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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liac vein compression syndrome (IVCS), first characterized by Cockett and Thomas in 1965, is the
development of iliofemoral deep venous thrombosis due to compression of the left common iliac vein against the
spine and pelvic brim by the right common iliac artery. Thrombectomy treatment of the underlying compression
is essential if significant long-term sequelae are to be avoided. Surgical treatment options include venous reconstruction or venous bypass, but treatment using endovascular techniques have recently been describ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endovascular treatment (esp. thrombolysis with stent insertion) in a venous
outflow obstruction resulting from IVCS. Method: During a 2-year period, 20 patients (17 women, 3 men; mean
age, 60 years) presented with clinical and imaging findings consistent with IVCS. All patients presented with leg
edema or pain. The mean duration of symptom onset was 6.6±4.4 days, ranging from 1 to 15 days. All patients
were evaluated using a Duplex scan, computerized tomography and venography. After the ascending venography
had been performed, an infusion catheter system was placed, and urokinase infused locally into the thrombus burden.
After near complete clot dissolution, the residual left common iliac vein stenosis was treated by means of angioplasty
and the placement of a Wallstent. All patients continued to receive oral warfarin. Patients were followed-up by means
of clinical visits, and the stent patency was assessed by means of a Duplex scan or computerized tomography. Result:
The total dose of urokinase used and the duration of infusion were 2.28±0.93 million unit, ranging from 1.00 to
5.20 and 46.8±14.8 hours, ranging from 14 to 72 hours, respectively. Grade III (complete lysis) thrombolysis was
achieved in 17 patients. All 17 patients successfully received a Wallstent. The initial clinical success was 100%,
with complete resolution of symptoms in all patients. One patient, with combined ovarian cancer, had a recurrent
symptomatic deep vein thrombosis and complete occlusion of the stent due to thrombosis 2 months after treatment.
However, no other patients showed evidence of deep vein thrombosis after treatment. The overall patency rate of
the stenting at 18 months was 94.1%. There were no deaths, pulmonary embolism, cerebral hemorrhage or major
bleeding complication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treatment of iliac vein compression syndrome,
using catheter directed thrombolytic therapy and venous stent insertion, was a safe and effective method at the mid
term evaluation. These patients will continue to be followed up with screening tests to further define the long-term
p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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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골정맥압박증후군(Iliac Vein Compression Syndrome; IVCS)
이란 우측 장골동맥과 요추사이에 위치한 좌측 장골정맥
내의 장골동맥이 지속적인 박동성 압박으로 구조적인 변화
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혈류 장애로서 좌측 하지에 심부정
맥 혈전증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May-Thurner 증후군 또는
Cockett 증후군이라 불리기도 한다(1,2). IVCS의 발생 빈도
는 전체 하지 정맥 질환의 약 2∼5% 정도이고(3), 하지 심부
정맥 혈전증의 약 12∼20% 정도를 차지하며(4) 좌측 장골대퇴정맥 혈전증 원인의 약 50∼60%로 보고되고 있다(5).
IVCS에 대한 치료로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많
이 알려져 왔다. 항응고제를 이용한 보존적인 치료는 이 질
환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 때
문에 혈전이 완전히 용해되어 증상이 소실되는 빈도는 약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약 86%에서는 혈

전이 재발한다고 보고되었다(6,7). 그래서 지금까지의 치료
로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수술적 치료가 많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는 술 중 혹은 술 후 합병증
의 발생 등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며, 혈전제거술
에 의한 내막 또는 판막의 손상 등으로 술 후에 오히려 혈
전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수술적 치료에 대한 성적은 다
양하게 보고되고 있다(8,9).
최근 들어 중재적 기술의 발달로 카데타를 통한 혈전용
해술, 경피경관적 풍선확장술(PTA)이나, 스텐트 삽입 등이
혈관질환 치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치료법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IVCS에서도 수술적인 치료에 따르는 문제점을 감
소시키고자 중재적인 치료가 시도되었고, 그 결과 몇몇 우
수한 성적이 보고되어(10,11) 혈관 내 치료의 시행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중재적 시술에 대한 결과 보
고가 적어 중재적 시술이 가지는 의의를 판정하기에는 아
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IVCS 환자들
에게서 시행된 혈관 내 치료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환자

Fig. 1. A 72-year-old woman with 5-days history of the left leg pain and severe swelling. (A) Initial venography demonstrated a large
thrombus in distended left femoral vein. (B) After successful overnight thrombolysis, the majorities of the thrombus had disappeared,
and underlying left iliac vein stenosis became apparent. (C) Postdeployment radiography of 12×8 mm Wallstent in left iliac vein.
(D) Postdeployment venography demonstrated widely patent left iliac vein with no residual stenosis. (E) After 22 months follow-up
CT venography revealed in-line flow with no residual thrombosis in stent and iliac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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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이 시술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Table 1. Clinical features and risk factor evaluation (n=2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방

