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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reatment modalities of acute limb ischemia have evolved over the last decades, but the morbidity
and mortality of the disease still remains high.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to analyze the demographics,
risk factors, and prognosis of this disease. Method: Our subjects included a total of 49 patients (55 limbs)
with acute peripheral arterial occlusion who underwent operative procedures between September 1996 and
August 2001 at Gil Medical Center. Cases with graft occlusion or blue toe syndrome were excluded. The
SVS/ISCVS reporting standards was used. Result: Mean age was 64.2 years (range: 25∼85) and
male-to-female ratio was 1.7：1. Clinical categories of ischemia were classified as the following: Viable
(I) in 10 cases, Marginally threatened (IIa) in 14, Immediately threatened (IIb) in 17, and Irreversible (III)
in 8. There were 40 lower extremity and 8 upper extremity arterial occlusions, and 1 aortic occlusion. The
causes of occlusion were thrombosis in 14 and embolism in 35. Thromboembolectomy was performed in
42 cases, bypass graft in 9, primary amputation in 7, thrombolysis in 1, and stent insertion in 1. The 30-day
mortality rate was 8%, mainly due to reperfusion injury and underlying cardiopathy. The 30-day major
amputation rate was 23.8%. Conclusion: An aggressive, prompt operative management is important in saving
patients with acute arterial occlusion. Higher amputation rates were related to more severe categories of
ischemia at initial presentation. Patient education along with early referral and intervention will possibly
reduce the amput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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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의 증가와 식생활 습관 등의 서구화로 급성 동맥 폐색증
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근래에 여러 가지 치료법 및 수술기
법 등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급성 동맥 폐색증으로 인한 사
망이나 하지 절단 예가 적지 않다. 저자들은 이 질환의 임상
양상, 위험인자, 적절한 치료법, 예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론

급성 동맥 폐색증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하지의
절단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혈관질환이다. 최근 고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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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Korea-Japan Joint Meeting for Vascular Surgery/The Asian
Chapter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Angiology에서 구
연되었음.

방

법

가천의대 길병원 혈관외과에서 1996년 9월부터 2001년 8
월까지 만 5년간 급성 말초 동맥 폐색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49명의 환자(55예의 상하지)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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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였다. 외상에 의한 혈관 손상이나 혈관우회로 수
술이후 발생한 우회혈관 폐색이나 미세색전증(microembolism)으로 인한 말초혈관 폐색증(blue toe syndrome)은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각종 자료의 분석은 SVS/ISCVS reporting standard(1)를 기준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0.0) software를 이용하여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고 P
value가 0.05 이하를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환자들의 임상 양상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64세였고 25세부터 85세까지 분포
하였다. 남녀비는 1.7：1로 남자에서 많았다. 남녀 모두 60
대가 가장 많았다. 질환의 원인별로 보면 혈전증의 경우 60
대가 가장 많았고 색전증의 경우 70대가 가장 많았다(Fig. 1).
2) 허혈증의 정도와 증상 발현 기간
환자의 증상과 도플러 검사나 이중주사 초음파 검사에
의해 질환의 정도를 분류하였는데 SVS/ISCVS 임상분류상
I군(Viable)이 10명(20.4%), IIa군(Marginally threatened)이 14
명(28.6%), IIb군(Immediately threatened)이 17명(34.7%), III
군(Irreversible)이 8명(16.3%)이었다. 증상 발현 후 12시간

이내에 내원한 경우가 25명(IIa군 11명, IIb군 14명), 12시간
에서 72시간 사이에 내원한 경우가 20명(I군 10명, IIa군 3
명, IIb군 3명, III군 4명)이었다. 증상 발현 후 72시간 이후에
내원한 경우가 4명이었고, 4명 모두 임상분류 III군으로 일
차적 하지 절단술을 시행하였다(Table 1).
3) 혈관질환 위험인자
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는 심장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61%
로 가장 많았다. 색전증 환자에서 혈전증환자보다 심장질
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66% vs. 50%)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Table 2). 심장질환을 세분하여 보면 색전증
환자 23명 중 부정맥이 22명, 허혈성 심질환이 3명, 좌심방
점액종이 2명, 승모판협착증이 1명이었다. 혈전증 환자 7명
중 부정맥이 4명, 허혈성 심질환이 4명이었다. 심전도 검사
결과 26명(53%)에서 심장의 부정맥이 진단되었고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외에 심방조동
(atrial flutter)이 3명였고, 심실조발수축(ventricular pre-

Table 2. Risk facto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otal
(n=49)

Thrombosis
(n=14)

Embolism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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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ime interval between onset of symptoms and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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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Thrombosis

Em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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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ours
12∼72 hours
＞72 hours

25
20
4

5
6
3

20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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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ac
Hypertension
Smoking
Lung
CVA
Diabetes
Renal
Hyperlipidemia
Hypercoagulability

