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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인지질항체 증후군 환자의 마취관리
-증례 보고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목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혜진․한종인․정락경․김치효․강신영

Abstract
Anesthetic Management of a Patient with 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
-A case reportHye Jin Park, M.D., Jong In Han, M.D., Rack Kyung Chung, M.D.,
Chi Hyo Kim, M.D., and Sin Young K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The 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 (APS)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autoantibodies to
phospholipids and a paradoxical disease state with in vitro prolongation of phospholipid-dependent
coagulation tests and a strong predilection for in vivo thrombosis. The syndrome can be associated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or lupus-like diseases. Due to strong predilection for thrombosis,
perioperative thromboprophylaxis is very important for APS patients to avoid major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We experienced general anesthesia for nasal polypectomy and 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 in a 26-year-old patient diagnosed as having APS with autoimmune hemolytic anemia.
Perioperative management for hypercoagulability was done with subcutaneous injection of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To prevent intraoperative thrombosis, we applied antithrombotic stockings and tried
to avoid dehydration, hypothermia and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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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인지질항체 증후군(antiphospholipid antibody sy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환자에서 처음

drome, APS)은 동맥 및 정맥의 혈전 발생, 반복적인

서술되었으며2) 이후 SLE가 동반되지 않은 환자에서

유산 및 사산, 혈소판 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며 혈청

도 보고되었다.

학적으로 항인지질 항체(antiphospholipid antibody), 즉

는 수술 중 및 후에 과잉 혈액 응고성과 이에 따른

항낭창 항체(lupus anticoagulant)나 anticardiolipin anti-

주요 장기의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3)

저자들은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autoimmune he-

body 또는 둘 다에 양성 소견을 보이는 자가면역
(autoimmune) 질환으로

1)

이러한 환자의 마취 관리에 있어서

1983년 전신성 홍반성 낭창

molytic anemia)이 동반된 APS로 진단받은 26세의
남자 환자에서 비용종 절제술 및 기능성 내시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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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시에 혈액의 과응고성
관리에 주의하여 특별한 후유증 없이 전신마취를 수
행하였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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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entanyl 100μg, midazolam 2 mg, rocuronium 40

증

mg을 정주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마취 유지

례

는 isoflurane 0.5-1 vol%, 산소 2 L/min, 아산화질소
26세의 체중 56.7 kg의 남자 환자로서 5년 전부터

2 L/min를 흡입하고 fentanyl과 midazolam을 보조제

있었던 양측의 코막힘을 주소로 이비인후과 외래를

로 사용하였다. 마취 중 환자 감시 장치로는 심전도

방문하여 비용종 및 만성 부비동염을 진단받고 비용

표준유도 II, 비침습적 자동혈압계 및 맥박 산소포화

종 절제술 및 기능성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위해

계측기, 체온,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사용하였

서 본원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 상 7년 전 타

다. 마취 중 특별한 활력 징후의 변동은 없었다.

병원에서 전신 마취 하에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마취 유도 직후 활성화 응고시간(activated clotting

받았으며 그 당시 혈액응고에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

time, ACT, 참고치는 107 ± 13초) 검사를 시행하여

를 들었고 면역혈청 검사상 정량성 VDRL검사 소견

ACT치가 154초로 나타나 응고 상태가 적절하다고

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나 매독항원검사(TPHA)에는

보고 추가적인 heparin 투여는 실시하지 않았다. 수

음성으로 나타나 위양성 매독의 소견을 보였으나 이

술 중에는 정상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온용 담요

후 특별한 추적 관리를 받지 않고 지내왔다.

를 사용하고 수액은 가온 투여하였다. 수술은 1시간

비용종 제거술 및 기능성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50분간 시행되었으며 추정 실혈량은 약 600 ml이었

위해서 외래에서 실시한 검사 상 혈색소 13.5 g/dl

고 투여된 수액은 하트만씨 용액 1,200 ml이었다. 수

(참고치는 14-18 g/dl)로 경도의 빈혈과 망상적혈구

술 종료 후 의식 회복 및 근력의 회복을 확인하고

수의 증가(15%, 참고치는 0.6-2.4%), 총 빌리루빈의

발관하였으며 회복실로 이송하였다.

상승(3.4 mg/dl, 참고치는 0.2-1.2 mg/dl), 직접 빌리루

수술 다음날부터 heparin 6,000 U을 24시간마다 2

빈 0.6 mg/dl (참고치는 0-0.4 mg/dl)로 경도의 상

일간 투여하였고,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

3

승, 경도의 혈소판 감소증(125,000/mm )과 함께 프로

하였다.

