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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장간막동맥 박리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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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an Isolated Superior Mesenteric Artery Di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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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solated superior mesenteric artery dissection (SMA) is an uncommon event but is reported not
infrequently recently because of the advancement of diagnostic imaging modalities. However, the etiology and
therapeutic guideline are not yet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therapeutic guideline of
isolated SMA dissection. Method: Between January 1997 and February 2007, we retrospectively reviewed
21 patients diagnosed with isolated SMA dissection. Result: All patients except one patient were male and
mean age was 54 years old (39∼68) at the time of the diagnosis. The most common symptom was diffuse
abdominal pain (72.2%). Diagnosis was made by computed tomography and/or angiography. SMA thrombosis
was noted in 16 patients (76.2%). Conservative treatments were performed in 14 patients (66.7%) and surgical
treatments in 7 (33.3%). One of the patients who received conservative treatment underwent diagnostic
laparotomy to assure viability of bowel. Of the 7 patients received surgical treatment, 2 patients (12.5%) with
the preoperative diagnosis of bowel infarction received emergent laparotomy followed by resection of the small
bowel, 4 thrombectomy with angioplasty, and 1 prosthetic graft bypass surgery. One patient who had short
bowel disease died of septic shock. Otherwise, there was no recurrence of symptoms during the 15 months
follow-up period. Conclusion: In patients with isolated SMA dissection, conservative treatment seems to be
feasible if there is no evidence of bowe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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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 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 단독 상장간막동맥 박리는 현재
까지 증례 보고 등의 형태로만 보고되어 있고 정확한 발병
기전과 자연 경과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치료의 적응증 및
치료 방침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전에는 치료의 기본 방
침이 수술적 치료로 알려져 있었지만(1) 최근 보존적 방법
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예들이 보고되고 있다(2-5). 저자
들은 저자들이 경험한 단독 상장간막동맥 박리 환자들에서
그 임상 양상, 치료 방법, 그에 따른 결과들의 보고를 통하
여 장괴사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치료 방침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론

단독 상장간막동맥 박리는 드문 질환이지만 최근 영상진
단 기술의 발달로 진단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단독 상장
간막동맥 박리는 복부 단층 촬영이나 혈관조영술 등의 영
상진단 검사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는데 상장간 동맥의 내
부에 박리된 내막이 명확히 보일 때는 쉽게 진단할 수 있으
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상장간 동맥의 혈전증이나 색전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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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독 상장간막동맥 박리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2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혹은 혈
관조영술을 통하여 진단하였고 대동맥 박리가 진단 당시
있었던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임상 양상, 치료 방법
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들은 두 명의 여자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
자였고 평균 연령은 54세(39∼68세)였다. 과거 병력상 고혈
압이 있는 환자가 6명 (28.6%), 흡연력이 있는 환자는 16명
(76.2%)이었다. 심방 세동이나 심근 경색이 있었던 환자는
없었고 당뇨의 병력이 있는 환자도 없었다.
내원 당시 갑자기 생긴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는 8명
(38.1%), 비특이적인 복통이 발생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반복되어 내원한 환자가 5명(23.8%), 증상 없이 우
연히 발견된 경우가 8명(38.1%)이었다. 증상이 식후에 발생
한 경우가 4명(25%), 다른 수술 후 회복기에 발생한 경우가
4명(25%)이었는데 이 환자들이 받은 수술로는 우측 대장
절제술, 간이식, 충수절제술,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각각 1
예였다. 그 외 나무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경우가 1명, 산에
서 굴러 떨어진 경우가 1명, 골프 스윙 후 발생한 경우가
1명이었다. 기저 질환 중 악성 종양이 동반된 경우는 4예

Table 1. Treatment of SMA dissection
Procedure
Follow-up only
Anticoagulation
Explo-laparotomy
Thromboembolectomy/
patch angioplasty
Bowel resection
PTFE bypass

