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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복복복강강강경경경 비비비장장장절절절제제제술술술을을을 받받받은은은 면면면역역역 혈혈혈소소소판판판감감감소소소 자자자색색색반반반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예예예후후후인인인자자자

배배배경경경및및및목목목적적적:::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의 치료로 내과 치료에 반응
이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또는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합병증
이 생긴 경우 비장절제술을 시행한다.복강경 수술이 널리 보급되면
서 이 질환에 대한 복강경 비장절제술의 반응률은 약 50%～80%까지
보고 되고 있으나,관찰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비장절제술 후 생기
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과 수술 후 패혈증에 국
한된 정보만을 주고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
병 환자에 있어 복강경 비장절제술의 치료성적과 추적관찰 중 생기는
새로운 합병증에 대해 기술하고,수술 후 치료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대대상상상및및및방방방법법법:::199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면역 혈소판감소 자색
반병으로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시
행받은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비장절제술의 치료성적과 후기
합병증을 조사하였다.치료성적은 초기와 후기 치료성적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초기 치료성적은 수술 만족군과 수술 비만족군으로,후기
치료성적은 내과 치료 없이 적어도 2개월 이상 혈소판 수치가 10만
이상인 완전 반응군,5만 이상인 부분 반응군,그리고 5만 이하인 비
반응군으로 나누어 알아보았으며,후기 치료성적인 완전 반응군을 예
측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결결결과과과:::초기 치료성적은 수술 만족군이 76명(83.5%)이었고,수술 비만
족군이 15명(16.5%)이었으며,후기 치료성적은 추적 관찰(중앙값 36개
월)동안 완전 반응군이 43명(64.2%),부분 반응군이 17명(25.4%),비
반응군이 7명(10.4%)으로 나타났다.완전 반응군을 예측하는 인자로서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3일 이내에 혈소판 수치가 150,000/㎕ 이상인
환자군(p=0.002)과 초기 수술 만족군(p=0.017)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
었고,다중 회귀분석 결과 수술 3일 후 혈소판 수치가 150,000/㎕ 이



상인 환자군이 완전 반응군을 예측하는 독립인자로서 의미가 있었다
(p=0.044,상대위험도=4.633;95% 신뢰구간,1.042～20.594).수술 후
새로 발생한 동반 질환은 감염성 질환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5명에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결결결론론론:::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에서 복강경 비장절제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며,성공적인 치료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복강
경 비장절제술 후 3일째 혈소판 수치가 150,000/㎕ 이상으로 수술 후
혈소판이 빠른 반응을 보이며 증가하는 경우였다.수술 후 폐렴을 비
롯한 감염성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감염성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 외래 추적관찰의 필요성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복강경 비장절제술,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예후인자



복복복강강강경경경 비비비장장장절절절제제제술술술을을을 받받받은은은 면면면역역역 혈혈혈소소소판판판감감감소소소 자자자색색색반반반병병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예예예후후후인인인자자자

지도교수 이 우 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박박 세세세 호호호

ⅠⅠⅠ...서서서론론론

복강경 술식이 외과영역에 1980년 후반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부터 복강경 수술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그 적용의 범
위가 복강경 담낭절제술에서 예전에는 복강경적 시술이 불가능할 것
으로 여겨졌던 질환에까지 확대되고 있다.1991년부터 시도된 복강경
비장절제술은 최근에는 복강경 담낭절제술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비장 자체가 자신의
혈소판에 대한 자가항체를 생산하는 장소이자 동시에,형성된 혈소판
-자가항체 복합체가 파괴되는 장소의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양상의
혈소판 감소증과 출혈 증상을 야기하는 질환이다.이 질환은 스테로
이드 제제로 내과 치료를 1차적으로 하고,스테로이드 약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나 재발하는 경우에 비장절제술을 시행한다.현재 보
고된 문헌에 의하면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 환자에 있어 비장절제
술의 반응률을 약 50%～80%까지 보고되고 있으나,장기 치료성적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으며,비장절제술 후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수술 후 패혈증에 국한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주고 있는 실정이
다.그리고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병리학
적 인자에 관한 논란이 있다.1-4
본 연구의 목적은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



