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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our clinical experiences of acute mesenteric ischemic
disease at the Masan Samsung hospital. Method: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20 patients
with acute mesenteric ischemic disease from 1998 through 2003 in term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image
findings, management and results. Result: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63.5 years and the male female ratio
was 1.5：1. Coexisting diseases were atrial fibrillation (n=10), hypertension (n=9), myocardial infarction (n=2),
DM (n=4). The clinical manifestations were abdominal pain, abdominal distension, peritoneal irritation signs,
vomiting and melena. The presenting signs were nonspecific. Laboratory findings were nonspecific and not
helpful for diagnosis of acute mesenteric ischemia. Abdominal CT and SMA angiography were accurate and
sensitive diagnostic tools. Seventeen cases were SMA occlusion (1 case: SMA dissection) and 3 cases were
SMV occlusion. Operative procedures were resection of bowel (12 cases) and thromboembolectomy (5 cases).
Non operative procedure was anticoagulation (3 cases). One patient refused surgery. Conclusion: Both clinical
and laboratory data were non-specific and delayed diagnosis was the main cause of the overall mortality rate
of 35% (7 cases). The mortality rate for patients undergoing surgery for acute mesenteric ischemic disease
was high, but early diagnosis and intensive care may be reduced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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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 진단에 대한 높은 관심도, 급성 복증에 대한 복부 전산
화 단층 촬영의 시행 등으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만 병발생 시 환자 상태의 악화, 진단의 어려
움 등으로 아직도 60% 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1). 이
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으로 진단
받고, 치료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 양상, 진단,
치료 결과들을 고찰하고, 진단 과정과 치료방법에 따른 예
후 및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론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임상적
특징이 다른 급성 복증과 증상이 유사하여 진단이 어렵다.
그러고, 조기에 진단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병이 빠르게 진행되어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다. 급성 장간
막 허혈성 질환은 장간막 동맥 색전증, 혈전증, 비폐색성 장
간막 허혈증, 장간막 정맥 혈전증과 그 외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 심혈관계 질환 이환율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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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98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성균관의대 마산 삼성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으로 진단된 20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병력지를 중심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내원 시의 임상 증상, 검사결과, 동반질환의 동반 유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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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법, 장 괴사의 범위와 치료방법, 합병증 및 수술 사망률
에 대해 조사하였다. 진단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장간막
혈관 조영술, 수술 소견으로 하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에 의한 급성 장간막 동맥 허혈성 질환의 진단은 장간막
동맥내 색전 및 혈전의 존재와 장벽의 비대, 부종 및 출혈,
기종(pneumatosis)등 괴사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하였고,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 의한 급성 장간막 정맥 혈전증의 진단
은 장간막 정맥내 혈전의 존재 유무로 진단하였다. 혈관 조
영술에 의한 진단은 상장간막 동맥의 분지부 또는 말단부
의 조영 소실로 진단하였다. 수술 소견으로 진단된 환자는
위와 십이지장을 제외한 광범위한 소장괴사와 일부 대장괴
사를 포함하는 경우로 하였다. 급성 장간막 정맥 허혈증 환
자는 모두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진단하였다.

결

과

1) 연령 및 성별 분포
대상 환자 20명 중 남자는 12명, 여자는 8명으로 남녀비
는 1.5：1로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장간막 동맥 폐색
증에서는 남자 10명, 여자 7명이고, 장간막 정맥 폐색증에
서는 남자 2명, 여자는 1명에서 발병하였다. 연령분포는 21
세에서 88세까지이고 평균연령은 63.5세이었다. 장간막 동
맥 폐색증에서는 60세 이하 4명, 60대 6명, 70대 이상 7명으
로 평균연령은 65.1세이었고, 장간막 정맥 혈전증에서는 30
세 이하 2명, 70세 이상 1명으로 평균연령은 43.2세이었다.
2) 원인
급성 장간막 동맥 폐색증의 원인은 색전증이 13명(76.4%),
혈전증이 3명(17.6%) 있었고, 1명(5.8%)에서는 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가 수술 중 장간막 동맥 해리증(SMA dissection)
으로 진단되었다. 급성 장간막 정맥 혈전증은 3명에서 있었
다. 비폐색성 장간막 허혈증은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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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 양상 및 병리소견
20명에서 모두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압통과 반발
통은 각각 10명, 5명에서 관찰되었고, 그 외 구토 10명, 설사
4명, 혈변 3명, 흑색 변이 3명 관찰되었다. 병리 검사 소견상
3
백혈구 수치 10,000개/mm 이상이 14명이었고, 10,000개
3
/mm 이하는 6명에서 관찰되었다. 동반 질환은 장간막 동맥
폐색증 환자 17명 중 모두에서 관찰되었고, 이 중 심방 세동
을 포함한 심장부정맥이 10명, 고혈압 9명, 심근 경색증 2
명, 판막 질환은 3명, 확장성 심근병변 1명이 있었다. 동반
된 혈관 질환은 베체트병이 1명, 말초혈관 폐색성 질환이
5명에서 있었다. 당뇨병은 4명에서 관찰되었다. 장간막 정
맥 혈전증에서는 신증후군(nephrotic syndrome) 1명, 당뇨병
1명, 고혈압 1명, 비장절제술 1명이 관찰되었다(Table 2).
4) 진단, 경과 시간
장간막 동맥 폐색증 환자 17명중 14명(82.3%)에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 시행되었고, 9명에서 혈관조영술이 시
행되었다. 진단까지의 경과시간은 8명(47.0%)은 24시간 이
내에 진단되었고 9명(52.9%)은 24시간 이후에 진단되었다.
14명은 수술 전 진단이 가능하였고, 이 중 한 명은 수술 전
동맥 색전증으로 진단되고, 수술 중 장간막 동맥 해리증으
로 진단되었다. 3명(17.6%)은 급성 복막염으로 수술 전 진
단되었다. 장간막 정맥 혈전증 3명은 모두 복부 전산화 단
층 촬영으로 진단되었고, 혈관 조영술은 시행되지 않았다.
2명은 24시간 이내에 진단되고, 진단 시 복막염 소견은 없
었고, 한 명은 24시간 이후에 진단되었고, 복막 자극 증상이
있는 환자였다.

