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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cute mesenteric ischemia (AMI) is difficult to diagnose and has a high rate of complications
as well as a high mortality rat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risk factors and mortality rate of
patients with acute mesenteric ischemia. Method: We retrospectively reviewed 18 patients with acute
mesenteric ischemia at the Kangbuk Samsung Hospital from June 1995 to May 2006. Result: The mean age
was 51.1 (age range, 27 to 78 years) and the gender ratio was 2：1 (male, 18, female, 6). The most common
underlying diseases were hypertension (50%, n=9), diabetes mellitus (44.4%, n=8), artrial fibrillation (22%,
n=4), and congestive heart failure (11%, n=2). Abdominal pain was the most frequent presenting symptom;
other symptoms included nausea, vomiting and hematochezia. To confirm the diagnosis, a CT was performed
in 10 cases, a CT and angiography was performed in four cases, and exploratory surgery in four cases. The
causes of the acute mesenteric ischemia were SMA embolism in eight cases (44%), SMA thrombosis in 5
cases (27%), SMA with IMA thrombosis in 1 case (5%), IMA thrombosis in 1 case (5%), SMV thrombosis
in 2 cases (11%), and SMV with IMV thrombosis in 1 case (5%). All of the patients underwent abdominal
exploration, 16 cases had bowel resection performed, one case had a thromboembolectomy performed, and
one case was opened and closed. Complications occurred in nine (50%) patients. Sepsis in three, wound
infection in three, short bowel syndrome, toxic hepatitis, pulmonary embolism, and ischemic heart disease also
occurred. The overall mortality rate was 33.3% (6 cases). The mortality rate with a SMA embolism was 5%
(1 case), with SMA thrombosis was 40% (2 cases), with SMA+IMA thrombosis was 100% (1 case), in IMA
thrombosis 100% (1 case), in SMV thrombosis was 0%, and 100% in SMV+IMV thrombosis. Conclusion:
Despite the low incidence of acute mesenteric ischemia, it is still a life-threatening condition. Thus, when
mesenteric ischemia is suspected, early diagnosis, with CT or angiography is required, and thrombolytics and
surgery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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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 장간막허혈증은 혈전증이나 색전증 등에 의해 발생
되는 혈관의 폐색 또는 기능적 혈류장애 등에 의하여 장간
막으로의 혈류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급성 장간
막허혈증의 임상증상은 대부분 급성복통을 호소하며, 설사,
혈변, 오심, 구토 등으로 다른 급성복증과 감별이 어려워 진
단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1,2). 근래 전산화단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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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혈관조영술이 보편화되어 과거보다 빠른 진단 및 치
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의 보고에 따르면 여전히 약
60%에 이르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3), 최근 국내에
서는 약 30∼40%의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다(1,2).
비록 급성 장간막허혈증이 장관계 질환의 약 0.1%를 차
지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와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로 발생
률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4).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급성 장간막허혈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양상, 진단방법 및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원인

급성 장간막허혈증의 원인으로는 상장간막동맥 색전증
이 8예(44%)로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 상장간막동맥 혈전
증이 5예(27%), 상장간막정맥 혈전증이 2예(11%), 하장간막
동맥 혈전증, 상장간막동맥 혈전증 및 하장간막동맥 혈전
증, 상장간막정맥 혈전증 및 하장간막정맥 혈전증이 각각
1예(5%)씩이었다. 비폐색성 장간막허혈증은 없었다(Table
1).
3) 임상 증상, 이학적 소견 및 동반 질환

대상과 방법

모든 환자는 급성 복통을 호소하였고, 18명 중 16명
(88.8%)에서 반발통이 관찰되었다. 구토는 6명(33.3%), 토혈
및 혈변이 각각 2명에서 나타났다. 그 외에 설사, 복부팽만,
발열 등의 다양한 소견을 보였다.
급성 장간막허혈증의 환자 있어서 가장 흔한 동반 질환
은 고혈압으로 9명(50%)에서 동반되었으며, 심방세동이 4
명(22%), 울혈성심부전증 2명(11%), 허혈성 심질환이 1명
(5%)으로 심장 관련 질환이 흔하게 나타났다. 그 밖에 당뇨
8명(44.4%) 및 뇌혈관 질환, 간경화, 폐결핵 등의 동반 질환
이 관찰되었다. 6명의 환자에서는 2개 이상의 동반 질환이
함께 있었다(Table 1).