No

Bowel infarction

8
5
1
4

−
−
−
−

2
1

+
−

(19.0%)이었다. 상장간막동맥과 그 가지에 혈전증이 동반된
경우가 16예 (76.2%), 수술 전 장괴사가 진단된 경우가 2예
(12.5%)였다.
치료는 장괴사가 의심되어 응급 개복술을 통하여 장괴사
확인 후 절제를 시행한 경우가 2예(12.5%), 나머지 19예 중
14예(64.3%)에서는 보존적인 치료를, 7예(35.7%)에서는 수
술을 시행하였다(Table 1). 개복술 시행의 적응증은 광범위
한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3예와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4예였다. 수술은 4예에
서 장절제 없이 혈전제거술과 내막절제술 및 혈관성형술
을, 1예에서 혈관우회술을, 2예에서 장절제를 시행하였다
(Table 2). 장절제를 시행한 환자는 상장간막 동맥의 박리를
복부 단층 촬영으로 진단 후 수술장 소견으로 확인하였다.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14예 중 1예는 타 병원에서 상장간막
동맥 스텐트 삽입 후 3개월째 증상의 재발을 보였던 환자였
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혈관 조영술 상 2개의 스텐트가 삽입
되어 있었고 스텐트 상부와 두번째 스텐트는 혈전증으로
폐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장으로 가는 혈류는 보존되어
있어 항응고제 투여로 치료하였다. 스텐트 삽입 후 2년 5개
월이 경과하였을 때 복부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고 스텐트
상방에서 보이던 혈전은 소실되었고 그 자리에 내막이 박
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두번째 스텐트의 폐쇄는
변화 없었다. 1예에서는 혈전증의 증거는 없었으나 보존적
인 치료에 증상의 호전이 없어 장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소개복술을 시행하였고 장 허혈 소견이 없어 보존적 치
료를 시행하였다. 항응고치료를 시행했던 경우는 5예이었
고 항혈소판제제를 투여한 환자가 4명이었다. 그 외의 환자
3명은 다른 약물의 투여 없이 경과 관찰 하였다.
추적 관찰 기간 중 1명의 사망이 있었는데 이 환자는 충
수 절제술을 시행한지 14일 만에 복부전산단층 촬영상 혈
전증을 동반한 상장간막 동맥 박리로 진단되어 본원에 전
원 되었고 응급 개복술 시 광범위한 소장의 괴사로 소장

Table 2. Clinical manifestation and operative procedure
Procedure
Follow-up only
Anticoagulation
Explo-laparotomy
Thromboembolectomy/
patch angioplasty
Bowel resection
PTFE bypass

