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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홍반루푸스에 동반된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환자의
마취 및 수술 후 중환자 관리
 증례 보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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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and Postoperative Intensive Care for Patient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is and Antiphospholipid Syndrome
 A Case Report 
Sung Wook Park, Yong Il Kim, Keon Sik Kim and Moo Il Kwo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he antiphospholipid syndrome (APS) is characterized by vascular thrombosis despite of prolongation of coagulation profile in laboratory findings and pregnancy morbidity in the presence of antiphospholipid antibody. It occurs
primarily or secondarily to autoimmune disease. This case report concerns a pelviscopic left ovarian cystectomy in a
32-year-old female with APS and systemic lupus erythematosis. To manage the hypercoagulability, oral warfarin and
low molecular weight haparin were given pre- and postoperatively. In perioperative period, we monitored activated
clotting time to prevent intraoperative thrombosis and tried to avoid dehydration, hypothermia an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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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인지질항체 증후군(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

증

례

APS)은 후천적 과응고성을 보이는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
나로 동정맥 혈전증, 망상피반(livedo reticularis), 뇌경색, 정

32세의 키 159.5 cm, 체중 46.7 kg의 여자환자로서 3일 전

신과적 문제, 반복적인 유산 및 혈소판감소증 등을 특징적

부터 지속된 복통을 주소로 응급실을 통해 산부인과에 입

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중환자실이나 정규 수술 중, 또는 산

원하였다. 입원시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상 좌측 출혈성

모의 분만 시에 마주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1)

특히 APS

난소 낭종 소견을 보였으며 골반경하 좌측 난소 낭종 제거

환자는 대부분 혈액응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를 투

술이 계획되었다.

여받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출혈성 경향 및 수술 중 과응

환자는 15년 전 SLE 및 루푸스신장염(lupus nephritis), 폐

고성으로 인한 혈전증 등의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

색전증, 좌측 슬와동맥 혈전증으로 신장내과에서 입원 치료

저자들은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is, SLE)

받은 후 추적관찰 중이었으며 12년 전부터 30개월에 걸쳐

에 동반된 APS환자의 골반경하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를 시행받은 바 있었다. 내원

술전후 관리 및 수술 중 전신마취 관리를 성공적으로 마쳤

8년 전에는 루푸스신장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methylpredni-

기에 이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solone pulse therapy 및 혈장분리반출술(plasmapheresis) 시행
후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당시 검사상 항인지질항체는 IgG
(immunoglobulin G) 7.5 GPLunit/mL, IgM (immunoglobuli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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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MPLunit/mL로 나타났으며 8개월 후 다시 측정시 IgG
1.2 GPLunit/mL, IgM 26.0 MPLunit/mL가 검출되어 APS로
확진되었다. 또한 이 때 시술받은 좌측 팔의 동정맥루는 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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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에 걸쳐 폐색되어 혈관성형술 및 재수술을 받다가 내

INR, ACT 274초를 보였으며 수술 다음날부터 4일간 heparin

원 6년 전 우측 팔에 다시 동정맥루를 시술받았으며 그 후

5,000 U/day를 투여하였다. 환자의 혈색소 수치는 4.6 g/dl를

우측 쇄골하정맥 폐색으로 두차례에 걸쳐 스텐트 삽입술을

보여 세척농축적혈구 2 unit를 투여하였으며 혈액투석은 주

시행받은 바 있었다.