199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외과에서 급성 장간막허혈증을 진단받은 18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내원 시 임상 증상, 동반 질환
의 유무, 장간막허혈증의 원인, 진단 방법, 치료 방법, 합병
증, 사망률 등에 대하여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후향적 연구
를 시행하였다.

결

과

1) 연령 및 성별분포

대상환자 18명 중 남자는 12명, 여자는 6명으로 남녀비는
2：1이었다. 장간막동맥 폐색증에서는 남자 9명, 여자 6명
이었고, 장간막정맥 폐색증은 남자에서만 3명이 발생하여
장간막동맥 폐색증 및 장간막정맥 폐색증 모두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연령 분포는 27세부터 78세로 평균연령
은 51.1±17.3세였다. 장간막동맥 폐색증의 평균연령은 64.1±
18.7세이고, 장간막정맥 폐색증의 평균연령은 45.5±12.8세
로 장간막동맥 페색증보다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였다
(Table 1).

4) 진단

모든 환자에서 단순 복부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이들 중
15예(83.3%)에서 마비성 장폐색이 관찰되었고, 3예(16.6%)
에서 장벽이 두꺼워진 소견을 보였다. 10명에서 전산화단
층촬영술을 시행하였고, 4명에서는 전산화단층촬영술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4명에서는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Table 1. Patients demographics (n=18)

Male (%)
Age (mean, years)

SMAE
(n=8)

SMAT
(n=5)

IMAT
(n=1)

5 (62.5)

2 (40)

1 (100)

SMAT+IMAT
(n=1)
1 (100)

SMVT
(n=2)

SMVT+IMVT
(n=1)

2 (100)

1 (100)

40.5

60.2

78

78

53

38

1

5

1

1

1

0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2

2

1

1

1

1

Artrial fibrillation

1

1

1

0

1

0

Congestive heart failure

0

2

0

0

0

0

Ischemic heart disease

1

0

0

0

0

0

SMAE = superior mesenteric artery embolism; SMAT = superior mesenteric artery thrombosis; IMAT = inferior mesenteric artery
thrombosis; SMVT = superior mesenteric vein thromb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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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reatment & mortality
SMAE
(n=8)

SMAT
(n=5)

IMAT
(n=1)

SMAT+IMAT
(n=1)

SMVT
(n=2)

SMVT+IMVT
(n=1)

Bowel resection

8

4

1

0

2

0

Bowel resection
& thromboembolectomy

0

0

0

0

0

1

Thromboembolectomy

0

0

0

1

0

0

Exploratory laparotomy

0

1

0

0

0

0

No. of death

2

2

0

1

0

1

SMAE = superior mesenteric artery embolism; SMAT = superior mesenteric artery thrombosis; IMAT = inferior mesenteric artery
thrombosis; SMVT = superior mesenteric vein thrombosis

5) 치료 방법

모든 예에서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었다. 15예에서 장괴
사가 관찰되어 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1예에서 장절제술
및 혈전제거술, 1예에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나머
지 1예에서는 진단적개복술만을 시행하였다. 상장간막동맥
색전증 8예에서는 모두 장절제술이 시행되었다. 상장간막
동맥 혈전증 5예중 4예에서는 장절제술, 나머지 1예에서는
진단적 개복술만을 시행하였다. 상장간막동맥 혈전증과 하
장간막동맥 혈전증을 동반한 1예에서는 혈전제거술을 시
행하였고, 상장간막정맥 혈전증 2예에서는 장절제술, 상장
간막정맥 혈전증 및 하장간막정맥 혈전증 1예에서는 간문
맥 혈전증이 동반되어 장절제술 및 간문맥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Table 2).
6) 합병증 및 사망률