경 비장절제술의 장기 치료성적과 장기 추적관찰 중 생기는 새로운
합병증에 대해 조사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수술 후 치료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99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으로 연
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의무기록으로 후향적 조사가 가능했던 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복강경 비장절제술의 치료성적은 초기 치료성적과 후기 치료성적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추적관찰은 대상 환자 중 병원에 마지막 방문
한 의무기록과 환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이용한 정형화된 설문지를 바
탕으로 하였다.

222...수수수술술술 방방방법법법

수술 전 검사로 혈액 검사와 부비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
장 주사 검사를 포함한 진단방사선 검사를 하였으며,폐렴구균 백신
및 피하 헤파린 주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기도삽관 후 전신마취가 시작되면 처음 8명의 환자들은 앙와위 자
세에서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 변형된 우측 측와
위 신장자세로 하고 4개의 포트를 통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변형된
우측 측와위 신장자세로 환자 자세를 변경하니,앙와위 자세로 수술
을 시행할 때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던 10/12mm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도 비장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었고,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잘
선택된 환자에 대해서는 1개의 10/12mm 포트 와 2개의 5mm 포트를
이용한 3개의 포트로도 수술을 시행하였다.절제된 비장은 복강내에
서 수거용 비닐주머니에 담아 조각을 내어 포트 삽입부위를 통하여



복강에서 잘게 부수어 제거하였으며 자세한 술식은 이전에 기술했던
바와 동일하다.5

333...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Window SPSS10.0version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으며,
p값이 0.05이하인 것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교
차분석에서 의미 있는 변수들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Kaplan-Meier분석은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수술 만족군을 대상으로
누적 완전 반응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IIIIIIIII...결결결 과과과

111...환환환자자자 특특특성성성

대상 환자 91명은 남자가 15명(16.5%),여자가 76명(83.5%)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35.7세(9～70세)였다.임신과 연관되어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16명(17.6%)이었으며,출혈 증상 없이 다
른 이유로 검사상 우연히 혈소판 감소증이 있음을 알게 되어 진단된
환자가 31명(31.4%)이었다.34명의 환자에서 과거력이 있었는데 당뇨
를 포함한 대사성 질환이 9명,고혈압 6명,폐결핵을 포함한 폐질환이
5명,간염이 2명,갑상선 질환이 5명,전신성 홍반성 루프스를 동반한
경우가 3명이었다.비장절제술 이전에 수술을 받은 환자가 8명으로
그 중 복부수술을 받은 환자는 충수돌기 절제술이 4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나머지 2명을 난소 절제술을 받은 환자였다.악성종양의 과거력
이 있는 환자는 2명이었으며,1명은 유방암으로 변형 근치적 유방절
제술을 받았고,1명은 자궁경부암으로 치료를 받았다.면역 혈소판감
소 자색반병으로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혈소판 수치는 평균
37,192/㎕(2,000～99,000/㎕)이었다.내과 치료는 스테로이드 제제만으
로 치료한 경우가 40명(44.1%)이었으며,스테로이드와 함께 다른 약제



를 병용한 환자가 40명(44.1%)이었다.스테로이드 제제 이외 추가로
사용한 약제로는 danazole,vincristine,immuran,cyclosphorine등이
있었다.수술 전 IV immuneglobulin및 IV dexamethasone은 각각
47명,14명에서 사용하였다.수술 전 혈소판 수혈이 필요했던 경우는
51명(63.8%)이었고,수술 전 내과에서 치료 및 추적 관찰한 기간은 평
균 17.7개월(0.5～99개월)이었다(표 1).