Table 2. Associated diseases with acute mesenteric ischemia
(n=2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AI (n=17)
MVI (n=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n=2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AIMAIMAIMVI
EMB
THR
dissectionI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of patients
13
3
1
3
Age (mean, years)
64.5
72.6
48
43.2
No of female patients
6
1
0
1
No of male patients
7
2
1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AI = mesenteric artery ischemia; EMB = embolism; THR =
thrombosis; MVI = mesentric vein ischemia

Heart disease
Arrythmia
Myocardial infarction
Valvular heart disease
Cardiomyopathy
Hypertension
Thromboangitis obliterans
Atherosclerosis obliterans
Diabetes mellitus
Nephrotic syndrome
Post splenectomy

10
2
3
1
9
1
5
4
0
0

0
0
0
0
1
0
0
1
1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AI = mesenteric artery ischemia; MVI = mesenteric vein isch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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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eatment of acute mesenteric ischemia (n=2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AI-EMB (n=13)

MAI-THR (n=3)

MAI-DIS (n=1)

MVI (n=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romboembolectomy
Resection
of small bowel
of small and large bowel
Second-look procedure
resection of small bowel
Urokinase infusion
Anticoagulation

7

0

0

0

3
2
8
4
1
10

0
2
0
0
0
2

1
0
0
0
0
0

1
0
0
0
0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AI = mesentric artery ischemia; EMB = embolism; THR = thrombosis; MVI = mesentric vein ischemia; DIS = dissection

5) 치료
장간막 동맥 폐색증 환자 17명 중 15명(88.2%)에서 수술
이 시행되었고, 1명에서는 수술거부하고 퇴원하였고, 1명에
Ⓡ
서는 혈관 조영술 후 유로키나제(녹십자 , 한국)를 사용하
여 혈관을 재개통하였다. 수술한 15명 중 색전 제거술 시행
한 환자가 7명이었고, 3명에서는 소장 괴사로 소장 절제술
그리고 4명에서는 소장 및 대장의 광범위 괴사로 소장 및
대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 중 8명(53.3%)에서 이차 수
술(second look operation)이 시행되었고, 5명은 색전 제거술
을 시행하면서 장괴사 소견은 없고 일부 경색부위만 있어
색전 제거술 시 장절제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로 이차 수술
시 소장괴사 진행으로 1명에서 소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3명은 수술 후 복막염 증상이 지속되어 이차 수술을 시행하
였고, 수술 소견상 소장괴사의 진행으로 소장 절제술을 3명
에서 추가로 시행하였다. 수술을 시행한 환자 12명에서 수
술 후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다. 상장간막 정맥 혈전증 환자
3명에서는 2명에서는 항응고제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1명
에서는 복막염 증상이 있어 장경색 부위의 장 절제술을 시
행하고, 항응고제 치료를 시행하였다(Table 3). 장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는 모든 예에서 일차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6) 합병증 및 사망
합병증은 10명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중 창상감염이 5명,
short bowel syndrome, 폐렴, 상부 위장관 출혈, 폐혈증의 진
행, 성인성 급성 호흡부전증이 각각 1명에서 관찰되었다.
소장 절제 후 지속적인 장 폐쇄로 1개월 후 재수술 시행,
수술 소견상 점막층의 경색에 의한 내용물의 흐름 장애 소
견으로 소장 단단 문합술을 1명에서 시행하였다. 장간막 동
맥 폐색증에서 5명(29.4%)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일주일 이
내에 사망하였고, 이 중 4명은 24시간 이후에 진단되고 수
술 소견상 소장과 대장의 광범위 괴사로 소장 및 대장을
절제한 환자들이었다. 한 명은 수술을 거부하고 24시간 이
내에 사망하였다. 수술 후 심장 질환의 악화로 30일 이내에

한 명은 사망하였다. 30일 이내의 조기 사망률은 장간막 동
맥 폐색증에서 41%이었다. 장간막 정맥 혈전증에서는 사망
한 경우는 없었다.

