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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수술 시 지혈대 사용을 위해 하지 압박 중
발생한 폐혈전색전증
-증례 보고전북대학교 의과대학 1마취통증의학교실 및 2임상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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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lmonary Thromboembolism Associated with Leg-squeezing in a Femur Surgery Patient
-A case reportDeok-Kyu Kim, M.D.1, Sang-Kyi Lee, M.D.1,2, and Seong-Hoon Ko, M.D.1
1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nd 2Research Institute of Clinical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Intraoperative pulmonary thromboembolism (PTE) is rare, but is nevertheless one of the important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patients undergoing surgery. However the detection of PTE is
difficult because it's clinical symptoms and signs are nonspecific during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We experienced a patient of PTE, which suddenly developed a decreased blood pressure and arterial
oxygen tension during the fractured leg-squeezing with Esmarch bandage in a femur surgery. The patient
was diagnosed PTE with post-operative spiral computed tomograph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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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증은 혈전, 지방, 종양 세포, 공기, 양수 등

술 도중 지혈대(tourniquet) 사용을 위해 하지 끝부터

이 정맥순환계로 유입되어 발생하며, 수술 중에는

체간부로 압박붕대를 감아 올라가는 중 발생한 일시

드물게 발생되는 합병증이지만 신속한 진단과 적절

적인 혈압감소, 수술 중 투여산소 농도에 비해 낮은

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치명적이어서 수술

동맥혈산소분압과 수술 후 회복실에서 저산소혈증을

환자의 치사율과 유병률의 큰 원인 중 하나이다.1)

보인 55세 여자환자에서 수술 후 나선형 전산화 단

그렇지만 폐색전증의 진단에 필요한 특이적인 증상

층촬영으로 폐혈전색전증을 진단하여 이에 대해 보

과 징후가 없어 진단이 늦어져 많은 경우에 사망한

고하는 바이다.

다.

2)

저자들은 전신마취 하에서 원위부 대퇴골 골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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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55세 여자 환자는 수술 7일 전 미끄러져 넘어지면
서 발생한 우측 원위부 대퇴부 골절로 본원 정형외
과에 입원하였다. 과거력상 4년 전 추간판 탈출증, 1
년 전 좌측 척골 골절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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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당시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 수술적 교정이 계

주입과 ephedrine 10 mg씩 2차례, atropine 0.5 mg 투

획되었으며, 수술 전 일반 혈액 검사, 화학 검사, 혈

여로 혈압을 측정하지 못한지 5분에 혈압이 65/45

액응고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은 정상이었고, 흉

mmHg로 비침습적 혈압측정기에서 측정되었고, 심전

부 방사선 검사 소견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심

도 상에서 심박수는 90회/분으로 증가하였고 ST-분

전도 검사에서 흉부유도 V1-5에서 T-파 역전 소견이

절의 하강이 최대 -1 mV로 관찰되었다. 이후 ephe-

보였으나 동위원소를 이용한 심근관류 검사는 정상

drine 10 mg 추가 투여와 dopamine 지속정주를 시작

소견이었다.

혈압

하였다. 좌측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거치하여 침습적

130/80 mmHg, 심박수 80회/분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동맥혈압을 감시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호흡음은 양

환자는 전투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술실로 이송

측 흉부에서 정상적으로 청진되었다. 혈압저하가 발

병실에서

측정한

활력징후는

되었으며, 수술실 도착 당시 불안해하고 있었고, 이

생한 후 10분 후에 활력징후는 혈압 90/60 mmHg,

때 활력징후는 혈압 140/90 mmHg, 심박수 90회/분

심박수 110회/분, 맥박산소포화도 97%, 호기말이산

이었고, 맥박산소포화도는 98%였다. 환자의 불안 상

화탄소분압 22 mmHg로 회복되었고, 이 때 동맥혈

태를 감안하여 전신마취를 선택하여 propofol과 remi-

가스 검사 상 FiO2 1.0에서 pH 7.34, PaCO2 48 mmHg,

fentanil을 각각 혈중농도 5.0μg/ml와 4.5 ng/ml로 목

PaO2 206 mmHg, HCO3 25.9 mmol/L, SaO2 100%,

표농도조절 주입하고, rocuronium 50 mg을 정주하여

혈색소 9.0 g/dl, 헤마토크릿은 29%였다. 5분 후에

근이완시킨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호기말이

혈압 130/90 mmHg, 심박수 115회/분, 호기말이산화

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14 G 카테터 정맥

탄소분압은 29 mmHg로 상승하며 환자의 상태가 안

로를 확보했으며, 소변량 측정을 위해 도뇨관을 삽

정되어 이후 5분 후에 dopamine 투여를 중지하였다.