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이 14.6초(참고치는
11.7-13.7초)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고 활성화 부분

고

찰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이 41.8초(참고치는 27.0-35.5초)로 증가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은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되었다. 직접 Coombs 시험에 양성을 보였으며 면역

발견되며 혈청학적으로 항인지질 항체(antiphospholi-

혈청 검사상 정량성 VDRL 검사 소견이 1：4로 양

pid antibody, APA)에 양성 소견을 보이며 혈전 및

성반응을 보였으나 매독항원검사(TPHA)에는 음성으

색전증 등의 기왕력, 반복적인 유산이나 사산 등의

로 위양성 매독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항낭창

임상 양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1983년 SLE 환자에서

항체에 양성 소견을 보여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이

처음 서술되었으며 Hughes는 이를 anticardiolipin an-

동반된 APS로 확진되었다. 이때 치료제로서 predni-

tibody syndrome이라 명명하였다.2) 항낭창 항체라는

sone 20 mg과 함께 항혈소판 제재인 clopidogrel

용어는 특수한 응고 인자의 결핍 없이 응고 시간의

Ⓡ

(Plavix ) 75 mg, aspirin 100 mg을 경구로 투여하기

지연을 유발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는 또한 매독에 위

시작하였다.

양성 소견을 나타낸다.4)

환자는 수술 4일 전부터 clopidogrel과 aspirin의 투

APS의 진단은 하나의 임상 소견과 하나의 검사

여를 중지하고 저분자량 heparin 6,000 U을 24시간마

소견이 8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발현될 때

다 피하 주사하였으며 수술 당일에도 투여하였다.

진단되며, 임상 소견으로는 정맥 혹은 동맥의 혈전,

수술 당일 혈전 방지용 압력 스타킹(antithrombosis

유산이나 사산, 혈소판 감소증이 있고, 검사 소견으

stockings)을 병실에서부터 착용시키고 수술실 도착

로는 항인지질 항체나 VDRL에 양성을 나타내는 것

직전 전투약으로 midazolam 2 mg과 atropine sulfate

이 있다.5) APS 환자에서 APA는 혈액응고 검사상

0.5 mg을 근주 하였다. 수술실 도착 시 측정한 활력

인지질 의존성 응고검사들, 즉 aPTT를 주로 방해하

징후는 정상이었고 마취 유도는 thiopental 250 mg

고 ACT와 PT를 어느 정도 방해하며 혈소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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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되는데,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aPTT가

한 ACT치가 154초로 적정한 혈액 응고 상태임을 확

41.8초로 증가되고 PT가 14.6초로 경도의 증가를 보

인하였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증례

3

였고 경도의 혈소판 감소증(125,000/mm )을 보였다.

에서와 같이 수술 당일 혈전 방지용 압력 스타킹을

그러나 이러한 응고 검사상의 출혈 경향과는 반대로

미리 착용시키며 정상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술

APS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정맥 또는 동맥의 혈전

중 수액을 가온하여 투여하고 가온용 담요를 사용할

등 과잉 혈액 응고성을 보이는데 APS 환자의 약

수 있으며 혈액의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출혈량에

58%에서 혈전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8) APA가

비해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감염

이러한 과잉 응고성을 유발하는 기전으로는 여러

방지를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며 질환을 악화

가지 가설이 있는데 APA에 의한 내피세포에서의

시킬 수 있는 약제(hydralazine)의 투여는 금해야 하

thrombomodulin과 protein C의 작용의 억제, APA와

고 수혈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한 경

내피세포의 표면 인지질과의 반응에 의한 prostacy-

우에는 전혈이나 혈장보다는 농축 적혈구를 투여하

9)

13)

clin의 분비의 감소 등이 열거되고 있다.

는 것이 좋다.

APS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수술 후에도 정맥 혈전증 등의 합병증 발생에 대

SLE 등의 질환과 관련이 없는 원발형과 SLE나 다른

한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 면역 질환, 예를 들어 본 증례에서와 같이 자

수술 직후 heparin을 투여하고 동시에 warfarin 투여

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등에 동반되거나 각종 약제

를 시작하여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를 3

(procainamide, phenothiazine, oral contraceptives) 등에

-3.5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의 노출, 바이러스 등의 감염, 각종 악성 종양 등에

farin 투여를 중단한 경우 2-6주 후에 반복성 혈전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APS 환자의

증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14) warfarin 투여는

11)

APS 환자에서 war-

약 50%에서 SLE가 동반되나 SLE 환자에서 항인지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APS 환자

질 항체에 양성을 보이는 경우는 5%에서 55%까지

의 수술 후에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인 폐색전증의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6) 본 증례에서와 같이 자가

감시를 해야 한다.15)

7)

결론적으로 APS 환자의 마취관리에 있어서는 혈

면역성 용혈성 빈혈이 동반된 경우로는 Font 등은
10)

6.6%의 빈도를 보고한 바 있다.

액 과잉 응고성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

APS 환자는 주술기에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위해서 ACT 등의 검사로 혈액 응고성

중요하며 이를 위해 증상이 없고 응고 검사상 정상

을 감시하며 수술 전부터 heparin 등 항응고제의 투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비분할 또는 저분자량 hep-

여가 필요하고 수술 중에는 충분한 수액 투여, 정상

arin 5,000 U을 8시간마다 피하 주사하고 재발성 혈

체온 유지 등으로 과응고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heparin 25,000 U

생각한다.

13%, Cervera 등은

을 하루 2-3회로 나누어 피하 주사하는 것이 제안
되며11) 본 증례의 환자에서는 수술 4일 전부터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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