법

2002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본원에서 IVCS로 진단
받고 중재적 시술에 의한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한 20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임상적인 특징, 증상의 변
화, 방사선학적 호전 유무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좌측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
주사 초음파검사(duplex 스캔)를 통한 좌측 대퇴정맥의 혈
류 장애와 혈전 유무를 파악한 후, 컴퓨터 전산단층촬영으
로 우측 장골동맥에 의한 좌측 장골정맥의 압박과 압박 이
하 부위의 정맥 내 혈전을 확인함으로써 IVCS를 진단하였
다. 이들 환자 중 증상의 발현이 21일 이내이며, 잔존 여명
(life expectancy)이 24개월 이상이고, 폐색전증의 징후가 없
으며, 혈전용해제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슬
와정맥을 통한 정맥조영술과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액성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치료 전 후에 혈액응고 지표검사(항
트롬빈-III, C형 단백, S형 단백, 항인지질 항체)를 시행하였
다.
혈관 내 치료는 모든 환자에서 좌측 슬와정맥으로 접근하
였으며 5 Fr. 코브라 도관을 거치한 후 유로키나제(녹십자,
한국)의 지속적인 주입과 경피적 흡입 혈전제거술(percutaneous aspiration thrombectomy)로써 혈전을 용해하였다. 혈전용
해술 후 혈전의 용해 정도는 완전히 용해된 경우를 Grade III,
50∼99% 용해된 경우를 Grade II, 그리고 50% 미만으로 용해
된 경우를 Grade I으로 판정하였다(12). 혈전용해술 이후 확
인된 정맥의 협착이 직경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협착 부위
에 PTA 시행과 병행하여 Wallstent (Boston Scientific/Meditech)를 삽입하였다(Fig. 1). 20예 모두 시술 후 외래에서 항응
고제(Coumadin)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환자들의 경과 관찰은 임상 증상의 재발 유무와 함께 이
중주사 초음파검사와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정맥 혈류와 스
텐트 내의 혈전 및 측부 정맥 유무 등을 평가하여 치료 전
과 치료 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번 연구의 연구종료 시
점은 3개월마다 시행한 좌측 장골-대퇴정맥의 혈류 검사에
서 혈전이 재발한 경우, 치료 도중에 폐색전증이 발생한 경
우, 수혈을 요하는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하였다.

결

과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0세(29∼76세)였으며 성별은 남
자가 3명, 여자가 17명이었다. 내원 시 임상 증상으로 하지
부종을 20예 모두에서 호소하였으며, 하지 동통을 14예에
서 호소하였다. 증상 발생 후 병원 내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Characteristic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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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female
Initial symptom
Leg swelling
Leg pain
Risk factor evaluation
Previous DVT history
Immobilization
Pregnancy*
Abnormal coagulation profile test†

17 (85)
20 (100)
14 (70)
2 (10)
4 (20)
2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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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mbolytic therapy was done after artificial abortion; †Coagulation profile = anti-thrombin III, protein C, protein S, antiphospholipid antibody

6.6±4.4일(1∼15일)이었다(Table 1).
정맥 혈전증에 대한 위험인자 분석결과, 대상 환자 중에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예,
3개월 이상의 침상안정을 하였던 환자가 4예, 내원당시 각
각 6주와 8주의 임신 1기였던 환자가 2예였다(Table 1). 이
중 임신 1기였던 2명의 환자는 모두 본원으로 전원된 이후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로 이미 타병원에서 방사선의 노
출과 항응고제(coumadin)의 투여가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
두 현재의 임신을 종료하기를 원했고, 유산 이후 심부 혈전
증의 치료를 요구한 경우였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액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원 시 실
시한 혈액응고지표 검사에서 대상환자 모두 정상이었으며
치료 3개월 이후 다시 실시한 혈액응고지표 검사에서도 이
상소견을 가지는 환자가 발견되지는 않았다(Table 1).
모든 환자에서 이중주사 초음파검사와 전산화 단층촬영
이 시행되었고 정맥 조영술을 통한 진단과 동시에 Urokinase를 이용한 혈전용해술이 시행되었다. Urokinase 평균 사
용량은 2.28±0.93 million unit (1.0∼5.2 million unit)이었으
며 평균 주입기간은 46.8±14.8시간(14∼72시간)이었다. 혈
전용해술 후 혈전의 용해 정도는 Grade III가 17예(85%),
Grade I가 3예(15%)였다. 50% 이하의 혈전만이 용해된 3예
에서는 장골정맥 내의 혈전이 모두 섬유화 변화를 일으켜
협착 부위로 유도철사가 전혀 통과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혈전 용해술 시행 결과 초기에 보이지 않았던 골반 내의
여러 측부 순환들이 다시 확인되어 병변 쪽의 정맥 혈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이 3
예 중 2예는 과거에 심부정맥 혈전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다.
스텐트의 삽입은 혈전용해술 이후 정맥의 협착이 70% 이
상인 경우에 시행되었는데 Grade III의 혈전 용해를 보인 17
예 모두 70% 이상의 협착을 보여 Wallstent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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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aplan-Meier analysis of 17 patients with iliac vein compression syndrome treated by endovascular stent placement.

