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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피적 그물망 시술은 1987년 Sigwart 등에 의해 성공적 

시술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현재는 심혈관 치료에 일반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비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은 수술을 받지 않는 환자보다 증

가한다. 따라서 경피적 그물망 시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2)

  저자들은 수술 전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을 받은 환자에

서 광범위 방광절제술 중 스텐트 혈전이 원인이 되어 부정

맥이 발생하고 수술 직후 사망한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신장 165 cm, 체중 73 kg의 62세 남자 환자가 방광암으로 

광범위 방광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 다. 환자는 5년 전

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경구 투약 중이었으며 다른 과거

력은 없었다. 수술 전 시행한 혈액 검사는 정상범위 내에 있

었고, 심근관류 Spect에서 가역적 결손이 발견되어 시행한 

혈관 조 술에서 좌전하행 관상동맥에 80%의 협착이 발견

되어 Driver 스텐트로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을 받았다. As-

pirin 200 mg과 clopidogrel 75 mg을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 

당일부터 3주간 복용 후, 방광절제술을 하기 1주일 전부터 

중단하 다. 시술 4주 후 수술을 시행하 으며 수술 당일까

지 협심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 전 시행

한 심초음파는 정상이었고 심전도에서 우각차단이 있었다. 

수술 당일 오전에 midazolam 15 mg을 경구로 전투약하고, 

nitroglycerin은 0.5μg/min/kg의 속도로 수술 당일 새벽부터 

지속주입하 다. 

  수술실 도착 후 비침습적 혈압측정기, 심전도(II유도), 맥

박산소포화도 측정기로 감시하면서 thiopental 300 mg, vecu-

ronium 10 mg, fentanyl 100μg 정주로 마취유도 후 기관내튜

브로 기관내 삽관을 하 으며, 마취 유지는 산소 1 L/min, 

아산화질소 1 L/min, isoflurane 1-2 vol%로 하 다. 마취 

유도 후 환자의 좌측 요골동맥에 20 G 도관을 거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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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동맥압 감시를 하 고, 우측 내경 정맥에 7 Fr 삼중관 

카테터를 거치하여 지속적 중심정맥압을 감시하 다. 마취 

유도 30분 후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 시작 3시간 후 심실

상성조기수축이 발생하여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처음에는 1분에 10회의 심실상성조기수축이 보이던 

것이 수술 시작 후 4시간이 지났을 때는 1분에 20-30회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 다. 심실상성조기수축이 보이기 시작

한 때부터 nitroglycerin을 1μg/kg/min으로 증량하고, 부정맥

의 빈도가 증가할 때마다 esmolol을 35-40 mg씩 간헐적으

로 투여하 으며, esmolol 투여 후 일시적으로 부정맥의 빈

도가 감소하거나 정상 동율동으로 돌아왔다. 수술 중 혈압

은 100-110/50-60 mmHg, 심박수는 90-110회/분, 중심정

맥압은 7-12 mmHg 정도로 유지되었다. 수술 중 심전도의 

ST분절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중심정맥압은 수

술 중 점차 증가하는 양상으로 수술 시작 시 7 mmHg이던 

것이 수술 종료 시 11-12 mmHg 다. 수술 중 혈액 소실

량은 2 L 정도 으며 수술 중 들어간 수액량은 결정질 용

액(crystalloid fluid)이 약 3,000 ml, 교질 용액(colloid fluid)이 

1,000 ml, 농축 적혈구가 4 U이었고, 소변량은 시간당 1-2 

ml/kg 정도 다. 수술 시작 후 6시간 경과 시 복막을 닫고 있

을 때 발작심실상성빈맥이 130-150회/분으로 발생하면서 혈

압이 60/40 mmHg까지 떨어졌다. 즉시 phenylephrine 400 mg

과 digoxin 0.25 mg을 정맥으로 투여 후 혈압이 145/75 mmHg

로 증가하고, 발작심실상성빈맥이 소실되었으나 심실상성조

기수축은 소실되지 않았다. 발작심실상성빈맥 발생 30분 경

과 후 수술이 종료되었고 이 때 심실상성조기수축은 1분에 

5-10회의 빈도로 지속되었으며, 혈압은 130-150/60-80 

mmHg 정도로 유지되었다.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고 적절한 자발호흡을 확인한 후 발관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로 나가 약 2시간 30분 후 환자는 협심증통을 

