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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용출성 스텐트 삽입환자의 비심장 수술 중 발생한 
Very late stent thrombosis

—증례보고—
주기독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  종  필ㆍ박  천  희ㆍ최    석

Very late stent thrombosis of DES implanted patient during noncardiac surgery

− A case report−
Jong Pil Moon, Cheon Hee Park, and June Seog Choi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Gwangju Christian Hospital, Gwangju, Korea

  Very late stent thrombosis after implantation of drug eluting stent is rare, but its consequences are potentially fatal.  Stent thrombosis 

may be occurred in perioperative period because of interruption of anticoagulation therapy and intraoperative hypercoagulability.  We 

report a case of very late stent thrombosis in a 49-year-old male patient during total gastrectomy.  ST-segment elevation in lead II 

occurred during the surgery and followed by cardiac arrest.  After external cardiac massage and electrocardioversion, normal sinus 

rhythm was restored.  Postoperative 12 lead ECG showed ST-segment elevation in leads II, III, aVF and serum cardiac enzymes 

such as CPK, CK-MB, and Troponin T were markedly elevated. Postoperative coronary angiography showed complete occlusion of 

the right coronary artery stent.  Emergency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was performed and the patient recovered 

uneventfully.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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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노령화  서구식의 식생활

로 인해 상동맥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피  

상동맥 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받는 환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PCI분야는 1977년에 

풍선확장술(balloon angioplasty)이 처음 소개된 이후로 많은 

발 을 이루어 왔다. 리 사용되던 풍선확장술은 성 

 폐쇄와 재 착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었

고, 이를 극복하기 해 상동맥 스텐트가 도입되었다. 

재는 모든 PCI 환자의 90%이상에서 스텐트 삽입이 이루어

지고 있고[1], 그  부분을 약물 용출성 스텐트(drug elut-

ing stent, DES)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DES 삽입 후에 스텐

트 증(stent thrombosis, ST)의 발생빈도가 속 스텐트

(bare metal stent, BMS)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DES의 안 성에 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2].

  이런 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가 비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삽입된 스텐트의 종류와 삽입시기에 따라 

심 계 합병증 발생 험이 높아 이런 환자의 수술 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들은 과거력상 DES로 상동

맥 그물망 시술을 받은 환자가 제술 도  스텐트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심정지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신장 170 cm, 체  68 kg의 49세 남자 환자가 진행성 

암 진단 하에 제술을 받기 해 입원하 다. 과거력



 Moon et al：Very late stent thrombosis during noncardiac surgery

801

Fig. 1. (A) Normal electrocardio-

gram preceding operation, (B) Post-

operative electrocardiogram shows 

significant ST-segment elevation in 

leads II, III, and aVF.

상 환자는 10년 부터 당뇨로 경구 투약 이었고 60갑년

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는 내원 21개월 에 하지 

골 로 입원 치료하던  심근경색이 발견되어 우 상동맥 

원 부와 좌 하행동맥 근 부에 DES (TaxusTM)로 상동맥 

그물망 시술을 받았고, 12개월 동안 aspirin과 clopidogrel을 

복용한 후 aspirin은 지속해 왔으나, 외과의사의 요구에 의해 

수술 7일 부터 aspirin도 투여를 단한 상태 다. 입원 후 

시행한 액검사에서 당 295 mg/dl, Hgb A1c 9.6%로 잘 

조 되지 않은 당뇨병 소견을 보 으며, 수술  시행한 심

도, 심장 음 , 심장  조 술상에서 특이 소견은 

찰되지 않았다(Fig. 1A). 마취 투약은 수술실 도착 30분

에 midazolam 2 mg, glycopyrrolate 0.2 mg, famotidine 20 mg

을 근주하 다.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비침습  압측정

기,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로 감시하면서 fentanyl 50μg, 

midazolam 2 mg, propofol 70 mg, rocuronium 50 mg 정주로 

마취유도 후 내경 8.0 mm 기 내튜 로 기 내 삽 을 하

고, 마취유지는 O2 1 L/min, air 2 L/min, sevoflurane 1−2 

vol%로 하 다. 마취유도 후 환자의 좌측 요골동맥에 20 G 

도 을 거치하여 지속 으로 압을 감시하 고, 마취유도 

20분 후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  활력징후는 압 110

−140/65−90 mmHg, 심박수 70−80회/분, 맥박산소포화도 

100%,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36−42 mmHg로 유지되었고, 

심 도상 특이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수술 시작 3시간 후 

심 도상 lead II에서 ST 분  상승이 찰되기 시작하여 

nitroglycerin을 1.0μg/kg/min으로 지속주입하면서 환자를 주

의 깊게 찰하 다. 그 후 10분 뒤에 압이 80/45 mmHg

으로 감소하고, 심박수는 110회/분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여 dopamine 5−8μg/kg/min을 지속 정주하여 압 105−
120/65−70 mmHg, 심박수 100−110회/분으로 유지하 고, 

