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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환자에서 심폐 우회술을 이용한
하대 정맥 혈전 제거술 시의 마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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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hospholipid syndrome (APS) is a rare coagulation disorder associated with recurrent arterial and venous thrombotic events. 

The hemostatic aspects of antiphospholipid syndrome (APS) in patients requiring thrombectomy along with cardiopulmonary bypass 

present unique challenges to anesthesiologists. We present the case of a 36-year-old woman with thrombosis of the inferior vena 

cava as a result of AP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precautions that are necessary during the perioperative care. The 

particularly important things are the prevention of thrombotic or hemorrhagic complications, management of the associated 

thrombocytopenia and the laboratory methods of monitoring the perioperative anticoagulation in the setting of a prolonged clotting 

time.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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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 

APS)은 인지질-단백 복합체에 한 직 인 자가 면역

(autoimmune) 항체가 발 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동ㆍ정맥 , 소  감소증, 반복 인 자연 유산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1-6) 청학  검사상 항인지질 항체

(lupus anticoagulant 양성 혹은 등도 이상의 anti-cardiolipin 

항체 역가 상승) 양성 소견을 보인다. APS에서 자가항체는 

독립 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신성 홍반성 낭창(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과 같은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련

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항인지질 항체는 일반인들의 약 1

−5%에서 발견되며 SLE 환자의 경우 30% 가까이 양성을 

나타낸다.1,2) 기타 동반되는 합병증으로는 심막염, 심근염,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과 늑막염, 늑막삼출, 성 혹은 

만성의 루푸스 폐렴과 같은 폐질환  반복 인 뇌졸  등

이 있다.3,4) 이러한 질환의 복합성 때문에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APS 환자의 경우 술 에 주요 장기에 한 주의 깊

은 평가와 함께 항응고 치료 유무, 액학  검사를 통한 

응고장애 유무와 출  경향에 한 평가가 필요하며, 주술

기 동안 과응고 상태로 인한  형성 등의 합병증을 피

하기 한 마취 리가 요구된다. 특히 APS 환자에서 심폐

우회술을 이용한 심장 수술과 같이 술  항응고제제 투여

가 요구되는 경우 술  혹은 술 후 활성 응고 시간

(activated coagulation time, ACT)과 로트롬빈 시간(pro-

thrombin time, PT) 혹은 활성화 부분 트롬보 라스틴 시간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과 같은 표식자를 

통한 항응고 상태에 한 감시도 추가 으로 요구된다.5,6) 

  본 교실에서는 36세 APS 여자 환자의 심폐우회술을 이용

한 하  정맥 개술   제거술을 해 신마취를 

시행하면서 심폐우회술 , 후 한 수 의 항응고 상태

를 유지하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수행하 기에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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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is image in the lower extremity lymphatic computed tomo-

graphy shows a large intraluminal filling defect in supra-renal 

inferior vena cava (IVC). Arrow indicates large thrombus in the 

IVC.

Fig. 2. This image in the chest computed tomography is showing 

pulmonary thromboembolism. Arrow indicates thrombus in the pul-

monary arterial tree.

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체  60 kg, 신장 157 cm의 36세 여자 환자가 하  정맥 

을 동반한 APS로 진단받고 심폐우회술을 이용한 하  

정맥 개술   제거술이 계획되었다. 과거력상 11년 

 임신 3개월에 자연 유산이 있었으며 4년  장 폴립 

제거술과 23년  충수 돌기 제거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다. 

수술 11일  복통을 주소로 응 실 내원 당시 이학  검

사상 과민 반응,  부 의 발진(malar rash), 수  

부 의 통증  압통이 찰되었고, 소 은 132,000/mm3

으로 다소 감소된 소견을 보 으며 d형 이합체(d-dimer)는 

4.82μg/ml (참고치 0−0.4μg/ml)로 증가된 소견을 보 다. 