-

입하였다. Propofol, remifentanil을 이용한 목표농도조

FiO2 1.0의 산소 농도에 비하여 동맥혈산소분압

절주입법으로 마취를 유지했으며 N2O를 사용하지

(206 mmHg)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탄산혈증(46 mmHg)

않고 의료용 공기를 사용하여 FiO2 0.5의 산소를 투

을 보이고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활력징후가 거의

여하였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혈압 100/70 mmHg, 심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마취유도 후 수술 준비기간

박수 80회/분, 맥박산소포화도 99%, 호기말이산화탄

동안 수술 시작에 맞추어 마취의 심도를 상대적으로

소분압 30 mmHg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수술을 준

깊게 유지해서 발생한 심한 혈압감소와 이로 인한

비하였고, 이때의 propofol과 remifentanil의 목표 혈

폐의 환기/관류 불균형으로 호흡사강이 증가하여 발

중농도는 각각 3.0μg/ml와 2.0 ng/ml였다.

생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거의 회복

수술체위는 앙와위였고 수술 준비가 끝나고 수술

된 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수술

시작에 맞추어 propofol과 remifentanil의 목표 혈중농

을 시작하였다. 수술 시작 30분 후 환자는 특이할

도를 각각 4.5μg/ml와 4.0 ng/ml로 높인 후, 수술 시

변화가 없었으며 활력징후는 혈압 120-130/90 mmHg,

지혈대(tourniquet) 사용을 위해 수술 부위 하지를 거

심박수 100회/분,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30 mmHg,

상하고 Esmarch 붕대로 발끝에서부터 하지를 쥐어짜

맥박산소포화도 98%였고, 동맥혈 가스 검사상 pH

며 서서히 감아 올라가 골절부위를 지나 대퇴부에

7.30, PaCO2 50 mmHg, PaO2 183 mmHg (FiO2 0.6),

있는 지혈대까지 압박한 후 지혈대를 350 mmHg의

HCO3 24.5 mmol/L, SaO2 100%였다. 총 수술 시간

-

압력으로 작동시켰다. 이때 갑자기 호기말이산화탄

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수술 도중 환자의

소분압이 30 mmHg에서 22 mmHg로 감소되었으며,

활력징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지혈대는 수술

비침습적 혈압측정기는 혈압을 측정하지 못하였고,

종료까지 작동하고 있었다. 수술 종료 직전 시행한

심전도 상 심박수는 90회/분으로 증가하였다. 지혈대

동맥혈 가스 검사 상 pH 7.30, PaCO2 47 mmHg, PaO2

작동 전의 마지막 측정된 혈압은 90/60 mmHg이었

118 mmHg (FiO2 0.6), HCO3

다.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은 점차 10 mmHg 이하로

98%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120/90 mmHg, 심박수

-

23.1 mmol/L, SaO2

감소되었으며 심박수도 45회/분으로 감소하였고 맥

100회/분이었다. 투여한 산소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산소포화도는 82%였다. 모든 마취약제의 투여를

동맥혈산소분압의 저하가 심해졌지만 근이완 역전과

중지하고 FiO2 1.0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빠른 수액

의식 각성 후 환자의 산소화 상태를 다시 평가하기

김덕규 외 2인：하지 압박 중 발생한 폐혈전색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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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iral chest computed tomogram. The arrows indicate thrombi in both main pulmonary arteries.