당 3회 계획으로 시작하였다. 중환자실에서의 활력징후가
3

입원 후 시행한 검사소견상 혈소판 수치는 178,000/mm 으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수술 4일 후 일반병실로 이송된

로 정상소견이었으나 프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이

후 warfarin 8 mg을 경구로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수술 1주

29.1초(참고치는 12.5∼14.7초),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

후 수술 창상의 출혈양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과응고성에

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은 114.7초(참고

따른 혈전증에 대한 징후도 보이지 않아 수술 창상의 봉합

치는 29∼43초)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PT는 2.94 international

사를 제거하였다. 수술 1주 후 측정한 환자의 혈색소 수치

normalization ratio (INR)로 역시 연장되어 있었다. 환자의

는 6.9 g/dl, aPTT 80.3초, PT는 1.45 INR로 나타났으며 수술

혈색소는 7.6 g/dl로 빈혈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입원 후 복

10일 후의 검사결과는 혈색소 수치 7.5 g/dl, aPTT 105.8 초,

용중이던 warfarin 7 mg/day을 중단하고 enoxaparin 40 mg을

PT 2.15 INR에 도달하였다. 환자는 이후 별다른 수술 합병

1일 2회 피하주사하였으며 수술 전 마지막 투여는 수술 18

증을 보이지 않은 채 적절한 회복을 보여 수술 12일 후 퇴

시간 전에 시행하였다. 입원 3일째 혈액 투석 후 aPTT

원하였고, 퇴원당시 검사결과는 혈색소 수치 7.6 g/dl, aPTT

129.7초, PT 3.39 INR로 더욱 연장되었으나 수술 당일인 입

84.8초, PT 2.34 INR이었다.

원 4일째 오전에 측정한 aPTT는 106.6초, PT는 2.06 INR로
나타났으며 blood urea nitrogen/creatinine ratio (BUN/Cr) 수치

고

찰

는 19/5.6 mg/dL이었다.
수술 당일 혈전방지용 압력스타킹(antithrombosis stocking)

APS는 항인지질항체(antiphospholipid antibody, aPLA)가 존

을 병실에서부터 양측 하지에 착용시켰으며 수술장 내원시

재하면서 반복되는 동맥 또는 정맥 혈전증과 임신합병증을

의 활력징후는 혈압 112/78 mmHg, 심박수 82회/분, 호흡수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단독적으로 발생하거나 SLE 등 다

20회/분, 고막체온계로 측정한 체온은 섭씨 36.4도로 정상소

른 자가면역질환과 연관되어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2)

견을 보였다. 마취유도시 propofol 80 mg을 정주하여 의식소

또한 APS 환자의 20∼40%에서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나는데

실을 유발하였으며 atracurium 25 mg을 투여한 후 충분히

대부분 경도(50,000∼100,000/mm3)이며 혈전증 치료 방침의 변

근이완이 되었음을 확인한 뒤 성공적으로 기관내 삽관을

경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중등도의 혈소판감소증(50,000/

하였고 3.0∼5.0 vol%의 desflurane과 산소 2 L/min, 의료공기

mm3 이하)은 비교적 드물며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

(medical air) 2 L/min 흡입으로 마취유지를 하였다. 마취중

도 흔치 않다.3)

환자감시를 위해 좌측 요골동맥내 카테터 거치를 통한 침

aPLA는 크게 루푸스항응고인자(lupus anticoagulant)와 anti-

습적 혈압측정, 동맥혈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

cardiolipin antibody로 구분할 수 있다. 루푸스항응고인자는

압, 심전도 및 Bispectral index (A-2000 BIS monitorrⓇ, Aspect

aPTT 등 인지질 의존성 응고검사를 연장시키는데 이때 정

Medical System, USA)를 사용하였으며 활력징후의 별다른

상적인 저혈소판 혈장의 혼합으로는 검사결과가 교정되지

변동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

않으며 충분한 인지질을 추가시 교정된다.4) Anticardiolipin

피부절개 30분전에 예방적 항생제로 ceftriaxone 2 g을 정

antibody는 IgG, IgM, IgA 항체 등의 동형 면역글로불린으로

주하였으며 마취 유도 직후 병실에서부터 투여중이던 생리

나타나는데 그 중 IgG 항체는 중등도나 고농도로 검출되는

TM

식염수 외에 혈장증량제(볼루벤 , 프레지니우스카비, 독일)

환자에서 혈전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 진단적 정확성이

를 추가로 투여하였고, 즉시 시행한 활성혈액응고시간(act-

높지만 IgM이나 IgA 항체는 그 진단적 정확도가 IgG 항체

ivated coagulation time, ACT) 검사결과는 387초로 나타났다.