단순 흉부 사진상 특별한 소견은 없었으나 하지 임 선 컴

퓨터 단층 촬 에서 양쪽 신정맥 상방으로부터 간정맥 유

입부 직 까지의 하  정맥 내강에 큰 이 찰되었고 

양하지 심부 정맥 내에는 특이소견이 없었다(Fig. 1). 청

학 으로 IgM anti-cardiolipin 항체가 9 IgM phospholipid 

units/L (정상치 ＜ 6.9)로 증가 소견을 보 고 임상증상과 

련하여 SLE가 동반된 APS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본원 흉

부외과에서 헤 린 투여로 치료받던  갑작스런 좌측 흉

막성 통증  경도의 호흡 곤란이 있어 시행한 흉부 컴퓨

터 단층 촬 상 폐동맥 분지를 침범한 폐색 증이 찰되

었다(Fig. 2). 심장 내 색  유무를 찰하기 해 시행한 

심 음  검사상 심장 내 은 없었으며, 승모 막과 폐

동맥 막의 경미한 역류증 이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고 

좌심실 구출률은 61%이었다. 폐동맥 분지의 색 은 그 크

기와 치가 항응고제 투여로 충분하다고 단되었지만 하

 정맥 으로 인해 반복 인 폐동맥 색 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되어 하  정맥 개술   제거

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수술 직  시행한 액 검사에서 헤마토크리트치 31.5%, 

소  237,000/mm3, PT 11.9 (참고치 11.5−15 ), Prothro-

mbin Time-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PT-INR) 0.92이었

으나 aPTT가 165 (참고치 28−45 )  d형 이합체(d-dimer) 

4.82μg/ml (참고치 0−0.4μg/ml)로 증가되어 있었고, 술  

항트롬빈치는 115% (참고치 80−120%)로 정상 범  내에 

있었으며 protein C 항원이 107% (참고치 70−130%), protein 

S 항원은 81% (참고치 60−150%)로 정상이었다. 마취 처

치는 하지 않았으며, 마취 유도  심 도와 맥박 산소 포

화도 계측기, 비침습  압 측정기  이  분 계수

(bispectral index, BIS) 감시장치(A-2000 BIS monitorⓇ,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거치하 다. 마취 유도  압은 

130/70 mmHg, 심박수는 55회/분이었다. 침습  동맥압 측정

을 해 오른쪽 요골 동맥에 20 G 카테터를 거치한 후 마

취 유도는 목표 농도 조 기로 1% propofol 2μg/ml을 목표 

농도로 설정하여 2분간 주입하면서 환자의 압을 찰하

면서 alfentanil 2,500μg을 천천히 정주하 다. 의식 소실을 

확인한 다음 vecuronium bromide 10 mg을 정주하고 기 내

삽 을 하 다. 심 정맥압을 감시하기 하여 우측 쇄골

하 정맥에 심 정맥 도 을 거치하 으며, 주술기 동안 폐 

색  크기의 증가나 색 의 이동 가능성 때문에 폐동맥 도

은 거치하지 않았다. 체온 감시를 해 직장과 비인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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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체온 탐식자(probe)를 넣었으며 경식도 심장 음  탐

식자를 삽입하 다. 마취 유지는 60−100%의 산소와 1.0−
2.5 vol%의 sevoflurane을 흡입시키면서 alfentanil 0.5−2μg/ 

kg/min, vecuronium bromide 0.7−1.5μg/kg/min를 지속 으로 

환자의 활력증상에 따라 조 해서 투여하여 BIS 수치를 40

−60내로 유지하 다. 환기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5

−45 mmHg를 유지하도록 일회 호흡량과 호흡수를 조 하

다. 한 수술  과응고성으로 인한 상 동맥 수축을 

방하기 해 nitroglycerin 0.5−1.0μg/kg/min를 지속 주입

하 고, 주술기 동안 신기능 보호 목 으로 dopamine 3μg/ 

kg/min을 지속 주입하 다. 