호소하 고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보여 시행한 심초

음파에서 비정상적인 심근 운동, 즉 심첨부 무운동(apical 

akinesia)을 보 고 심혈관 조 을 시행하 다. 심혈관 조

실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혈압은 65/40 mmHg로 심인성 쇽

이 의심되었고 체외순환보조펌프(intra aortic balloon pump, 

IABP)를 삽입 후 심혈관 조 술을 하 다. 그 결과 수술 전

에 삽입된 스텐트가 완전히 막혀있는 것을 확인하 고, 즉

시 재개통을 위해 Cypher 스텐트를 삽입하 으나 곧 심실빈

맥이 발생하 고 심장율동전환을 시행하 으나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으나 사망하 다. 

고      찰

  본 증례는 수술 전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을 받은 환자에

서 수술 중 스텐트 혈전이 원인이 되어 부정맥이 발생하고, 

수술 후 사망한 사례이다. 부정맥이 수술 중 발생하여 쉽게 

교정되지 않았던 것은 수술 중 발생한 스텐트 혈전으로 인

한 심근 경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실

제 수술 후 시행한 심혈관 조 술과 심초음파에서 이러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관상동맥 성형술 초기에 스텐트 내 혈

전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시술이 필연적으로 동맥벽에 

인위적인 상처를 내게 되며 이로 인해 혈소판과 혈액응고

계가 활성화되어 급성으로 혈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

게 발생한 혈전은 사망 또는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1-4) 심혈관

계 부작용 외에도 시술 후 복용하게 되는 항혈소판 제제로 

인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과다한 출혈이 야기되기도 한

다. 따라서 수술 전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받는 환자는 수

술 중 또는 수술 후 사망률과 이환율이 증가하므로 환자관

리에 주의가 필요하다.1,2)

  본 증례의 환자는 금속 스텐트(bare metal stent, BMS)로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을 받은 후 3주간 aspirin과 clopidogrel

을 복용하 다. 그 후 1주간 항혈소판제제의 복용을 중단 

하고,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을 받은 지 4주만에 수술을 받

았다. 항혈소판 제제의 복용 중단 후 다른 항응고제는 추가

로 투여되지 않았다. 이처럼 BMS로 시술을 받은 경우 항혈

소판 제제의 투약은 1-3개월간 aspirin과 clopidogrel 또는 

ticlopidine을 같이 복용하고, 그 이후에는 aspirin만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6,7) 수술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스텐

트 혈전은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 수 시간 후부터 수일 이

내에 발생하며, 이중 항혈소판 제제(aspirin과 clopidogrel)의 

복용으로 스텐트 혈전의 빈도는 1% 미만으로 감소된다고 

하 다.4,8,9) 하지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수술에 의한 조직 

손상과 수술 후 스트레스로 인해 과다응고 상태에 놓이기

도 하고, 출혈이나 혈액희석,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응고저

하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수술을 받지 않는 환자에 

비해 심혈관 부작용의 위험도는 증가하며, 사망률은 5% 정

도로 보고되고 있다.1,4)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의 경우 항혈소판 제제를 포함한 

항응고제의 사용은 수술 기간에 과다 출혈의 위험이 있는 

반면 투약을 중단하면 스텐트 혈전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

문에 이 문제는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다. 하지만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주술기 사망률은 출혈보다는 

심혈관계 부작용에 의한 것이 크게 차지하고 또 그 결과가 

더 치명적이므로 수술 전 항응고 요법을 중단하기보다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1,2,4) 1998년 주술기 기간

에 unfractionated heparin을 지속 주입하는 방법이 소개되었

으며, Vincenzi 등은1) 관상동맥 중재시술 후 수술을 받게 되

는 환자의 항응고 요법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주술기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1권 제 6호 2006                                                                                            

762

기간에 항혈소판 제제를 중단하지 않고 복용하거나, 수술 

전 3일 이내에 항혈소판 제제를 중단하고 unfractionated 

heparin을 치료 범위(aPTT ＞ 1.5배)로 주거나 enoxaparine (1 

mg/kg/day)을 피하로 주입하는 방법이다. 또 대량 출혈을 유

발할 만한 병력이 있거나 일부 신경 외과적 수술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 제제의 투약을 중단하고 aspirin만 투약하거