로 하고 neostigmine 1.5 mg과 glycopyrrolate 0.4 mg

혈산소분압이 낮아 저산소혈증을 보이고, 수술 중

으로 근이완을 역전시켰다. 수술 종료 후 5분에 자

동맥혈이산화탄소분압과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의 차

발호흡이 양호하고 구두명령에 반응할 정도로 의식

이가 크고, 일시적이지만 심한 저혈압과 심박수 감

이 회복되었으며, 그 후 10분 후에 대기 중에서 맥

소 소견과 대퇴골 수술, 수술 전 침상생활 등으로

박산소포화도는 92% 이상 유지되며 환자 스스로 기

폐색전이 의심되어 내과와 협진하여 수술 종료 4시

도유지가 충분함을 확인하고 기관내관을 발관하고

간 후에 흉부 및 하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

회복실로 이송하였다.

다. 양측 폐동맥에 폐혈전색전이 관찰되고 하대정맥

회복실에서 Venturi 마스크를 통하여 분당 10 L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맥박산소포화도 97% 이상, 혈압

의 확장은 보이나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은 관찰되지 않
았다(Fig. 1).

130/80 mmHg, 심박수 100회/분으로 유지되었다. 환

그 후 환자는 수술 부위 출혈을 감시하며 헤파린

자는 완전히 각성되었으며 호흡곤란이나 빈호흡은

을 투여 받았고, 술 후 3일째부터 산소 공급 없이

없었고, 수술 부위에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fen-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저산소혈증이 개선되었다. 술

tanyl 100 ug를 환자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투여하였

후 4일째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안정시 폐성

다. 산소 공급은 30분에 걸쳐 Venturi 마스크를 통하

고혈압이 경계성으로 보였으나 우심방과 우심실의

여 분당 3 L로 점차 줄였으며 맥박산소포화도는 95%

확장 소견은 없으며 우심실의 기능은 정상이었고 심

이상 유지되었고, 회복실에서 시행한 흉부 X-선 검

장내 혈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수술 후 13일

사에는 수술 전과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2시간 관

째 퇴원하였고, 현재 정기적으로 본원 내과에서 진

찰

료 중이며 와파린을 복용 중이다.

동안

활력징후는

혈압

130-150/80-90

mmHg,

심박수 90-100회/분으로 안정되게 유지되었고, 대기
중에서 시행한 동맥혈 가스 검사 상 pH 7.37, PaCO2
38 mmHg, PaO2 63 mmHg,

HCO3

고

찰

22.0 mmol/L,

SaO2 91%였다. 수술 중에는 폐색전을 강력히 의심

폐색전증은 혈전이나 드물게는 공기, 양수, 지방

하지는 못하였지만, 수술 중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

또는 종양세포 등에 의해서 페동맥혈관 분지가 막혀

하여도 동맥혈산소분압이 투여 산소농도에 비하여

혈류가 차단되는 상태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나 임

낮게 유지되었고 수술 후 대기 중에서 측정한 동맥

상증상과 검사소견이 폐동맥 폐쇄정도와 폐성 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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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정도에 따라 달라 진단율이 낮다. 특히 수술 및

혈증과 과탄산혈증이 발생하며, 동맥혈과 호기말의

마취 중 발생하는 폐색전증은 조기진단과 적절하고

이산화탄소 분압차가 증가하고, 기관지 수축으로 인

신속한 치료가 어려워 수술 후 환자의 주요한 사망

하여 기도 저항이 증가한다. 또한 순환계에도 커다

원인이 된다.

1,3)

란 영향을 주어 치료가 되지 않고 진행된 경우 우심

폐혈전색전증은 정맥혈관의 혈전에 의하여 이차적

허혈에 의한 순환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

으로 발생하는데, 혈전 생성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즉 폐동맥혈관이 폐쇄되어 폐혈관저항이 증가하여

첫째, 하지의 골절이나 손상에 의한 경우처럼 거동

우심실 후부하가 증가하고 빈맥에 의해 우심실의 산

이 불편하여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게 되어 정맥

소소모량이 증가하며, 우심실은 확장되고, 우심실벽

혈액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둘째, 둔창이나 수

긴장이 증가하여 관상동맥 관류가 저해되어 우심실

술조작에 의한 손상을 받아 정맥혈관 내막손상이 있

기능부전이 초래되고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우심의

을 경우, 셋째, 임신이나 악성종양에 의한 과응고성

용적과 압의 증가는 좌심의 충만을 방해하여 좌심실

등이 있다. 따라서 하지와 골반의 수술, 장기간의 침

의 전부하를 감소시켜 더욱 더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상 생활, 울혈성 심부전, 산욕기, 비만 및 악성종양

된다.1,3,9)

1)

이 있는 경우 등을 위험 인자로 들 수 있다.