집도의에게 알려 수술을 서둘러  것을 부탁하 다. 당시 

검사한 동맥  가스분석 소견은 pH 7.38, PaCO2 40.5 

mmHg, PaO2 219.6 mmHg, HCO3
− 27.7 mEq/L, BE −0.1 

mEq/L, SaO2 99.9%이었고, 심장효소검사 결과는 CPK, CK- 

MB  Troponin I가 각각 63 U/L, 3.0 U/L, 0 ng/ml로 정상

범 다. 그 후 50분간 ST 분  상승이 지속 으로 심해지

는 양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 다. 즉시 체

외심장마사지를 하면서 360 J의 제세동을 시행하여 심정지 

3분만에 정상 동율동을 회복하 지만 여 히 ST 분  상승

은 계속 찰되었다. 당시 활력징후는 심박수 130회/분, 

압 100/55 mmHg, 맥박산소포화도 100%, 호기말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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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ostoperative coronary angiography showing complete occlusion of the right coronary artery stent, (B) Restoration of flow in the 

right coronary artery after successful recanalization.

분압 42 mmHg이었고, 동맥  가스분석 소견은 pH 7.32, 

PaCO2 49.2 mmHg, PaO2 311.6 mmHg, HCO3
− 25.6 mEq/L, 

BE −0.4 mEq/L, SaO2 99.9%이었다. 수술은 심정지 발생 30

분 후 종료되었고, 수술  액 소실량은 200 ml정도 이었

으며, 수술  들어간 수액량은 1,500 ml, 소변량은 350 ml 

정도 다. 수술 종료 후 환자는 기 내 삽  상태로 환자

실로 이송되어 동조성 간헐  강제 환기 방식으로 기계  

환기를 시작하 다. 수술 후 실시한 12 lead 심 도상 lead 

II, III 그리고 aVF에서 ST 분  상승이 보 으며(Fig. 1B) 

심근효소검사상 CPK, CK-MB  Troponin I가 각각 3,515 

U/L, 62.0 U/L, 92.36 ng/ml로 상승된 소견을 보여 성 하

벽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 고, 응  상동맥 조 술을 시

행하기 해 심장내과의사에게 진을 의뢰하 다. 수술 종

료 1시간 후에 상동맥 조 술을 시행하 고, 그 결과 우

상동맥 원 부에 삽입된 스텐트가 으로 인해 완  

폐쇄된 소견을 보 으며 즉시 경피  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하여 재 류에 성공하 다(Fig. 2). 이 후 환자상태는 

비교  안정 이었으며, 수술 8일 후 일반병실로 이송되었

고, 추  찰한 심장 음 와 상동맥 조 술 상에서 특

이 소견 찰되지 않아 수술 후 16일 만에 후유장애 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상동맥 스텐트는 크게 속 스텐트(BMS)와 약물 용출

성 스텐트(DES)로 구분된다. BMS를 삽입한 환자의 12−
20%에서 재시술을 필요로 하는 스텐트내 재 착(in-stent 

restenosis)이 발생하는데[3], 이러한 재 착은 내피세포

의 정상 치유과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생 내막 비후

(neointimal hyperplasia)에 의한 것이다. DES는 BMS의 스텐

트내 재 착을 이고자하는 노력 끝에 1990년  후반에 

도입되었다. DES는 기존의 스텐트에 평활근 증식과 신생 

내막 비후를 억제하는 약물을 도포하여 재 착을 방하기

해 고안되었고, 그 결과 재 착율을 5%정도까지 감소시

켰다[4]. 재 주로 사용 인 DES는 sirolimus라는 면역 억

제제를 도포한 CypherTM stent와 항암제인 paclitaxel을 도포

한 TaxusTM stent가 있다. 기에 DES는 재 착율을 감소시

키는데 아주 효과 이어서  세계 으로 리 사용되어왔

다. 하지만 스텐트내  형성을 방지하기 해서는 스텐

트 시술 후  내피세포의 형성이 필수 인데 이를 억제

함으로 인해 스텐트 증의 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는 사실이 최근 들어 알려지게 되었다. Moon 등은 후향

인 연구를 통해 스텐트 증의 발생빈도가 1.14% 으며, 

상동맥 조 술로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등 

스텐트 증이 의심되는 경우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임

상에서의 TaxusTM 스텐트 증의 빈도는 기존의 보고보다

는 높을 것으로 상하 다[5]. 이런 스텐트 증은 그 발

생 시기에 따라 스텐트 삽입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성 

스텐트 증(acute ST), 1−30일 이내에 발생하는 아 성 

스텐트 증(subacute ST), 1−12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만

성 스텐트 증(late ST), 그리고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아

주 늦은 스텐트 증(very late ST)으로 나  수 있다. 