수술 후 합병증은 9명(50%)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중 패
혈증이 3명, 창상감염이 2명, 단장증후군, 독성 간염, 폐색
전증, 심근경색증이 각각 1명씩 관찰되었다.
총 18명의 환자 중 6명이 사망하여 33.3%의 사망률을 보
였고, 원인별 사망률은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에서 40% (n=2),
상장간막동맥 색전증에서 25% (n=2), 상장간막동맥 혈전증
및 하장간막동맥 혈전증을 동반한 환자 1명과, 상장간막정
맥 혈전증 및 하장간막정맥 혈전증을 동반한 환자 1명에서
는 100%였다(Table 2).
사망의 원인으로는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3예, 단장증
후군, 폐색전증, 심근경색증이 각각 1예씩이었다.

고

찰

급성 장간막허혈성 질환은 장의 혈류가 감소하여 나타나
는 질환으로 1843년 Tiedemann이 상장간막동맥 폐색증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급성 장간막허혈증은 발생빈도가 낮으

며 특이한 증상이 없어 진단에 어려움이 많아 적절한 치료
가 지연되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고찰
에 의하면 급성 장간막허혈증은 장관계 질환의 약 0.1%를
차지하고 있고, 전산화단층촬영술 및 혈관조영술의 발전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60∼80%에 이르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
고 있다(3,4). 하지만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최
근 국내의 연구에서는 약 30∼40%의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
다(1,2). 본 연구에서도 33.3%의 사망률을 보여 다른 국내
연구들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급성 장간막허혈증은 상장간막동맥 색전증에 의한 경우
가 약 50%,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이 약 10%, 하장간막정맥
혈전증이 약 10%, 비폐쇄성 장간막허혈증에 의한 경우가
약 25%를 차지한다고 한다(5).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장
간막동맥 색전증이 8예(44.4%)였고, 상장간막동맥 혈전증
이 5예(27%), 상장간막정맥 혈전증이 2예(11%)로 나타났다.
Boley 등(6)은 급성 장간막허혈증의 위험인자로 울혈성
심부전, 심장 부정맥, 심장의 색전증, 저혈류증, 저혈압 또
는 패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50세 이상의 환자라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은 51.1세였고, 남자에서
2：1로 발생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기저질환으로
는 고혈압이 9명(50%), 심방세동 4명(22%), 울혈성심부전증
2명(11%), 허혈성 심질환이 1명(5%)으로 심장 관련 질환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성 장간막허혈증에서의 단순 복부 사진은 장벽의 비대
와 “ground-glass appearance” 소견을 보이나 비특이적이므로
단순 복부 사진은 천공성 위궤양 등과 같은 다른 급성복증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7). 전산화단층촬
영술에서 상장간막동맥 또는 상장간막정맥의 폐색, 창자공
기낭증, 장벽 음영의 감소, 또는 실질 장기의 경색 소견이
보일 경우 진단된다. 이러한 검사의 민감도는 64%이지만,
특이도는 92%로 최근 급성 장간막허혈증의 진단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8,9). 또한, 나선형 전산화단층촬영술과 자기
공명 혈관조영술은 저산소 포화도에서의 높은 영상 재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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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식적 전산화단층촬영술보다 유용하고 높은 진단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과거에는 선택적 장간막혈관조영술이 비폐쇄성 장간막
허혈증과 장간막 우회술에 필요한 술전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장간막허혈증의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었다(11). 혈
관조영술이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
고 되었지만(12), 급성 장간막허혈증이 의심되는 급성복증
환자 모두에게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서의 혈관조영
술 시행은 오히려 수술시기를 늦출수 있으므로 바로 수술
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13). 본 연구
에서는 14예에서 전산화단층촬영술을 시행하여 모든 예에
서 장간막허혈증을 진단하였고, 이중 전산화단층촬영술에
서 장괴사가 의심되지 않은 4예에서는 정확한 원인부위의
진단 및 중재적 방사선과 시술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
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급성 장간막허혈증에서 혈청 아밀라아제, 동맥혈 pH, 그
리고 점막과 장막근육 효소 등과 같은 혈청 표지자가 비정
상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효소들은
일반적으로 장벽 전층의 경색증으로 발전되는 경우에 비정
상 소견을 보인다 하였다(14). 스웨덴의 최근 연구에서 급
성 장간막허혈증의 초기에 D-dimer 수치가 증가함을 보고
하였는데(15), 급성 장간막허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측
정한 D-dimer 수치가 정상일 경우 그 진단을 배제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과 간의 산소결핍 상황에서 세
포 항상성 유지를 위해 증가하는 α subunit of glutathione
S-transferase (α-GST)가 급성 장간막 허혈증의 예측인자로
제안되었다(16).
급성 장간막허혈증은 젊은 나이에 발병하거나, 장 괴사
가 적은 경우, 그리고 발병기간이 짧을수록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17). 다른 후향적 연구에서는 조기에
진단하여 증상이 나타난 후 12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은 환
자의 90% 이상에서 장절제술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18). 본 연구에서 사망한 총 6예 중 3예(50%)는 진행된 장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증상
발현 24시간 이후에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였다. 이 중 1명
은 증상발현 24시간 이후에 내원하여 장절제술을 시행받았
고, 2명은 각각 환자의 수술거부와 진단지연으로 증상발현
36시간 후에 광범위한 장괴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였으며, 1명은 장절제술, 1명은 진단적 개복술만
을 시행받았다.
장간막정맥 혈전증은 대부분 복통의 양상이 모호하며,
점진적으로 발생되어 조기진단이 어렵지만 측부 혈행의 발
달로 그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간막정맥 혈전
증은 복막 자극 증상이 동반된 경우 장절제술을 시행하고,
병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응고 인자 등의 원인규명
을 위한 검사와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19). 본