  마취 유도 후 시행한 기 ACT는 98 으며, 헤마토크

리트치가 28.5%이었고 소  수는 202,000/mm3이었다. 수

술은 정  흉곽 개술과 상복부 개로 시작하 다. 심폐

우회술을 하여 캐 라를 삽입하기 에 헤 린 300 units/ 

kg를 기 투여량으로 정주한 다음 5분 후 시행한 ACT는 

362 로 기 치로 정한 408 에 도달하지 않아 헤 린 150 

units/kg를 추가 투여하 고 5분 후 다시 시행한 ACT가 394

로 나왔다. 일단 심폐우회술을 하여 24 Fr 동맥 캐

라와 24 Fr. 상  정맥 캐 라(DLP, biomedicus, Medtronic 

Co., USA)  우측 퇴 정맥 내에 21 Fr 캐 라를 삽입하

다. 추가로 헤 린 150 units/kg을 더 투여하 고 5분 후 

시행한 ACT가 451 로 나와 심폐우회술을 시작하 다. 심

폐우회술 의 액 검사 소견은 헤마토크리트치가 33.1%

이었으며 소 은 189,000/mm3이었다. 심폐기 충진액은 

라즈마 용액 1,500 ml과 농축 구 190 ml, 20% 알부민 100 

ml, mannitol 80 ml  헤 린 8,500 units를 혼합하여 2,000 

ml를 만들었으며, aprotinin은 사용하지 않았고, 류는 2.4 

L/m
2/min으로 유지하 다. 심폐우회술 10분 후 ACT는 629

로 나왔으며, 60분 뒤 시행한 ACT는 588 로 나왔다. 수

술은 우심방을 개하여, 심장 내 이 없음을 확인하고 

하  정맥을 개하여 을 제거하 으며 심폐우회술 시

간은 90분이었고 동맥 결찰 시간은 41분이었다. 

  심폐우회술 종료 후 검사한 액 검사상 헤마토크리트치

는 25.5%이었으나 소 수가 42,000/mm3으로 심한 소  

감소 소견을 보 다. 곧 소  10 units를 투여하 으며 

소  투여 후 소  수치는 178,000/mm3으로 증가되었다. 

출 성 경향을 방지하기 해 vitamin K 10 mg과 tranexamic 

acid 500 mg을 정주하 고 국  APS를 방하기 해 

methylprednisolone 500 mg과 신선 동결 장 5 units를 투여

하 다. 헤 린의 화는 1 mg/kg의 protamine을 기 용량

으로 투여한 후 ACT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 용량 투여를 

결정하기로 하 다. Protamine 60 mg 투여 5분 후 시행한 

ACT는 184 으며 정 수 으로 단하여 추가 인 pro-

tamine은 투여하지 않았다. 

  수술  과정 동안 환자의 활력 징후는 안정 이었으며 

심폐우회술 /후 체온은 36.4/36.5oC, 심폐우회술 동안 최  

체온은 26.6oC이었고, 추정 총 실 량은 1,200 ml, 투여된 

수액은 정질액 7,200 ml와 소  10 units, 신선 동결 장 

5 units 으며 소변량은 7,000 ml이었다. 수술 후 환자는 의

식 회복 없이 기 내삽 을 유지한 상태로 환자실로 이

송되었고 환자실에서의 액 검사상 소  수치는 

165,000/mm3이었고, PT 14.2 , aPTT 80.8 로 연장되어 있

었다. 환자실 도착 후 곧 PT-INR 2.5−3.0을 목표로 정맥

내 헤 린과 경구용 coumadin 투여를 병용하 다. 술 후 5

일째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PT-INR을 지속 으로 감시하면

서 항응고제를 투여하여 PT-INR을 2.63으로 상승시킨 후 술 

후 23일째 aspirin과 coumadin을 동일 용량으로 경구 복용 

유지한 상태로 퇴원하 다. 

고      찰

  증례는 SLE를 동반한 APS 환자의 심폐우회술을 이용한 

심장 수술을 시행할 경우 심폐 우회술  헤 린 항성에 

한 고려뿐만 아니라 심폐우회술 종료 후 소  감소증

에 한 처치와  생성방지를 한 한 protamine 투

여량의 고려 등의 복합 인 마취 리가 필요함을 보여 다. 