고

찰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장 혈
관의 폐색 또는 수축 등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이 초기에는
비 특이적 소견으로 진단이 늦어지고, 궁극적으로 장 허혈
및 괴사가 발생하고, 많은 환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다. 문헌을 고찰해보면 평
균 사망률이 60% 이상으로 아직도 높은 사망률을 가진 혈
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 발생 빈도는 전체 대상 인구를
기초로 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며, Stoney와 Cunningham(2)
은 병원 입원 1,000명에 1명의 빈도로 발생했다고 보고하였
고,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심혈관 질환 유병률의 증가,
고령인구의 입원 증가로 병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
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1).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의 절반
이상에서 장간막 동맥 색전증이 원인이며(2,3), 중대장 동맥
기시부나 원위부 동맥에서 폐색이 일어나고, 색전의 기원
은 주로 심장 부정맥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심근 경색증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25%의 환자에
서는 장간막 동맥 혈전증이 원인이고,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상 장간막 동맥 기저부에 주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환
자에서 만성 장간막 허혈에 의한 증상이 있다고 한다(2,3).
전체 환자의 20∼30%에서는 비폐색성 동맥 허혈증이 발생
하고 이는 장간막 동맥의 폐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심 박출량의 감소, 신 및 간부전증 등에 의한 저 혈류량 상
태와 미세혈류순환에서의 혈관수축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4). 전체 환자의 5∼15%에서 장간막 정맥 혈전증이 발
생하고 이 중 90%는 상 장간막 정맥에서 생긴다. 정맥 혈전
증은 유전적 또는 후천적인 혈액응고 인자 장애에 의한 응
고항진증(hypercoagulation disorder)이 여러 문헌에서 보고
되고 있다. 국내 여러 논문에서는 장간막 동맥 색전증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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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장간막 동맥 혈전증 5∼26%, 장간막 비폐색성 허
혈증 5∼30%, 장간막 정맥 혈전증 12∼25%로 장간막 동맥
색전증이 가장 많았고(5,6-9), 저자들의 연구에도 장간막 동
맥 색전증이 65%로 가장 많았다. 동반 질환으로는 국내 논
문에서는 심장 부정맥이 25∼50%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심장 판막 질환도 4∼30%의 빈도를 보였고(5,6-9), 저자들
의 연구에서도 심장 부정맥이 50%, 심장 판막 질환이 15%
의 빈도를 보였다.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에서는 복부 통
증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되고, 이학적 소견에 비해 심
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과 2∼3시간이상 지속되는 통증
을 특징으로 한다(10). 그 외 복부 팽만, 복부 강직,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진단이 늦어 나타나는 소견이
다(11). 구토, 설사, 발열, 오심 등이 보고되고, 혈변, 흑색변
이 등이 15%에서, 잠혈(occult blood)이 절반 정도에서 관찰
된다(12). 국내 여러 논문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
부 통증이 모든 환자에서 관찰되었고(5,6-9), 저자들의 연구
에서도 모든 환자에서 복부 통증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혈
변, 흑색변이가 각 15%에서 관찰되었다. 급성 장간막 허혈
성 질환의 진단에서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경미
한 질환이 배제되면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의 가능성을
한번은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는 개복을
요할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환자에서는 비가역적인 장괴사
가 진행된 경우가 많고, 예후가 나쁘기 때문이다. 검사실 소
견은 비특이적이며, 대사성 산증은 심한 장 괴사를 의미하
고, 단순 복부 촬영 소견에서도 초기에는 비특이적 소견이
고, 병의 진행에 따라 장 마비 소견, 장간막 비대, 문지 문양
(thumb printing), 장벽 내 기종(intramural pneumatosis)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장 괴사가 진행되었을때 나타나는
소견이다(13). 그리고 증상 발현 후 12∼18시간 동안은 비특
이적인 소견을 보인다는 것을 혈관외과 의사들은 알아야
진단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14). 최근 진단 기술, 장비
의 발전으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과 혈관 조영술이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간막
동맥 허혈성 질환의 진단에는 전통적인 혈관 조영술이 조
기 진단에서 중요한 역할과 초기 치료와 치료 계획 수립에
유용한 검사이다. 또한 혈관 내 시술, 상장간막 동맥내
papaverine의 지속적 주입과 같은 중재적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용이 제한적이고
침습적, 신독성, 방사선 노출 등의 단점이 있는 검사 방법이
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은 장간막 동맥 허혈성 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진단 방법으로, 급성복부 통증에서 비 혈류
성 원인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15). 그 외, 전산화 단층
혈관조영술(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자기 공명
정맥 조영술(MR venogram), 복부 혈관 초음파검사 등이 진
단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장간막
동맥 허혈 질환 환자 82%에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 시
행되었고 이중 70%를 진단할 수 있었다. 장간막 혈관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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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확진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2.9%에서 시행되