에 비해 떨어진다.5)

TM

수술 중 수액은 항온주입기(Ranger

blood/fluid warming

APS에서 발생하는 혈전성 합병증의 병리기전으로는 항인

system, Arizant healthcare, USA)를 이용하여 섭씨 40도로 가

지질항체가 결합하여 내피세포의 활성화를 일으키거나, an-

온하여 투여하였으며, 수술 침대에는 체온 조절용 매트리스

ticardiolipin 항체가 산화된 저밀도 지질단백과 교차작용을

o

를 온도 41 C로 유지 적용하였다.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수

하여 생기는 혈관 내피의 손상, 항인지질항체의 혈액응고를

술 중 추정실혈량은 200 ml이었고, 교질용액 100 ml와 생리

조절하는 protein C와 protein S 등 인지질결합 단백의 작용

식염수 300 ml가 투여되었다. 수술 종료 시점에 ACT를 다

을 방해, 혈소판의 활성화, 섬유소용해능(fibrinolytic activity)

시 검사하여 365초로 나타났으며 자발호흡 재개와 의식회

의 장애, 항트롬빈 III 활성의 억제 등의 기전이 제시되고

복을 확인한 후 발관하여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있다. 또한 이로 인한 혈전성 합병증이 APS 환자의 이환과

수술 당일 저녁 중환자실에서 측정한 검사상 PT는 1.51

사망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6,7) 신장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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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은 신혈관의 모든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이 원

있다.12)

인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는 APS에 의한 신질환이 동반된 루

APS 환자는 대부분 항응고요법을 받고 있으므로 수술을

푸스신장염에 있어서 면역억제치료와 더불어 장기간에 걸

받을 경우 적절한 혈액응고능력 검사를 통하여 혈액응고체

친 항응고요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8)

계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13) Heparin을 이용한 항응고요

APS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임상기준과 하나

법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중 heparin 농도를 측정

이상의 검사상 기준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임상기준으로는

하거나 ACT 혹은 트롬빈시간(thrombin time)을 측정할 수

혈관내 혈전증(방사선검사상 또는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동

있는데 ACT나 트롬빈시간은 APS 환자에게 존재하는 루푸

맥, 정맥 또는 작은 혈관에서의 혈전증)과 3회 이상의 임신

스항응고인자의 영향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heparin 사용

10주 이내 설명되지 않는 유산, 1회 이상의 임신 10주 후의

전에 기저치를 측정하여 이와 비교하는 방법이 추천된다.14)

설명되지 않는 태아사망, 또는 1회 이상의 전자간증, 자간

본 환자에게 계획된 수술이 1시간 가량의 비교적 짧은 수

증, 태반불충분(placental insufficiency)으로 인한 조산 등이

술이어서 저자들은 수술 중 혈액응고능력 검사를 위해 상

있다. 검사상 기준으로는 항낭창항체(antilupus antibody)의

기 검사법 중 가장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ACT 측정법을

검출 또는 중등도 이상의 anticardiolipin IgG와 IgM 항체의

사용하였으나 마취과로 수술 계획이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 등이 있는데 이는 6주 이상 떨어진 기간에서 2회 이

환자에게 heparin이 사용되고 있어 기저치를 측정하지는 못

2)

상 나타나야 한다.