폐색전증의 임상 증상으로는 폐쇄정도에 따라 일

본 환자는 하지 골절로 정맥혈관 내막손상과 수상

시적인 호흡곤란이나 빈호흡에서 우심실부전 또는

후 7일간의 침상생활로 생성된 혈전색전증과 골절부

심혈관계 허탈로 저혈압, 쇼크, 실신, 혼수상태 및

위의 지방에 의한 폐색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수술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으나 비특이적이다.

1)

특히 마

후 시행한 나선형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급성 폐혈전

취 중에는 증상과 징후가 감추어질 수 있고, 종종

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4) 폐색전의 발생 시간으로

일시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3,10,11) 그러므로 폐색전

유추해보면 수술 중 출혈을 줄이기 위한 지혈대 사

증 발생 요인이 높은 환자에서 적절한 산소농도로

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하지의 지

양압호흡을 시키는데도 설명되지 않는 저산소혈증이

혈대 사용과 폐색전의 발생에 관련한 여러 보고들이

나, 저혈압, 빈맥 및 기관지 수축이 발생하면서 중심

있는데, 지혈대를 사용할 수 없는 고관절에 근접한

정맥압 감시 상 갑자기 폐성 고혈압 소견과 우심실

수술에 비해 슬관절 수술에서는 지혈대의 사용으로

기능부전을 보이거나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이 갑자

수술 중 폐색전이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 떨어지면서 동맥혈과 호기말의 이산화탄소분압차

있으며 지혈대의 공기를 뺄 때 주로 발생한다고 보

가 증가하는 경우 급성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

고되었고,

5)

지혈대 사용으로 폐색전을 막을 수 있다
5,6)

는 주장과,

지혈대 사용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이
7)

3,12)

다.

본 환자에서도 일시적인 혈압저하 이후 검사

한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동맥혈이산화탄소분압과

본 증례처럼 지혈대 사

당시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의 차이가 증가하고 투여

용을 위해 발끝에서부터 체간부로 압박붕대로 하지

한 산소 농도에 비해 낮은 동맥혈산소분압을 보여

를 쥐어짜면서 감아 올라가는 중 폐색전이 발생할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심한 혈압 저하의

가능성은 예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증례는 아주

기간이 짧고, 발생 시점이 수술 시작에 맞추어 마취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8)

장폐색증 수술 환자에서 하

의 심도를 깊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깊은 마취

지 심부 정맥혈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 의한 혈압저하 때문에 폐의 환기/관류 불균형의

사용한 공기압축기구(pneumatic compression device)를

호흡사강 증가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회복된

작동시킨 직후 발생한 폐색전증을 보고하며, 심부

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서 저자들은 수술

정맥혈전의 고위험 환자에서의 이들 기구의 사용에

도중 진단에 혼란스러웠다.

드물다. Siddiqui 등은

득실을 고려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반드시 급성 폐

심장초음파는 수술실 내에서 이용될 수 있어 폐색

색전의 증상과 징후를 세심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전증을 진단하는데 활용된다. 우심실은 심실이 얇고

하였다.

유순도가 높아서 갑작스런 폐동맥저항의 증가를 상

폐색전이 발생하면 색전에 의해 폐동맥이 폐쇄되

쇄하지 못하며, 심할 경우에는 우심실이 폐동맥에서

어 폐내 사강이 발생하여 가스교환의 장애로 저산소

발생하는 후부하를 감당하지 못하여 심실 중격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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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 밀게 되고, 이로 인해 좌심실의 부피가 감소

환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

하게 되는데 이런 소견들은 심초음파로 확인할 수

료된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수술을 진행하야 하는

2,4,12)

있다.

Swan-Ganz catheter를 이용하는 방법도 폐

색전증에 따르는 혈역학적 변화에 관한 정보를 줄
1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선
행되어야 하겠다.