BMS에서는 성과 아 성 스텐트 증 발생이 부분이

고, 만성 스텐트 증 발생은 드물다[6]. 하지만 DES의 

경우는 어느 시기에서든 스텐트 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특히 BMS에 비해 very late ST의 

발생이 더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7,8]. 스텐트 증은 

어떤 부 의 이 막히느냐에 따라 임상 양상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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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가장 흔하게는 심근경색이나 사로 발 되고[6,9], 

그 외에도 불안정성 심증, 심부 , 부정맥 등의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높은 사망률과 연 이 있다[8].

  스텐트 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요한 험인자

는 항 소  치료의 조기 단이고, 그 밖의 다른 험 요

인으로는 신부 , 당뇨, 심장박출증, 탈수, 분지부 병변, 

흡연력 등이 있다[5,8]. 특별히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수술

에 의한 조직 손상과 수술 후 스트 스로 인해 과다 응고

상태에 놓이게 되고,주요 수술 후에는 최소 7일 동안 과다

응고 상태가 지속되므로[10] 스텐트 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스텐트 증을 이기 해서 aspirin과 clopidogrel

을 이용한 이  항 소  치료(dual antiplatelet therapy, DAT)

가 가장 리 사용 인데, BMS의 경우는 스텐트 내 내피

세포의 형성이 한달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DAT만으로 충분하며, DES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

지만 약물이 서서히 용출됨으로써 내피세포형성이 지연되

기 때문에 재는 어도 DAT를 12개월간 유지하고 aspirin

은 평생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1,12].

  상동맥 그물망 시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이  항 소  치료의 유지는 수술 후의 과다 출

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단은 스텐트 

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술기에 항 소  치료를 어

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요하다. 주술기 동안의 aspirin 단

은 성 상동맥 증후군과 스텐트 증의 주요 험요

인이므로 가능하다면 외과의사의 동의를 얻어 aspirin은 지

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두개강내 수술, 경요도 립선 제

술등 aspirin 사용이 심각한 출 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 Vincenzi 등은 주술기 동안

에 항 소  제제를 지속하는 방법과 수술  3일 이내에 

항 소  제재를 단하고 unfractionated heparin을 치료범

(aPTT ＞ 1.5배)로 지속 으로 주입하거나, 어도 1 mg/kg/ 

day의 enoxaparin을 피하로 주입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14]. 

Broad 등은 수술 5일 에 clopidogrel을 단하고 수술 3일

에 환자를 입원시켜 tirofiban과 unfractionated heparin을 주입

하여 수술 6시간 에 지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DES 삽입

환자의 성공 인 주술기 리 사례를 보고하 다[15]. 이런 

주술기 항 소  치료는 삽입 스텐트의 종류, 삽입 시기, 

수술의 응 성, 수술로 인한 출  험도, 스텐트 증 

발생 험요인 유무 등 각 환자의 상황에 따라 심장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간의 긴 한 조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하겠다.

  본 증례의 환자는 수술 21개월 에 DES를 삽입하고, 12

개월간의 이  항 소  치료를 하 지만 스텐트 증이 

발생한 경우이다. 환자가 당뇨, 흡연력 등의 험인자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스텐트  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채 수

술  1주일 동안 aspirin을 단한 과 주술기 동안 

한 항응고 요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스텐트 증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해 성 심근경

색과 심정지가 발생하 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스텐트 삽입

환자의 부분에서 DES를 선택하고 있는 경향으로 볼 때 

이 환자에서처럼 이  항 소  치료를 완료한 후에 비심

장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  항 소  치료를 계획 로 끝마쳤다

고 하여서 스텐트 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다. 한 실제 임상에서 TaxusTM 스텐트를 시

술받은 환자들을 상으로 증의 빈도와 임상  특징을 

알아본 Moon 등의 연구에서[5] DAT를 끝마치고 aspirin을 

복용 인 환자에서도 스텐트 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

는 것을 보면 주술기에 aspirin 복용만으로 스텐트 증을 

방하는 것은 부족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주요 수술을 받

을 환자나 고 험군의 환자에서는 Broad 등이 보고한 사례

처럼 좀 더 추가 이고 극 인 항 소  치료를 통해 

증 발생을 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결론 으로 본 증례를 통해 약물 용출성 상동맥 스텐

트를 삽입한 환자가 비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주술기 

리 시 고려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술

기 어느 시기에든지 스텐트 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

식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삽입된 스텐트의 종류와 시술 

날짜, 수술의 응 성을 악하여 한 수술 시기를 결정

한다. 셋째, 주술기 동안 항응고 요법을 어떻게 유지 는 

체 할 것인지 심장 내과, 외과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넷째, 수술 에는 5-lead 심 도 감시, 지속  동맥압 감시, 

지속  심정맥압 감시를 통해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찰하며 필요하다면 경식도 음 의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수술 후에는 최 한 빨리 항응고요법을 다시 시작

하여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고, 고 험군의 환자에서는 

12-lead 심 도와 심장효소검사를 통해 추  찰한다. 여섯

째,  발생이 의심되면 빠른 진단과 함께 재 류를 시행

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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