APS는 반복 인 동, 정맥 에 의한 폐쇄와 반복

인 유산, 등도의 소  감소증 그리고 루푸스 항응고 인

자, anticardiolipin 항체 혹은 β2-glycoprotein I 에 한 항체

와 같은 항인지질 항체가 양성일 경우 진단할 수 있다.
1-6) 

원발성 APS는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 APS를 말하며, SLE

와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동반할 때는 속발성 APS이

라고 한다. 한 신 에 의해 성으로 다발성 장기 

손상이 일어난 경우를 국  APS (catastrophic APS)라고 

하고 이는 사망률이 50%에 이른다. 임상 으로 발병군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3：7로 여자에서 휠씬 많이 발생된

다고 하며, 평균 발병 나이는 38세이다. Asherson은7) 250명

의 국  APS 환자 에서 원발성 APS와 속발성 APS의 

비는 각각 49.6%와 50.4%를 차지하 으며 속발성 APS  

동반된 질환의 분포는 SLE 40%, lupus-like disease 5%, 신

성 경화증 1.6%, 류마티스성 염 1,2%, 궤양성 장염 

1.2% 그리고 염 0.4%이었다고 보고하 다. APS의 병인

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 져 있지 않지만 지 까지 알려

진 원발성 APS 혹은 국  APS의 유발인자는 감염, 외상/

수술, 항응고제의 사용과 련된 문제, 종양, 산과  문제 

등이 있으며 그 에서도 감염이 가장 요한 유발 인자이

다. 그러나 일반 으로  형성에 향을 주는 인자들, 

를 들어 장기간의 침상 안정, 오래 앉아 있는 상황, 지질 

이상 증, 당뇨, 신증후군, 비만, 유  응고 장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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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APS의 발병과 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수술  APS의 과응고성으로 인한  생성은 치명 일 

수 있기 때문에 가  수술 에 APS의 진단이 이루어져

야 한다. Sheikh 등은8) 술 에 진단하지 못한 APS 환자에

서 이 에 이식한 의 으로 재수술을 한 후 심부 

정맥 증과 폐색 증, 하지 허 에 의한 발가락 단 등

을 경험한 증례를 보고하면서 술  APS의 진단이 요하

다고 강조하 다. SLE 는 의 병력이 있거나 헤 린 

사용과 련이 없는 aPTT의 연장과 소  감소증이 동반

될 때는 APS로 의심을 해야 하며, 충분한 술  검사가 이

루어져야 한다. APS환자의 수술 에는 헤 린을 사용하기 

에 ACT를 시행해두어야 하며, 수술  생성방지를 

한 헤 린의 양은 기 치의 2배의 PTT와 ACT를 목표로 

하여 투여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9) 본 증례에서는 마취유

도 직후 헤 린 투여를 피하고 심폐우회술 에 헤 린을 

투여하 다. 그 이유는 APS 환자가 일반 으로 과응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출 에 한 험은 높지 않다고 하나 본 

증례의 경우는 하 정맥에 근을 한 상복부 수술의 시

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로 인한 출 량의 증가가 

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폐우회술 후 protamine으로 

헤 린을 화할 때에는  생성 억제를 해 목표 ACT

를 기 ACT의 2배로 하 다.

  헤 린 표 용량인 300−400 units/kg로 투여 후 목표 

ACT 480 에 도달하지 않아 추가 인 헤 린이 요구될 때 

헤 린 항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antithrom-

bin III나 신선 동결 장의 투여가 고려될 때 헤 린 항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10) 증례에서는 심폐 우회술 에 

총량 600 units/kg의 헤 린을 주입하 으나 목표 ACT에 다

소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헤 린 항성은 선천

성 혹은 후천성 antithrombin 결핍증이 일차 인 원인이지만 

antithrombin과 련이 없는 헤 린 항성의 기 이 있을 

수 있으며, 소 , 섬유소,  표면, 장단백질 등이 헤

린의 항응고작용에 향을 주어 나타날 수 있다.11) 증례

와 같은 APS환자의 과응고성은 높은 농도의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s, protein C와 S와 같은 항응고 체계의 손

상   내피 세포에서의 prostacyclin 생성의 감소 등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12) 증례의 경우 술  antithrombin 

III치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antithrombin III의 정주보다는 신

선 동결 장 주입으로 헤 린 항성을 교정하려고 고려

했지만 심폐 우회술 동안 ACT가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되

었기 때문에 신선 동결 장은 투여하지 않았다.