표 1.환자 특성
빈도(%),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여자 15(16.5):76(83.5)

나이(세) 35.7(±12.5)
임신과 동반 여부 16(17.6)
검사상 우연히 발견된 경우 31(34.4)
동반 질환 34(37.4)
첫 내원시 혈소판 수치 37,192/㎕ (±27,095)
내과적 치료

스테로이드 40(44.1)
스테로이드 +다른 약제 40(44.1)
IV immuneglobulin 47(61.8)
IV dexamethasone 14(19.4)

수술 전 혈소판 수혈 51(63.8)
수술 전 내과 치료 및 관찰기간(개월) 17.7(±23.1)

222...수수수술술술 결결결과과과

복강경 비장절제술의 수술 시간은 평균 129.6±50.8분이었고,출혈량
은 평균 127ml이었다.부비장은 12명(13.2%)에서 발견되었는데,10명
은 복강경 비장절제술시 발견되어 제거되었고,나머지 2명은 수술 후
추적관찰 중 재발이 의심되어 시행한 비장 주사 검사에서 발견되어



재수술로 부비장을 제거하였다.4명(4.4%)의 환자는 복강경 술식에서
개복술로 전환되었는데 3명은 비장문 부위를 박리할 때 생긴 혈관손
상에 의한 출혈로 개복이 불가피 하였으며,1명은 절제된 비장을 수
거하는 과정에서 비장을 복강내로 떨어뜨려 하정중절개로 개복하여
비장을 제거하였다.절제된 비장무게는 평균 100g(20～529g)이었다.
수술 후 배액관은 62명(68.1%)에서 삽입하였고,수술 후 2일(0～33일)
에 식이를 시작하였으며,수술 후 6일(2～35일)에 퇴원할 수 있었다.
수술 후 합병증은 11명(12.1%)에서 발견되었다.수술 후 출혈이 3명
으로 가장 많았다.그 중 2명의 환자는 안정과 대증치료로 수혈 없이
도 자연 지혈이 되었고,1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2일째 재수술 하였
지만 수술 소견상 특별히 활동적인 출혈점은 찾을 수가 없었다.복강
내 농양이 2명의 환자에서 발견되었지만 각각 수술 후 5일과 10일째
방사선 중재술에 의한 배액술 후 특별한 문제없이 퇴원하였다.창상
문제 2명,복강경 수술 중 소장의 전기화상으로 부분적 소장절제를
시행한 경우가 1명 있었다.그 외 폐 부종 1명,폐렴 1명,그리고 대상
포진 1명이었다.

333...복복복강강강경경경비비비장장장절절절제제제술술술의의의치치치료료료성성성적적적

가가가...초초초기기기치치치료료료성성성적적적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환자가 퇴원할 당시 혈소판 수치와 내과 치
료 약물의 사용여부에 따라 초기 치료성적을 판정하였다.혈소판 수
치가 ≥100,000/㎕이면서 수술 전 사용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게 되는 환자군을 수술 만족군(satisfactorygroup)으로 정
의하였고,퇴원할 당시 혹은 내과로 전과될 당시 혈소판 수치가
<100,000/㎕이거나,수술 전 사용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줄이지 못하거
나,다른 약제를 추가시킨 환자군을 수술 비만족군(unsatisfactory
group)으로 정의하였다.본 연구 결과 수술 만족군이 76명(83.5%)이었
으며,수술 비만족군이 15명(16.5%)이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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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복강경 비장절제술의 초기 치료성적.

나나나...후후후기기기치치치료료료성성성적적적

후기 치료성적을 기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자를 분류하여 정의
하였다.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 당시 내과 치료 없이도 적어도
2개월 이상 혈소판 수치가 ≥100,000/㎕이며 출혈 증상이 없는 환자군
을 완전 반응군(completeresponse)으로,혈소판 수치가 ≥50,000/㎕이
며 수술 전보다 적은 용량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군을
부분 반응군(partialresponse)으로,혈소판 수치가 <50,000/㎕이고 치
료 용량의 내과 치료를 유지하는 환자군을 비반응군(noresponse)으
로 정의하여 기술하였다.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의무기록에 의한 추
적관찰이 가능했던 67명을 대상으로 추적기간 중앙값은 36개월(0.5～
118개월)이었으며,완전 반응군은 43명(64.2%),부분 반응군은 17명
(25.4%),비반응군이 7명(10.4%)이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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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복강경 비장절제술의 후기 치료성적.