Fig. 2. Completion venography of a 45-year-old woman with a
previous DVT history. This demonstrated that occlusion of
left external and common iliac veins, with prominent
cross-pelvic collateralization. In spite of thrombolysis, the
fibrotic thrombus still remained in deep vein (arrow).

mm)의 삽입이 시행되었으며, 모두 성공적으로 시술되었다
(technical success rate: 100%).
내원 시 호소하였던 임상 증상은 혈전용해술만 시행한
군(n=3)과 혈전용해술과 스텐트 삽입을 병행한 군(n=17) 모
두에서 완전히 소실되었다. 증상 소실에 소요된 시간은 혈
전용해술만 시행한 군에서 5.67±0.58 시간(5∼6 시간)이었
으며, 혈전용해술과 스텐트 삽입을 병행한 군에서는 3.71±
0.85시간(2∼5시간)으로 스텐트 삽입군에서 증상의 호전이
먼저 생겼다.
환자군의 추적 관찰 기간은 6개월에서 23개월까지 평균
14.6±6.7개월이었다. 증상의 재발은 20예 중 1예(5%)에서
있었는데 이 환자는 혈전용해술과 스텐트 삽입을 병행한
환자로 시술 후 2개월에 스텐트의 폐색, 대퇴 정맥의 혈전
증 재발 등이 확인되었다. 당시 이 환자에게 복부동통이 동
반되어 있어 검사한 결과 이전에 보이지 않던 좌측 난소의
악성 종양이 확인되어 개복에 의한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
였으며, 이 후 정맥 혈전증에 대해서는 보존적인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나머지 19예의 환자에서는 추적관찰 기간 중
에 증상의 재발이나 혈전의 재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한 스텐트를 삽입한 17예 중 상기의 1예를 제외한 나머지
16예에서도 추적 기간 중에 스텐트의 폐색은 발견되지 않
았다. Kaplan-Meier test를 이용한 18개월의 스텐트 개존율
은 94.1%이였다(Fig. 3).
시술로 인한 조기사망(1개월 이내)이나, 6개월 이내 사망

은 1예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술 전후에 폐색전증,
뇌출혈, 수혈을 요하는 대량 출혈 등의 발생 또한 1예에서
도 생기지 않았다.