나 heparin으로 전환한다.10) 

  하지만 수술 중 항응고요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술에 의

해 과다응고 상태에 노출되어있는 환자에서 스텐트 혈전은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 후 얼마간

의 기간을 두고 수술을 하는가가 혈전 발생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스텐트 혈전이 손상된 혈관내피

세포의 재생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며 따라서 혈관

내피 세포의 재생이 충분히 이루어 진 후 수술을 시행한다

면 스텐트 혈전에 의해 발생하는 심근경색이나 사망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약 8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개인에 따라 다르고 길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한다.1,4,8)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 후 비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2000년에 처음 기술되었으며, 이 보고에서 

저자는 스텐트 삽입 2주 이후에 수술을 할 것은 권고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여러 보고를 보면 4-6주 후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2,6,11) BMS를 사용한 경우 이 기간 동안 

이중 항혈소판 제제의 복용을 완전히 마칠 수 있으며, 혈관

내피세포의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8) 최근 103명을 대상

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스텐트 삽입 후 35일 이내 수

술한 환자들이 90일 이후에 수술한 환자들에 비해 사망률

이 2.5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 또 BMS를 삽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는 6주 이후에 수술을 받은 

군에서는 과다 출혈이나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었다고 한

다.12) 

  하지만 최근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약물 용출성 스텐트

(drug-eluting stent, DES)의 경우 혈관내피세포의 재생이 지

연되고, 스텐트 혈전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이런 경우 수술 

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항혈소판 제제의 복용 기

간도 수개월로 연장되어야 한다.1,6,8) 수술 전 BMS 1개와 

DES 2개를 동시에 삽입한 환자에서 수술 후 DES 2개에서

만 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13) 

  따라서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 후 6-12주 이내에는 환자

의 생명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수술에 한하여 시행하

되 수술 시기에 따라 스텐트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스텐트 혈전의 위험을 줄인다. 즉, 4주 이내에 수술

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antithrombotic coating (heparin이나 

phosphoryline)이 되어진 BMS를 사용하여 급성 혈전을 예방

하고, 1-3개월 내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standard 

non-coated BMS를 사용하며, 3개월 이후까지 연기해도 되는 

수술의 경우 DES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8,10,14)

  본 증례처럼 방광암으로 인해 시행된 광범위 방광절제술

은 수술시간이 길 뿐 아니라 많은 출혈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수술에 의한 심혈관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높다.2,5) 하

지만 악성 종양으로 인한 수술인 만큼 수술을 연기하기는 

어려운 상태 으므로 BMS 시술 후 4주 만에 수술을 시행

한 것은 불가피하 다 하더라도 수술 전 1주간 항혈소판 

제제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적절한 항응고 요법이 이

루어지지 않은 점은 스텐트 혈전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

다고 생각된다.   

  또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수술 중 적절한 환자의 감시

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속적 동맥압 감시, 지속적 중심정

맥압 감시와 더불어 5-lead의 심전도 감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환자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수

술 중이 아니라 수술 후 4일간이다. 따라서 수술 후 2일간

은 12-lead 심전도를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고, 심근 허혈이 

의심 되면 심근효소 검사도 시행해 보아야 한다. 또, 스텐

트 내 혈전의 발생이 의심이 된다면 빠른 진단과 함께 재

관류를 시행해 주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구제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1,2) 본 증례의 경우 수술 중 부정맥이 발생

하고부터 재관류가 이루질 때까지 약 8시간 정도가 소요되

었다. 이것은 수술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술

이 종료된 후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

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재관류를 위해 심혈관 조 술을 시

행 받기 전 환자는 심인성 숔으로 진행한 상태 다. 

  저자들은 수술 전 관상동맥 그물망 시술을 받은 환자가 

방광암 수술을 하던 중 스텐트 혈전이 발생하여 수술 당일 

사망한 증례를 경험하 으며, 이러한 환자의 관리 시 고려

할 사항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가 받게 되는 

수술을 이해하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에 의한 

심혈관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수술의 응급성과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술 시기를 

결정하고, 주술기 기간 동안 적절한 항응고 요법을 병행해

야 한다. 또 수술 중과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하며, 혈전 발생이 의심이 되면 빠른 진단과 재

관류를 시행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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