었다. 장간막 정맥 혈전증 환자 3명 모두에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 진단에 유용한 검사 방법이며, 조기에
발견하고,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검사
였다. 급성 장간막 동맥 허혈성 질환의 치료는 비가역적 장
괴사 부위의 제거, 더 많은 장의 경색을 예방하고, 최소화하
며, 최대한 소장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1). 병기 및 경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데, 복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 장괴사를 의
미하기에 외과적 수술이 시행되고, 혈관재건술(revascularization)과 장 절제술이 시행되고, 장 허혈 소견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혈관재건술만 시행한다(10,16). 수술 시 장의
회복 가능성은 장의 색깔, 연동 운동, 맥박의 촉지 등과 같
은 시진과 촉진에 의한 방법과 정맥내 fluorescein주임후 자
외선에 노출 시켜 관찰하는 방법,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
는 방법 등이 있으며 저자들은 수술 시 장 절제 범위 및 회
복 가능성은 시진과 촉진에 의해 결정하였고 그 외 방법은
사용하지 못했다. 혈관재건술은 혈전 색전재거술, 복부 대
동맥-장간막 동맥간 우회로 조성술 또는 장골 동맥-장간막
동맥간 우회로 조성술 등이 있고 저자들은 혈관재건술에서
색전재거술을 시행하였다. 이차 수술의 경우는 일차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며, 장의 회복 가능성을 재평가 할
수 있고, 필요 시 소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차 수
술시, 수술 후 임상 경과 관찰 중 결정한다. Woosup등(1)은
이차 수술 시 48%에서 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저
자들의 연구에서도 일차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이차 수술
을 시행하였고, 이차 수술 시 50%에서 추가적 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증상 발생 후 복막 자극 증상이 없고, 1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혈관조영술 후 중재적 시술로
혈전 용해술을 시행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적 시술에는
제한이 있어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서 혈전 용해술을
비폐색성 허혈성 질환환자에서는 혈관 확장제 주입 치료만
을 시행할 수 있다. 급성 장간막 정맥 혈전증의 치료는 복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 외과적 수술로 장괴사 부위의 절제가
필요하지만 복막 자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헤
파린(heparin)치료가 필요하고 이후 coumadine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17). 이 같은 치료로 최근 상장간막 정맥 혈전증
의 사망률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병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
게 되었다(18). 병의 재발을 예방하고 원인 규명 및 치료 기
간을 결정하기 위해 혈액 응고 인자 이상 유무를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혈액응고 인자 이상이나 심
방 세동과 같은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평생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고,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는 6개월에서 1년
간 항응고제 치료를 한다(10). 장간막 정맥 혈전증 환자 한
명에서 복막 자극 증상이 있어 수술로 장 절제 및 문합을
시행하고 항응고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2명에서는 항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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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치료만 시행하였다. 혈액응고 인자 이상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후 환자 관리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데 아직도 높은 사망률을 보
이는 다발성 장기 부전증과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의 재
발을 예방하는 것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 급성
장간막 동맥 허혈성 질환에서의 수술 사망률은 수술 시 광
범위한 장괴사의 유무, 재혈관화에 의해 다양한 차이를 보
이고 있고, 보고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0∼70% 정도를
보고하고 있고(1), 국내 논문들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30%
에서 60%까지의 수술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고(5,6-9), 저자
들의 연구에서는 급성 장간막 동맥 허혈성 질환에서는 41%
의 수술 사망률을 보였고, 이 중 소장과 대장의 광범위한
장괴사로 장 절제를 시행한 4명에서는 100%의 수술 사망률
을 보였다. 급성 장간막 정맥 허혈성 질환에서는 다른 논문
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

결

론

급성 장간막 허혈성 질환은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에
진단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급속히 진행되
어 사망하게 되는 질환으로 아직도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고령 인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이며, 초기 임상 증상이 비특이적인 특징을 가지
는 질환으로 고위험군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환자
에서 비중을 두고 관찰하고, 빠른 수술 전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재
발의 예방 등 적극적인 병의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광범위
한 장 괴사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장 절제 및 적극적인 혈관
재건술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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