다다다...누누누적적적 완완완전전전 반반반응응응률률률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초기 치료성적이 수술 만족군이었던 환자들
중 의무기록과 정형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환자와의 전화를 바탕으로
혈소판수치가 <100,000/㎕이면서 다시 내과 치료를 시작한 환자를 재
발환자로 간주하여 누적 완전 반응률을 추정하였다(대상환자,76명,
추적기간,중앙값 36개월).평균 완전 반응유지 기간은 약 86개월이었
으며 68.9%의 완전 반응률을 유지하고 있었다(95% 신뢰구간,73.79～
97.79)(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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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누적 완전 반응률.

라라라...재재재발발발 환환환자자자

초기 치료성적이 수술 만족군이었던 76명 중에 21명(27.6%)이 재발
하였다.재발 환자들의 후기 치료성적을 보면 부분 반응군이 11명
(52.4%)으로 가장 많았으며,완전 반응군이 5명(23.8%),비반응군이 5
명(23.8%)으로 나타나 재발을 하더라도 16명(76.2%)의 환자에서는 수
술 전 보다는 적은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쓰지 않더라도 정상
적인 혈소판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444...완완완전전전 반반반응응응군군군을을을 예예예측측측하하하는는는 인인인자자자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 환자에 있어 장기 치료성적인 완전 반응



군을 예측하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특징적 임상양상 및 검사 결과
들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3일 이내 혈소판
수치가 15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환자군을 빠른 반응군(rapid
response)으로,그렇지 않은 환자군을 느린 반응군(slow response)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빠른 반응군(p=0.002)과 초기 치료성적이
수술 만족군 (p=0.017)이었던 경우가 통계적인 의의를 갖는 단일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나이는 35세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완전 반응군을
예측하는 지표로서는 통계적 의미는 없었으나(p=0.341,)완전 반응군
과 부분 반응군을 포함한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
해 보았을 때는 통계적인 의미가 있었다(p=0.045).그 밖의 임상양상
과 검사 결과는 완전 반응을 예측하는 인자로서 통계적 의미는 없었
다(표 2).

표 2.완전 반응군을 예측할 수 있는 예후인자

임상병리학적 인자1 완전 반응군 합계 P값예 아니오
나이 ≥35 22 17 39 0.045＊

<35 13 14 27
초기 치료성적 만족군 32 21 53 0.017

비만족군 3 10 13
반응군 빠른 반응군 23 10 33 0.002

느린 반응군 7 17 24
1그 외 성별,나이,임신과 동반 여부,검사상 우연히 진단된 경우,수술 전 내과 치료 관찰 기
간,진단 당시 혈소판 수치,스테로이드에 반응 여부,치료 약제,수술 전 혈소판 수혈 여부,부
비장 존재 여부,비장의 무게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음.
＊35세를 기준으로 완전 반응군과 부분 반응군을 합한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누었을 때의 결
과임.

통계적 의미가 있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해보았을
때,빠른 반응군만이 완전 반응군을 예측하는 독립 인자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4,상대위험도=4.633;95% 신뢰구간,
1.042～20.594)(표 3).