30
23
19
15
9
7
7
5
3

(61%)
(47%)
(39%)
(31%)
(18%)
(14%)
(14%)
(10%)
(6%)

7
7
8
5
1
2
3
0
3

(50%)
(50%)
(57%)
(36%)
(7%)
(14%)
(21%)
(21%)

23
16
11
10
8
5
4
5
0

(66%)
(46%)
(31%)
(29%)
(23%)
(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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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age, sex and thrombosis/em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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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ure contraction)과 left bundle branch block이 각각 2명, 발
작성 심실상 빈박증(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WPW syndrome, 일도 심장블록(first degree AV block)이 각
각 1명씩이었다. 가능한 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경
흉부 심초음파(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TTE) 40예, 경
식도 심초음파(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TEE) 5예
시행하였다.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 내 혈전 4예, 좌심방
점액종(left atrial myxoma) 2예가 진단되었다.
다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폐 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순서로 많았다. 혈전증과 색전증 환자군별 혈
관질환 위험인자의 빈도 차이는 없었다(P＞0.05). 혈액 응
고 항진 상태인 경우가 3예였는데 비호지킨병(Non-Hodgkin's
disease)에 동반된 섬유소원 과잉혈증(hyperfibrinogenemia),
C 단백 결핍증(protein C deficiency), 전신성 경화증(systemic
sclerosis)이 각각 1예씩이었다.
4) 혈관 폐색 위치
혈관조영술을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였고 대동맥폐색이
있었던 1명에서는 CT angiography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폐
색위치는 하지동맥이 40명, 상지동맥이 8명, 복부대동맥과
양하지 동맥폐색이 1명이었다. 하지 동맥 폐색의 경우 장골
동맥이 14예, 대퇴동맥이 20예, 슬와동맥이 19예, 경골동맥
이 2예였다. 단일부위 폐색이 27명, 여러 부위 혈관 폐색이
13명이었다. 상지 동맥 폐색의 경우 상완동맥이 6예, 쇄골
하동맥이 2예, 척골동맥이 2예, 요골동맥이 1예였다. 단일
부위 폐색이 5명, 여러 부위 혈관 폐색이 3명이었다.
5) 원인별 분류
원인별로는 혈전에 의한 폐색이 14예(28.6%), 색전에 의한
폐색이 35예(71.4%)였다. 혈전과 색전의 구분은 다음과 같
은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즉 색전의 원발병소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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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과거력상 간헐적 파행 등의 혈관질환 병력이 없고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다른 혈관에 동맥경화성 병변이 적
고 혈관폐색이 급격한 cutoff이고 측부순환이 발달되지 않
았거나, 여러 부위의 혈관에 다발성 폐색이 있는 경우 색전
증이라고 진단하였다. 과거력상 말초혈관질환으로 의심되
는 병력을 가지고 있고 혈관조영술상 전반적인 동맥경화증
의 양상이 있고 측부순환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경우 혈
전증으로 진단하였다(2-4). 색전증의 경우 가능한 색전의
원인부위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전체 35예 중 심장에서
기인한 경우가 21예로서 심방세동이 15예, 급성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이 3예, 좌심방 점액종 2예, 팔로사징증
(Tetralogy of Fallot)에 동반된 심장 내 혈전이 1예였다. 심장
외 원인에 의한 색전증은 총 9예로서 대동맥-장골동맥 폐색
성 질환이 5예였고 대동맥궁의 죽상경화증, 대동맥 박리증,
의인성 대퇴동맥 혈전증, 혈액투석용 인조혈관내 혈전이
각각 1예씩이었다. 나머지 5예에서는 색전의 원인 부위를
규명할 수 없었다(Table 3).
6) 치료
모든 환자에서 진단 즉시 헤파린을 정맥내 점적주사하는
전신적 항응고요법을 시행하였다.
총 42예에서 풍선도관(Fogarty catheter)을 이용한 혈전-색
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7예에서 일차적 하지절단술을 시
행하였다. 혈전-색전제거술을 시행한 42예 중 혈전-색전제
거술만으로 치료한 경우가 36예였고, 혈전-색전제거술 후
혈관우회로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가 5예였다. 나머지 한 예
에서는 혈전용해술을 시도하여 혈전용해가 잘 진행되고 있
었으나 환자의 증상이 심해져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일차적 하지절단술을 시행한 7예 중 유입부위 혈관 우회술
후 하지절단술을 시행한 것이 4예였고 하지 절단술만 시행
한 경우가 2예, 장골-대퇴동맥의 혈전 제거술 후 슬하부위

Table 3. Sources of emboli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ardiac
Atrial fibrillation
Ischemic heart disease
Left atrial myxoma
TOF with thrombosis*
∙Noncardiac
Aortoiliac occlusive disease
Arteriosclerosis in arch
Aortic dissection
Iatrogenic femoral thrombus
Thrombosed AV graft for HD†
∙Unidentified