Acute
symptom

Chronic
symptom

No
symptom

−
3
1
3

−
2
−
1

8
−
−
−

2
−

−
1

−
−

Fig. 1. Angioplasty with bovine pericardial patch after thromboembol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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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m만을 남기고 모두 절제하였다. 이 후 발생한 단장 증
후군으로 장기간 경정맥 영양을 시행하다가 급성 췌장염이
병발한 패혈성 쇼크로 수술 14개월째 사망하였다. 추적관
찰 중 대동맥 박리가 생긴 경우가 2예 있었는데 모두 시간
이 지난 후 소실되었다. 한 환자에서 수술 후 22일 째 위장
관 출혈이 있어 혈관 조영술 시행하였고 상장간 동맥에 동
맥류가 발견되어 색전술을 2회 시행하였다. 추적관찰 중 장
의 괴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사망한 1예를
제외한 모든 환자들에서 평균 15개월의 추적 기간 동안 증
상의 재발은 없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 중
3명에서 mild stenosis가 관찰되었고 스텐트를 삽입하였던
환자는 완전한 폐쇄를 보였다. 혈전증은 대부분 소실되었
으나 한 명의 환자에서 부분적인 혈전증이 남아 있었다. 하
장간막동맥의 가시적인 비후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고 상장
간막 동맥이 완전히 막힌 경우에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Bauersfeld(6)가 1947년에 상장간막 동맥 박리에 대해 처
음 기술한 이래 50편 정도의 증례들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발병 기전, 자연 경과나 치료 방침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Solis 등(7)은 상장간막 동맥 박리가 상장간막 동맥의 기
시부에서 1.5∼3 cm떨어진 부위에 대개 발생한다고 하였
다. 이 부위는 상장간막 동맥이 췌장으로부터 나오는 출구
에 해당하는 부위로 이 상부는 대개 후복막에 고정되어 있
고 하부는 비교적 가동성이 있어 장관이 움직일 때 박리증
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Krupski 등(8)은 동맥경화,
fibromuscular dysplasia, cystic medial necrosis 등이 발병과 연
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ura 등(9)은 위험인자로 고
혈압과 흡연력을 제시하였는데 본원에서의 연구와 일치하
였다.
진단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
부분인데 Furukawa와 Moriyama(10)는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영에서 내막의 박리된 소견과 double channel로 진단할 수
있다고 기술 한 바 있다. 본원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내막의
박리가 정확히 보여 내원 시 정확히 진단된 경우도 있었으
나 동맥 내부의 혈전증의 형태로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동맥 경화증의 위험도가 낮고 비교적 젊은 나
이의 환자이면서 색전증의 위험 인자가 없을 경우 상장간
막 동맥 박리에 의한 혈전증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2년에 발표한 Cormier 등(11)의 보고에 따르면 모든
환자에서 증상이 있었다고 하나 본원에서는 증상 없이 발
생한 경우가 8예 있었다. 그중 한 명은 간 이식 후 촬영한
복부 전산화 단층 사진에서 우연히 상장간막 동맥과 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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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막 동맥의 박리증이 발견되었는데 증상이 없어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면서 경과 관찰 하였다. 본 환자는 6개월간의
관찰 기간 중 박리의 진행이나 혈전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
다.
상장간막 동맥 박리는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진단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혈관 조영술은 경우에 따라 치료
의 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Miyamoto 등(12)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면 내막 박리의 길이와 장으로 가는
혈류 등을 잘 알 수 있고 동시에 혈관 시술을 시행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의 괴사가 의심되는 환
자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혈관 조영술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치료 방법은 환자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본원 환자들의 임상양상은 증상이 없는 경미한 경우
부터 전 장의 괴사를 보이는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관
찰되었다. 본원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박리가 일어난 상장
간막 동맥의 미부쪽이 열려 있고 장괴사의 증거가 없을 때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였다. 환자의 증상이 경미
하고 혈액 검사 수치가 안정적이며 검사상 측부 혈행이 풍
부한 경우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되며 진단적 소개복술이나 진단적 복강경은 이러한 소견들
이 명확하지 않을 때 시행할 수 있다. 본원에서의 관찰에
따르면 혈전증의 여부는 급성 복통의 발생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혈전증이 있더라도 복통이 없는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 할 수 있었고 혈전증과 더불어
복통이 있으나 진행하는 양상이 아닌 경우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 때 항응고치료는 6개월 미만으로 충분하
였다.
임상적으로 재발이 반복되거나 장의 허혈이 의심되는 경
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회술
이나 혈관성형술에 대한 여러 보고들이 있으며 이 때 사용
된 이식편은 대복재정맥이나 요골동맥, 천부 대퇴동맥 등
이 있었다(8,11,13-15). 본원의 경우 병력이 오래되어 우회
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혈전제거술 후 내막절제술을
시행하고 동맥의 재건은 3예에서 우형 심장막 첩포를 이용
하여, 1예에서 자가 복재정맥을 이용하여 혈관성형술을 시
행하였고 이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33개월 동안 추적
관찰 한 결과 동맥류의 발생이나 합병증의 증거는 없었다.
우형 심장막 첩포를 이용할 경우 다른 혈관의 박리가 필요
없으므로 수술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장의 절제가 필
요했던 한 경우에서는 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
었다.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항응고제는 사용하지 않았고 추
적관찰 기간 동안 재발성 박리나 수술 부위의 협착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스텐트의 삽입도 성공적인 치료법으로 보고되었다
(12,16-17). 그러나 본원에서의 경험으로는 비록 단 1예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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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외부에서 스텐트 삽입 후 3개월만에 스텐트의 폐쇄와
함께 임상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
으며 항응고제를 쓰면서 경과 관찰 하면서 스텐트의 상부
에 상장간막 동맥의 박리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
재까지 보고된 스텐트의 삽입술은 추적관찰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을 감안하면 좀 더 많은 예에서의 면밀한 연구,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단독 상장간막 동맥 박리 환자에서 장괴사의 증거가 없
는 경우 보존적인 치료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 혈전증과 증상이 있다면 항응고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
할 수 있다. 장괴사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소개복술
혹은 진단적 복강경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할 수 있다. 단독
상장간막동맥 박리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의 역할에 대해서
는 좀 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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