  APS 환자의 경우 소  감소증은 20−40%정도에서 나

타나며 항인지질 항체가 없는 SLE 환자보다 항인지질 항체

가 있는 SLE 환자에서 3배 정도 더 빈번하게 동반된다고 

한다.2) 증례에서 나타난 심폐우회술 후 심한 소  감소증

은 체온이나 심폐기 혹은 흡인에 의한 소  손상  

활성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사용된 헤 린과 같은 약물

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APS 환

자의 소  감소증과 헤 린 기인성 소  감소증(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HIT)과의 연 성이 제시되고 있다. 

Alpert 등은13) anti-heparin platelet factor 4 (anti-HPF4) 항체가 

HIT 동반 유무와 상 없이 SLE 환자에서 발견되었으며 

APS가 나타난 SLE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했

다. 항인지질 항체와 anti-HPF4항체가 연 성을 보이는 원인

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 지지 않았지만 본 증례와 같이 

APS 환자에서 수술  심한 소  감소증이 나타난다면 

술 후 환자 리에 있어서 HIT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추가 인 출 을 일 목 으

로 심폐 우회술 후 소  투여 이외에 vitamin K와 trane-

xamic acid 500 mg을 정주하 다. 심폐우회술 종료 후에는 

사용한 헤 린의 화를 해 protamine을 사용하는데 APS

환자의 경우 항응고제의 단은 국  APS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14) 일반 으로 국  

APS의 치료로는15) 항응고제(헤 린 정주), 섬유소 분해제

(streptokinase), prostacyclin, corticosteroids, 장 교환법, 신선

동결 장, 면역 억제제 (cyclophosphamide), 항생제 등이 있

으며 증례에서는 국  APS를 방하기 해 methylpred-

nisolone 500 mg과 신선 동결 장 5 units를 투여하 다. 

  Massoudy 등은16) 심폐우회술을 사용하여 심장수술을 한 5

명의 APS환자에 해 보고하 는데, 이  술 에 APS로 

진단된 3명  1명과 진단되지 않았던 2명은 주술기 동안 

사망하 고 술 에 APS로 진단된 3명  2명이 생존하 으

며, 생존한 2명은 심폐 우회술 종료 시 헤 린 화를 해 

protamine을 통상 인 용량의 1/2만 사용하 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다. 그들은16) 심장 수술을 받는 APS환자는 

고 험군에 두어야 하며 심장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명 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한 aprotinin은 

아직까지 임상 인 찰 연구에서 과응고를 일으킨다고 밝

지지는 않았지만 몇몇 경험이 많은 술자들에 의해 상 

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후 에 의한 이식 의 폐쇄와 

같은 과응고 상태의 원인이 아닌가 의심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1/2으로 여서 사용했다고 했다.16) 본 증례에서도 

심폐기 충진액에 aprotinin은 넣지 않았으며, 술 후 과응고 

상태에 따른  형성 등의 합병증을 방하기 해 pro-

tamine 투여시 1 mg/kg를 회 주입량으로 정하고 ACT 값

에 따라 재투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 으며, protamine 

회량 투여 후 ACT가 기 치의 2배 정도인 184 로 나와 

추가 인 protamine을 투여하지 않았다.

  결론 으로 APS환자의 심폐우회술을 이용한 심장수술 시 

수술  주요장기에 한 주의 깊은 평가와 함께 항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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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유무, 액학  검사를 통한 응고 장애 유무와 출  

경향에 한 평가가 필요하며, 수술  방, 헤 린 

항성과 소  감소증에 한 처치와 고려가 필요하며 

심폐우회술 종료 후  생성 억제를 한 한 용량의 

protamine 사용이 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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