21 cases (60%)
15
3
2
1
9 cases (26%)
5
1
1
1
1
5 cases (14%)

Table 4. Methods of operative or radiologic interven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echanical thromboembolectomy
TE only*
TE+bypass
Thrombolysis+TE
Primary amputation
Amputation only
Inflow bypass+amputation
TE+amputation
Adjunctive procedures
Bypass graft
Thrombolysis
Stent insertion

42 cases
36
5
1
7 cases
2
4
1
11 cases
9
1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TOF = Tetralogy of Fallot; AV graft for HD = arterio-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enous graft for hemodialysis

*TE = thromboembol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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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차적 하지절단술을 시행한 경우가 1예였다(Table 4).
7) 수술 후 합병증 및 예후
수술 후 합병증은 혈관 재폐색 7예, 급성 신부전 4예, 지
속적인 하수족(footdrop) 2예, 뇌혈관질환 1예, 창상 열개
(dehiscence) 1예, 허혈성 심근증 1예였다. 술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는 4예로서 수술 후 30일 사망률은 8%였다. 사
망원인은 허혈-재관류 손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 3
예,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가 1예였다. 허혈-재관류 손상으
로 사망한 3명은 74∼75세의 고령이었고 임상분류상 IIb군
이 1명, III군이 2명이었다. 동맥폐색부위는 모두 외장골 동
맥이었고 원인은 2명은 색전증, 1명은 혈전증이었다. 3예
모두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1예는 대퇴-대퇴동맥간 우
회로술과 우측 슬관절 상부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3예 모두
교정되지 않는 대사성 산증, 급성 신부전, 부정맥, 심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술 후 24시간 이내에 사
망하였다. 사망한 다른 1명은 심방 내 점액종으로 인한 대
퇴동맥 색전증으로 색전제거술 후 하지 혈류는 회복되었으
나 술 후 3일째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이 환자의 경
우 개심수술을 통한 심방 내 점액종 제거를 거부하였었다.
수술 후 30일 이내에 하지절단을 시행한 경우는 13예로서
30일 하지 절단율은 23.8%였다. 이 중 일차적 하지절단을
시행한 경우가 7예, 혈전 제거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아 나
중에 절단을 시행한 경우가 6예였다. 원인별로는 혈전증이
8예, 색전증이 5예였다. 혈전증에 의한 동맥폐색 14예 중 8
예(57.1%)에서, 그리고 색전증에 의한 동맥폐색 35예 중 5
예(14.3%)에서 하지 절단을 시행하여 혈전증에 의한 동맥
폐색의 경우 하지절단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4).
수술 후 평균 12.5 (1∼50)개월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총
6예가 추적조사 기간 중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은 뇌혈관질
환 3예, 허혈성 심질환 2예, 비호지킨병의 재발 1예 등이었
다. 1년, 2년 생존율은 77.9%, 69.0%였다.

고

찰

Fogarty등(5)이 1963년 풍선도자를 이용하여 혈전제거술
을 보고한 이래 급성 동맥 폐색증의 수술적 치료가 광범위
하게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재적 시술기법을 이용하
여 혈전 용해술, 경피적 혈관 성형술, 혈전 흡입술(aspiration
thrombectomy), 혈관경 검사 등의 시술 등도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급성동맥폐색증 환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심장 질환
등 다른 내과적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기법과
수술 전후 치료법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망률과
하지 절단율이 낮지 않다. 국내 문헌상 이등(6)은 사망률
4.4%, 하지절단율 13.3%로 보고하였고 김등(7)은 사망률
18%, 하지절단율 2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사망