표 3.완전 반응군을 예측할 수 있는 예후인자의 결정

B S.E.Wald자유도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나이 0.506 0.619 0.669 1 0.414 1.658 0.493 5.576
초기 치료성적 0.435 0.945 0.212 1 0.645 1.545 0.242 9.857
반응군 1.533 0.761 4.058 1 0.044 4.633 1.042 20.594
상수 -1.4150.781 3.884 1 0.049 0.243

555...복복복강강강경경경 비비비장장장절절절제제제술술술 후후후 새새새로로로 발발발생생생한한한 질질질환환환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시행한 후 추적 관찰한 기간 동안에 새로 발
생한 질환은 감염성 질환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중 폐렴이 5
명,바이러스성 감염(대상포진,인간 유두종 바이러스)2명,진균성 부
비동염 1명,뇌수막염 1명,결핵 폐수종 1명으로 나타났다.대퇴골 두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 성형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5명이었다.
신경학적 질환은 4명의 환자에서 발견 되었는데,각각 진전 2명,당뇨
병성 신경병 1명,말초성 신경병 1명이었다.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양
성 결절 2명,갑상선 기능 항진증 1명으로 조사되었으며,양성 종양은
2명으로 난소 종양 1명,양성 유방 종양 1명이었다.그 외 골다공증 2
명,장 폐쇄 1명,혈전성 폐색전증 1명,유방암 1명,전신성 홍반성 루
푸스 1명이 관찰되었다(표 4).

표 4.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새롭게 발생한 질환
질환명 빈도(명)

감염증 10
대되골 두 무혈성 괴사 5
신경학적 질환 4
갑상선 질환 3
종양성 질환 3
골다공증 2
장 폐쇄증 1
혈전성 폐색전증 1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1



IIIVVV...고고고 찰찰찰

Kaznelson이 1916년에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의 치료로서 비장
절제술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래,1991년 복강경 비장절제술이 도입되
면서 복강경 수술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복강경 비장
절제술은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 환자의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그
위치를 지켜가고 있다.3,6그 이유로는 첫째,병리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근본적으로 비장 자체가 혈소판을 파괴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혈소판-항체복합체를 파괴하는 장소이기도
하며,둘째,이 질환의 치료로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기본으로 하는 내
과 치료가 있기는 하지만 치료 반응률은 약 25%～30% 정도로 대부
분 만성적인 경과를 갖고 있고,셋째,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에 의
해 쿠싱 증후군,여드름,당뇨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특히 이 질환의 대부분이 여자인 점을
고려해 볼 때,수술 후 상처가 작고,회복이 빠르며,수술 후 통증이
적은 복강경 비장절제술은 치료의 효과적인 면과 복강경 수술의 장점
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 환자에 있어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초기 치료성적은 약 80%～85%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장기간의 반응률은 약 50%～80%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추적 관찰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아직까지 면역 혈소판
감소 자색반병 환자에서 복강경 비장절제술의 장기 치료성적 및 추적
관찰에 대한 정보는 매우 드물다.2,3,7,8
본 연구에 의하면,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초기 수술 성적은 수술 만
족군이 83.5%,추적관찰을 통한 후기 치료성적은 완전 반응군이
64.2%,부분 반응군이 25.4%로 관찰되어 다른 보고들과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본 연구에서도 대상 환자들이 수술 후 2개월부터 1년 이
내의 추적 관찰기간을 갖는 환자수가 포함되어 있어 장기 치료성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환자
46명중 의무기록으로 후향적 조사가 가능했던 20명(중앙값 75개월,범
위 60～118개월)을 대상으로 후기 치료성적을 분석해 보았다.수술 후



