG가 수술 후 출혈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Kang 등은26) 관상 

동맥 우회술이나 판막 수술을 받은 3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92%의 환자가 신선 동결 혈장을, 30%의 환자가 혈소

판을 수혈받았으나 동일한 환자들의 TEG를 기초로 할 때 

신선 동결 혈장을 수혈할 적응증이 되는 환자는 없었으며, 

60%의 혈소판 수혈이 불필요했으므로 TEG에 기초한 수혈

이 불필요한 수혈을 줄일 것이라고 보고하 다. Shore- 

Lesserson 등은27) 수혈의 가능성이 높은 심장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혈액 응고 검사에 의한 수혈과 TEG에 기

초한 수혈을 비교하 는데 TEG에 기초한 수혈이 기존의 혈

액 응고 검사에 기초한 수혈에 비해 수혈의 빈도 및 수혈

량이 적었음을 보고하 다. 그가 사용한 TEG에 기초한 수

혈 지침을 참고로 기술하면 1) heparinase guided TEG의 r 

time이 heparinase를 사용하지 않은 TEG r time의 절반 이하

일 경우에는 protamine 50 mg을 투여하 고, 2) 출혈이 계속

되며 혈소판의 수치가 100,000/μl 이하이면서 MA가 45 mm 

이하일 경우에는 6 units의 혈소판을 수혈하고, 3) 혈소판 

수혈 후에도 계속 출혈을 하면서 r time이 20 mm 이상일 

경우에는 2 units의 신선 동결 혈장을 수혈하고, 4) 이러한 

수혈 요법에도 계속적인 출혈과 함께 섬유소원 수치가 100 

mg/dl 이하일 경우에는 동결 침전물 10 units를 수혈하며, 5) 

출혈이 멈추지 않고 LY30 ＞ 7.5% 이상일 경우에는 항섬유

소 용해제를 투여하 다고 하 다. 

  Essell 등은28) 성분 수혈을 하는데 있어서 TEG와 혈소판 

수, 출혈 시간(bleeding time), 혈소판 평균 용적과의 상관 관

계를 비교한 결과 기존의 검사에 비해 TEG가 민감도(sen-

sitivity)는 비슷하나 특이성(specificity)은 더 높음을 보고하면

서 TEG가 정상인 환자에게 있어서는 성분 수혈을 하지 말

아야 한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TEG의 이용은 심폐 우회술을 사용한 심장 수

술에 있어서 헤파린의 잔여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혈액 

응고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혈액 응고 기능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수혈을 줄임과 동시에 적절한 

수혈을 시행함으로써 심장 수술에 있어서 출혈과 연관된 

유병률을 줄이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산과 수술

  산모에서 혈액 응고 연쇄 반응과 혈소판의 반응이 증가

하고 antithrombin III, protein C와 S 등의 항응고 요소의 역

할이 감소하여 생리적으로 과응고 상태가 되는데 임신 첫 

3개월에 과응고 상태가 되어 TEG의 r time이 감소되고 MA

와 CI가 증가하며 임신 말기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TEG의 

변화가 더욱 심화되며 혈전의 강도가 점점 커진다. 전자간

증이 있는 산모에서는 저혈소판증, 응고 요소의 결핍으로 

인해 혈액 응고 체계에 장애가 생기며 심한 경우에 있어서

는 DIC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Sharma 등

은29) 정상 산모와 경증의 전자간증 산모, 그리고 혈소판 수

치가 100,000/μl 이상인 중증의 전자간증 산모의 TEG는 의

미 있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경증의 전자간증 산모는 오히

려 과응고 상태를 나타내고, 혈소판 수치가 100,000/μl 이하

인 중증의 전자간증 산모의 TEG에 있어서는 모든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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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응고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또한 혈소판 수치와 

MA, 혈소판 수치와 coagulation index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지만 TEG를 기초로 한 경막외 마취의 안정성에 대

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하지만 Campos 등은 면역학적으로 야기된 혈소판 감소 

자색반병(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이 있는 산모에게 

있어서 기존의 혈액 응고 검사와 정상적인 TEG를 바탕으로 

Whitacre 바늘을 이용하여 ropivacaine과 fentanyl을 뇌척수액

내에 주입하여 후유증 없이 성공적으로 진통을 조절하 음

을 보고하 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자간증이 있는 산모나 

혈액 응고에 장애가 있는 산모에서 TEG를 이용한 경막외 

마취 및 척추 마취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이다. Liu 등은30) 산모의 양수는 과응고 현상을 일으키나 

섬유소 용해는 일으키지 않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양

수 색전증이 일어난 산모에게 있어서 TEG가 유용하다고 보

고하 다.

    기  타

  TEG는 이러한 수술 이외에 심한 출혈 및 저체온증을 동

반한 외상 환자,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들에서 적정 용량을 결정하고 수술 후 혈소판 응고 정

도의 평가,31)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에 의한 혈액 응고 양

상 변화의 추적32) 등 그 사용 범위가 점차로 넓어지고 있다. 

TEG의 한계

  TEG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도 함께 나타

내고 r time이 혈액 응고 인자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는 있

으나 응고 인자의 상태를 상세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저용

량의 aspirin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TEG가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듯이 혈소판의 adhesion, release 반응 상태를 

표시할 수 없으며, 혈소판과 혈관 내피 세포와의 상호 작용

을 알 수 없다. 또한 아직까지 Federal Drug Administration 

(FDA) 이나 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에서 공인

을 받지 못하 다.11) 최근에 미국 College of American pa-

thologists (CAP)에서 시행하고 있는 TEG 정도 관리(quality 

control)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공인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CAP 정도 관리 검사에서 ± 3 

standard deviation (SD) 이내의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면 

TEG 기계나 TEG 실행 방법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을 권유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정도 관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TEG가 수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간이식 수술에서 

Kang 등이 제시한 지침 및 심장 수술에 있어서 Shore- 

Lesserson 등이 사용한 지침 등 몇몇 지침들이 보고되고 있

으나 TEG를 바탕으로 한 수혈에 대한 지침은 좀 더 많은 

광범위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TEG의 유용

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연구가 나오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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