률 8%, 하지절단율 23.6%였다. 본 연구에서 혈전증과 색전
증에 따른 하지절단율이 각각 57.1%, 14.3%로서 혈전증 환
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이유는 원인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는 환자가 내원할 때까지의 시간경과와 내원 시 임상
분류의 심한 정도에 의한 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겠다. 색전증 환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증상 발현 후 12시간
이내에 내원한 반면, 혈전증 환자의 경우 절반이상이 12시
간 이후에 내원하였다(Table 1). 아마도 만성적인 허혈증상
이 있는 혈전증 환자에 비해 색전증 환자의 경우 측부순환
이 발달되지 않아 증상이 급격하게 심해지고, 주관적으로
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빨리 병원을 찾는 것으로 생각된다.
급성 동맥 폐색증의 원인으로 색전증과 혈전증을 감별하
기가 항상 쉽지는 않다. 하지만 치료방침의 결정과 향후 예
후 예측에 중요하므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색전증의 경
우 Fogarty 풍선도자를 이용한 색전제거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혈전증의 경우 동맥 내 협착부위가 많고,
원위부 유출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아 혈전제거술 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혈관 우회로술이나 혈관성형술 등의 다른 시술
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색전증의 경우 가능한 색전의 원발
병소를 찾으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심장 내 혈전이나 종양
등의 병변이 있을 경우 원발 병소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심장 내 질환검사를 위한 심초음파 검사의 경우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보다는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즉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의 경
우 좌심방 및 좌심이(left atrial appendage)에 있는 혈전, 심장
판막의 증식증, 좌심방내 혈류 속도 및 정체를 더 정확하게
찾아 낼 수 있고 대동맥궁과 흉부대동맥의 질환 여부를 검
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급성 동맥 폐색증의 치료는 진단 즉시 헤파린 등을 투여
하는 전신적 항응고 요법을 시행하고 가능한 조기에 색전
제거술 등의 재관류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증상 발현 후 경과된 시간이
아니고 측부순환의 발달여부 등에 따른 상하지의 임상 양
태, 혈전의 진행 정도, 그리고 환자의 전신상태 등이다. 치
료 방법으로는 고전적인 수술적 혈전-색전제거술, 혈관우
회로술, 중재적 경피적 혈전제거술, 혈전용해술, 일차적
하지 절단술 등이 있다. 재관류 수술은 즉각적인 혈류 재
개통이 가능하여 조직허혈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지만 수술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허혈-재관류 손상
(Ischemia-reperfusion injury)이 있다. 본 연구에서 총 4명의
사망 예가 있었고 3예는 혈전제거술 후 허혈-재관류 손상에
의해 대사산증, 급성 신부전, 부정맥, 심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1예는 수술 후 3일째 허
혈성 심근병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이와같이 허혈-재관
류 손상은 치료가 지연된 환자의 재관류 수술 직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허혈-재관류 손상
이란 혈류를 재개통한 뒤에 조직의 손상이 더 진행하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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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에 축적된 독성 대사물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나타나
는 전신증상들을 가르키는 말로서 Haimovici(10)는 myonephropathic-metabolic syndrome이라고 하였고, reperfusion
syndrome이라고도 한다. 그 임상양태는 근육 허혈로 인해
근괴사가 더욱 진행하여 결국 사지절단을 초래하게 되고,
myoglobinemia와 myoglobinuria가 생겨 색소침착에 의한 급
성 신부전이 발생하고, 전신적인 대사산증과 고칼륨증 등
으로 심폐 기능부전을 유발하고 특히 심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비가역적인 조직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재
관류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간 지연으로 재관류 손상
이 우려되는 경우 환측 사지의 정맥혈을 500∼1000 cc정도
사혈하여 독성 대사물질이 전신 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11). 또 치료로서는 수액공급과 전해질 균형
조절, 요의 알칼리화, 항산화제 및 삼투성 이뇨제로서
mannitol투여, 고칼륨증의 교정 등이 중요하고, 구획증후군
발생 시 적절한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Blaisdell등(12)은 급성 동맥 폐색증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주 원인이 이러한 재관류 손상이라 보고 증상 발현 후 내원
이 10∼12시간 지연된 환자의 경우 일차적 절단술 또는 고
용량 헤파린 투여만으로 치료하고 6∼8시간 이내에 온 환
자 중 감각과 운동기능 소실이 없는 경우에 선택적 지연
재관류 수술을 시행하여 7.5% 사망률과 70%의 사지보존율
을 기록하였다.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방법으로서 일차적
절단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임상분류 III
(irreversible)로 분류된 환자가 8예로 이 중 7예은 일차적 하
지 절단술을 시행하였고 1예는 좌측 족부의 허혈성 괴사가
진행되어 하지 절단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좌측
총장골동맥의 폐색이 있어 절단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혈
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가능하면 슬관절을 보전하기 위하
여 수술 후 조직괴사범위가 확정된 뒤 하지절단부위를 결
정하려 하였으나 허혈-재관류 손상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대사산증, 급성 신부전, 부정맥 및 심부전이 발생하여 수술
후 1일째 사망하였다. 시간이 지연된 환자의 경우 재관류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임상분류를 시행하고
허혈증상의 정도와 원인 질환에 따라 선별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여야겠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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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만 5년간 급성 말초 동맥
폐색증 환자 49명(55예의 상하지)를 치료한 결과 술 후 30
일 사망률 및 사지 절단율이 각각 8%, 23.6%였다. 대부분의
급성 동맥 폐색증 환자가 고령이고 심장질환 등의 동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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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심하고, 증상발현부터 내원 시까지 시간이 경과한 경
우가 많아 환자 및 사지의 손실이 아직 적지 않다. 하지 절
단율이 높은 것은 증상이 상당히 악화된 이후에 내원한 경
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
한 교육과 적절한 환자전달 체계의 확립,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하지 절단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동반질환에 대한 집중치료와 허혈-재관류 손상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사망률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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