고

찰

1957년 May와 Thurner는 430예의 부검 결과 약 22%의 좌
측 장골정맥에서 해부학적 이상에 의한 정맥 내 돌기(spurs)
를 발견하고 이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다(1). 이후 IVCS의 병
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장골정맥 압박
증후군은 우측 장골동맥에 의한 만성적 박동성 압박으로
좌측 장골정맥 내에 막이나 돌기(spur)가 형성되어 협착을
유발함으로써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1965년 Cocket과 Thomas는 IVCS 환자에서 항응고제만을
사용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군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군 사이의 치료결과를 분석하였는데, 보존적인 치료군에서
저조한 치료결과를 확인하고, 보다 나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지 심부정맥의 폐쇄를 야기하는 해부학적, 구
조적 문제를 수술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2). Mickley 등
은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적 혈전제거술 후 항응고
제를 사용한 22명과 수술적 혈전제거술 후 정맥 내의 협착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한 8명에서의 치료 결과를 비교하였
다(5). 그 결과 수술 후 항응고제만을 사용한 군에서는 73%
의 혈전 재발을, 수술 후 스텐트를 삽입한 군에서는 13%의
혈전 재발을 보고하면서 IVCS의 치료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후 IVCS의 치료에
있어서 해부학적,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수술
적 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13-15) 아직까지 각 술기 간의
비교를 통한 장기간의 개존율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상황
으로 수술적 치료가 가지는 유용성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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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술적 치료는 복부 절개 또는
후복강으로의 접근 등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른 술 후 합병
증의 발생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고 입원 기
간이 연장되는 등 치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하여 현재까지 IVCS의 수술적인 치료는 많은 제한을 가지
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각종 진단 및 치료 장비의 발달로 각종 혈관
질환의 치료에서 중재적 시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
며, IVCS의 치료에도 중재적 시술을 이용한 치료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Binkert 등은 IVCS 환자 8명에 대해 카테타
를 통한 혈전용해술과 정맥 협착에 대한 스텐트 삽입을 시
행하였으며, 이들의 3년 동안의 개존율이 100%라고 보고하
였고(11), Heijmen 등은 6명의 환자에 대한 중재적 시술 결
과 1년 동안의 일차 개존율이 83%, 보조적 일차 개존율은
100%라고 보고하였다(16). 그리고 Dake와 Semba에 의한 24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년 간의 개존율이
약 88%로 보고되었다(17). 최근에 발표된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연구에서도 IVCS에 대한 중재적 치
료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18-20). O'Sullivan 등(18)은 IVCS에 대한 경피경관적 치료의 장점을 기
술하였다. 첫째, 직접 심부정맥으로 도관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진단적 정맥 조영술이 가능하여 심부정맥의 혈전
정도와 측부순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둘째, 도관을 통
해 정맥 내의 혈전에 직접 혈전 용해제를 주입하여 이를
용해할 수 있어 밸브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셋째, 정맥내
의 횡격막이나 돌기는 혈관 조영술 또는 스텐트의 삽입으
로 제거 및 치료를 할 수 있고 넷째, 수술을 피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입원기간이 단축된다
는 것이다.
저자들의 치료 결과도 이들과 비슷하여 평균 14.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증상의 재발은 20예 중 1예에서 있었으
며, 스텐트의 일차 개존율은 94.1%였다. 스텐트를 삽입한
총 17예 중 16예에서 스텐트 내의 혈전의 재발은 없었으며,
이 중 1예에서 치료되지 않은 난소암에 의한 응고 장애로
추적 관찰 중 스텐트 내의 혈전 재발과 증상의 재발이 확인
되었다.
총 대상 환자 20명에서 모두 슬와 정맥을 통한 도관 삽입
후 혈전 용해제를 정맥 내로 직접 주입하여 혈전 용해를
시도하였다. 초기 진단에서 IVCS이 의심되었지만 임상증
상이 21일 이상 지속된 경우나, 생존 여명이 2년 이하인 경
우, 그리고 혈전용해제의 사용이 금기인 경우에는 혈전용
해술 대신 보존적인 치료로 전환하여 치료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저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혈전의 제거를 위하여 혈전용해
술 시 약물에 의한 혈전용해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피적 흡
입 혈전제거술(21)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대상 환자 20예 중 17예에서 혈전용해술 후 Grade III (완전

용해)의 용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3예는 혈전
용해 정도가 모두 Grade I으로 이미 혈전이 섬유화 변화로
진행하여 유도철사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 이였다. 이들 3예
중 2예는 이미 동측에 심부정맥 혈전증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였다. 이는 향후 혈전용해술 시행 시 심부 정맥
혈전증의 과거력 유무가 그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인자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예 모두에서 좌측 장골정맥의 개통을 통한 중심 혈류의
확보에는 실패하였지만 혈전용해술 중 골반 내의 주요 측
부 순환들이 재개통되어 주요 증상들은 모두 호전되었다.
이와 같이 만성적인 혈관의 변화를 동반한 경우에 갑작스
런 증상의 발생은 과거부터 발달되어 있던 측부 순환들의
폐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환자들에서 혈전용해술의
시행은 비록 장골정맥과 같은 주요 혈류의 재개통을 회복
시킬 수는 없지만 측부 순환의 재개통을 통한 증상의 호전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혈전용해술 이후 17예 모두 70% 이상의 정맥 협착이 확
인되어 스텐트의 삽입이 시행되었고 모두 성공적으로 삽입
되었으며, 시술 전후에 환자의 사망이나 치명적인 합병증
의 발생 등은 없어 IVCS에 대한 중재적 시술이 비교적 안전
한 시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혈전 용해 후 스텐트를 삽입하고 난 다음
부터 경구 항응고제를 계속해서 복용하였는데, 이의 복용
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
결되고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면 항응고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히 밝
혀진 것이 없다. 앞으로 이 환자들의 계속적인 추적 관찰로
항응고제의 사용에 대한 지침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시술 후 초기와 중간 단계의 결과로써 중재적
시술이 가지는 최종적인 의의를 판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하
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혈전의 재발, 재협착,
스텐트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로 IVCS에 대한 치료로 경피경관적 접근을
통한 정맥내 혈전 용해술 및 정맥 내의 스텐트 삽입은 심각
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적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임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향후 주기적인 추적 관찰
및 선별 검사를 통해 장기적인 개존율을 규명해야 할 것이
며 향후 재발에 대한 치료 방향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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