연구에서는 상장간막정맥 혈전증 2예에서 복막자극 증상
이 있어 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상장간막 정맥혈전증 및
하장간막정맥 혈전증 1예에서는 간문맥 혈전증이 동반되
어 장절제술과 간문맥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장간막정
맥 혈전증에서의 혈전제거술에 대하여는 그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본원에서 장절제술과 간문맥 혈전제거
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수술 후 단장증후군으로 사망하여
혈전제거술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급성 장간막허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부정맥이나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동반 질환의 교정뿐 아니라 수액치
료와 광범위 항생제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5). 급성 장간
막허혈증에서 명백한 복통이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괴
사된 장의 절제와 색전제거술 시행이 일반적인 치료이다.
혈전용해술은 증상 발현 12시간 이내에 시작하고, 혈전이
상장간막 동맥 기시부에 국한 되어 있을 경우에 성공률이
높다고 한다(20). Simo 등(12)은 혈관조영술로 상장간막동
맥 색전증으로 진단한 환자에서 증상발현 12시간 내에 유
로키나제를 이용한 혈전용해술로 90%의 혈전용해 성공률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간막 동맥혈전증 및 하
장간막동맥 혈전증을 동반한 1예에서 증상발현 약 18시간
후에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후 환자는 사망하였
다. 장간막허혈증에서의 혈전용해술은 효과적인 혈전용해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혈증의 지속으로 장괴사가 진
행되어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칠 수 있고 환자의 상태 및
시술자의 숙련도 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
고 되고 있다(21). 혈전용해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급성 장간막허혈증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조기진단 및 적
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되는 질환이다. 고령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급성복증의
환자에서는 급성 장간막허혈증을 의심하고 전산화단층촬
영술이나 혈관조영술등의 빠른 진단과 혈전용해술 또는 장
절제 및 혈관 재건술 등의 적절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져
합병증 및 사망률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199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
북삼성병원 외과에서 급성 장간막허혈증을 진단받은 18예
의 급성 장간막 허혈증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심방세동 등
의 50대 이상의 환자에서 호발하였고 술후 사망률은 약
33%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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