폐색전증의 진단에 폐동

폐혈전색전증의 치료는 혈전의 용해나 제거의 일

맥 조영술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침습

차적인 치료, 항응고제와 하대 정맥 여과기 설치로

적인 검사이어서 비침습적인 검사인 폐 환기/관류

재발 방지의 이차적인 치료, 그리고 보존적 치료가

수 있으나 비특이적이다.

1,3)

최근에는 나선형 전산화

있으며, 우심실의 기능 보존에 따라 치료방향이 결

단층촬영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침습적

정되어야 한다. 우심실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는

이며 환기/관류 스캔보다 검사가 빠르고 간편하고,

항응고제 투여만으로도 좋은 경과를 갖는다.1) 그러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으며, 복강, 골반, 하지 등의

나, 수술 중 혹은 직후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에서는

심부 정맥혈전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혈전색전

수술부위 출혈 위험성으로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를

과 비혈전색전의 감별이 가능하다고 한다.4)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대량의 혈전으로 심혈관

스캔을 많이 이용한다.

본 증례에서 폐색전증 발생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

계의 허탈이 심한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성에도 불구

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재차 혈압저하가 없

하고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

이 수술이 종료되어 저자들은 수술 중 폐색전증을

다. 항응고제인 heparin은 직접 혈전을 용해하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폐색전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

못하나 섬유소 용해가 진행되는 동안 색전이 재발되

는 환자에서는 일시적이지만 혈역학적 불안정을 보

는 것을 방지한다. 보존적 치료로는 산소 공급과 환

이고 투여 산소농도에 비해 낮은 동맥혈산소분압 또

기 유지, 심혈관계보조 등이 있다. Dopamine, dobuta-

는 저산소혈증을 보이거나 호기말이산화탄소와 동맥

mine, norepinephrine, isoproterenol 등의 승압제를 사

혈이산화탄소분압의 차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활력

용할 수 있으며, 이 중 폐혈관확장 효과가 있는 dobuta-

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도 폐색전을 의심하고

mine이 추천된다.1) 또한 norepinephrine은 폐동맥압을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겠다. 저자들은 본

증가시켜 우심실 기능부전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환자에서 폐색전증 발생 이후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

생각되었으나 우심실 관상동맥의 관류압을 증가시켜

정되게 유지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여 폐색전증을 의

우심실 기능이 향상되고 이로써 심박출량이 증가되

심하지 못 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돌이켜보면 매

어 이로 인해 폐혈관 저항이 감소될 수 있다고 동물

우 위험한 일이었다. 만약 본 환자에서 폐색전이 악

실험에서 증명된 후에 급성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

화되거나 다시 발생하였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

료에 적용되고 있다.14-16) 그렇지만, norepinephrine은

되었을 것이다.

후부하, 심박수, 수축력 증가로 심허혈의 악화와 관

폐색전이 의심되면 수술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상동맥의 연축 또한 발생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

심혈관계에 대한 침습적인 감시를 해서 얻어진 혈역

야 한다.17) 과도한 수액 공급은 우심실 용적 증가로

학적 지표와 수술실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심장초음

좌심실의 심박출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파를 시행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요한다.

14)

본 환자는 수술 도중 심한 혈압 저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수술의 중요도에 따라 수술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된 것을 보아 폐색전의 양이 비

진행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

교적 적고, 우심실 및 좌심실의 기능이 유지되었고,

되면 가능한 빨리 전산화 단층촬영, 폐 환기/관류 스

수술 중 색전이 악화 또는 재발되지 않아 문제없이

캔, 폐동맥 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확진하는 것이 추

수술을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술 후에

천된다. 본 증례의 경우 혈압저하 발생 이후 폐색전

도 활력징후가 안정되게 유지되어 산소 공급과 항응

이 강력히 의심되어 침습적인 심혈관계 감시와 심장

고제 투여만으로 호전되었다.

초음파 검사 등의 결과로 폐색전이 진단되었다면 응

결론적으로 폐색전증은 증상, 증후가 비특이적이

급한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을 중단하고 폐색전을 적

며, 증상과 증후의 정도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극적으로 치료한 후에 수술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진단이 매우 어려운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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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환자와 같이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
자에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폐색전증 발생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지혈대 사용과 관련하

9.

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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