본 환자에 있어서는 처음 SLE를 진단

하였다. 수술 시작시 측정한 환자의 ACT는 참고치보다 비

받을 때에 폐색전증 및 좌측 슬와동맥 혈전증을 보였으며

교적 크게 증가되어 있었고 이는 수술 전 사용된 heparin의

낭창성 신염(lupus nephritis) 급성악화시 시행한 검사에서

영향 외에 루푸스항응고인자의 영향도 상당부분 작용하였

anticardiolipin antibody가 검출되어 APS를 확진할 수 있었다.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환자의 PT INR이 APS 환자에

SLE 환자 중 aPLA를 가진 환자에게는 저용량의 aspirin

게 권장되는 범위 안에 있었고 별다른 출혈성 경향도 보이

투여가 권장되며, APS 환자 중 정맥내 혈전증이 있었던 경

지 않아 수술은 그대로 진행시켰다.

우에는 경구용 항응고제를 투여하여 목표 PT INR을 2.0∼

본 환자에서 혈장증량제로 사용된 Hydroxyethyl starch

3.0 INR로 유지하고 동맥내 혈전증이나 반복되는 혈전증이

(HES) 용액은 혈장응고인자를 희석시키고 혈소판 기능을

있는 경우에는 보다 강한 항응고제 요법으로 목표 PT INR

변화시켜 혈액응고를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교

을 3.0∼4.0 INR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SLE와 APS 환자

적 최근에 소개된 HES 130/0.4 용액(볼루벤TM, 프레지니우스

가 임신시에는 unfractionated heparin 또는 low molecular

카비, 독일)은 이전의 HES 200/0.5 용액에 비하여 혈액응고

weight heparin (LMWH)과 aspirin을 병용 투여하여 관리하여

능력의 저해가 적게 나타나며 부인과 수술시 보다 안전하

9)

APS 환자 같은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

게 사용할 수 있다.15)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수술 중

가 선택수술을 시행받는 경우에는 수술 4일 전에 warfarin

HES 130/0.4 용액의 투여가 APS 환자에게 있어서 수술 중

투여를 중단하고 수술 전후에 LMWH를 투여하되 수술 12

과응고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야 한다.

∼24시간 전에는 LMWH 투여를 중단하고 수술 12시간 후

본 환자의 경우 수술 4일전부터 warfarin 투여를 중단하고

부터 unfractionated heparin 또는 LMWH 투여를 재개하며 수

LMWH인 enoxaparin을 투여하였으며 그 마지막 투여는 수

10)

그

술 18시간 전에 시행하였다. 수술 중 혈전방지용 스타킹 착

리고 항응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척추 마취나 경막

용 등 앞서 기술된 여러 처치를 시행하여 수술 중 혈전증

외 마취를 시행할 경우 척수강내 출혈로 인한 척수 압박,

예방을 도모하였으며 예방적 항생제로 ceftriaxone을 2 g 투

하지 마비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척추마취는 정

여하였다. 다만 환자가 말기성 신질환(end stage renal dis-

상적인 혈액응고능을 보이는 환자에게만 적용하고 주사침

ease)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수술 중 실혈량

삽입이나 카테터 제거는 항상 한 번에 성공하도록 하여야

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수술 중 수액 투여는 총

한다.11)

400 ml로 제한하였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는 출혈성 경향

술 당일부터 warfarin 투여를 재개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APS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혈전증의 발생을 막

을 보이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며 heparin을 투여하여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추천되고 있다. 우선 혈전

PT INR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수술

방지용 스타킹을 착용시키고 탈수 및 정맥찌꺼기(venous

후 관리를 마칠 수 있었다.

sludge)를 막으며 저체온증을 방지하여야 하고 모든 정맥내

이처럼 APS 환자에게 수술 및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수액은 가온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

특징적인 과응고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적당한 혈액응고

고 hydralazine 등 혈전증을 유발하는 약제를 피하고 전혈과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aPTT, PT

혈장제제는 혈전증으로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INR 등의 혈액응고능력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 관찰하여

가급적 투여하지 말되 필요시 농축적혈구제제는 투여할 수

야 하며, 수술 전후에 걸쳐 warfarin이나 heparin 같은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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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ACT, 트롬빈시간 또
는 혈중 heparin 농도측정 등을 통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하
고, 수술 중에는 혈전증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여 수술 중 혈전증을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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