5년 이상 추적 관찰한 장기 치료성적은 완전 반응군 12명(60%),부분
반응군 3명(15%),반응군 5명(25%)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복강경 비
장절제술 후 추적 관찰기간이 중앙값 7.5년(5～10.5년)인 환자를 대상
으로 한 문헌3과 비교했을 때 완전 반응률 59%와 차이는 없어 보였
으며,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 환자의 치료로서 복강경 비장절제술
을 시행함으로써 75%에서 수술 전 사용했던 스테로이드 제제를 줄일
수 있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비록,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5년 이상의 추적관찰 기간을 갖는 환자가 20명으로 대상 환자 수
는 많지 않았지만,의무기록으로 추적관찰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 중
전화 연락이 가능했던 환자의 대부분이 모두 약을 복용하지 않고,출
혈 증상이 없었으며,가까운 가용한 병원에서 혈소판 수치를 조사한
결과 정상범위라는 말을 들었다는 설문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실
제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된 완전 반응군을 포함한 반응군은 객관적
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되었던 반응률 75%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
대되었다.
완전 반응군을 예측하는 예측인자로는 나이,수술 전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으로 진단받은 기간,비장절제술
후 혈소판 변화 정도 등이 의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9,10본 연
구에 의하면 35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나이는 완전 반응군을 예측
하는 단일 인자는 되지 못했지만(p=0.341),완전 반응군과 부분 반응
군을 합하여 반응군에 포함시켰을 때 비반응군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
이 관찰되었다(p=0.045).이처럼 환자의 나이군에 따른 비장절제술에
대한 반응의 관계는 혈소판이 순환계에서 분리되는 장소가 나이에 다
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동위원소를 이용한 혈소판 운동검사
(plateletkineticstudy)에 의하면 젊은 나이군의 환자들은 주로 비장
에서 혈소판이 제거되어 비장절제술에 반응을 잘하게 되고,나이가
많은 환자군은 주로 간에서 혈소판이 분리되는 것으로 발견되어 비장
절제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 Najean등11은 비장
절제술을 고려하는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 환자에 있어 이러한 혈
소판 역동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또한 과거 본원에서 연구
한 결과에 의하면,비장절제술 후 7일 이내에 수술 전 혈소판 수치의



2배가 되는 빠른 혈소판 반응 환자군인 경우가 완전 반응군을 예측하
는 단일인자로 의미가 있게(p=0.0015)보고 되었으나6이번 연구에서
는 의미가 없었고,대신 복강경 비장절제술에 대한 빠른 혈소판 반응
환자군의 정의를 수술 후 3일 이내 혈소판 수치가 150,000/㎕ 이상이
되는 환자군으로 하였을 때,통계적인 의미(p=0.002)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번 연구에서는 복강경 비장절제술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면서 1999년 이후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후 7일 이내(평균,수술 후 4일)퇴원함으로써 수술 후
입원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빠른 반응군
의 정의로는 충분한 반응군을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또한 초기 수술 치료성적이 수술 만족군인 환자들도 장기 추적 관
찰 후 완전 반응을 예측하는 단일 인자로 통계적 의미가 있었는데
(p=0.017),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장기 추적관찰 결과 일단 복강경
비장절제술로 성공적인 초기 치료결과를 얻었으면 재발 환자 21명을
제외한 초기 수술 만족군 환자의 68.9%에서 완전 반응률을 유지하고
있어 일단 복강경 비장절제술로 초기 만족한 반응결과를 얻게 되면,
장기 추적관찰을 통한 후기 치료성적도 좋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다
중 회귀 분석 결과 완전 반응군을 예측하는 독립인자로는 수술 후 3
일 이내 혈소판 수치가 150,000/㎕ 이상이 되는 빠른 혈소판 반응군만
이 통계적인 의미가 있었다(p=0.044).따라서 비장절제술 후 3일 째의
혈소판 수치로 비장절제술에 대한 혈소판 수치의 반응 정도를 판단하
여 장기 치료성적의 예측인자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복강
경 비장절제술 후 수술 만족 환자군을 대상으로 추적관찰 중 21명
(27.6%)의 환자에서 2개월 이상 혈소판 수치가 100,000/㎕ 이하로 떨
어져 다시 내과 치료를 시작하였는데,재발률에는 이전 연구와 큰 차
이는 없어 보였다.4,12치료 약물은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바탕으로 다
양한 면역 억제제를 병합하였는데,danazole,vincristine,immuran,
cyclosphorine등을 사용하였다.
초기 치료성적이 수술 비만족군으로 분류되었던 15명을 대상으로
장기 치료성적을 살펴보면 완전 반응군 7명,부분 반응군 5명,비반응



군 2명으로 관찰되었으며 완전 반응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 수술
후 3개월,11개월,3년,많게는 9년까지 내과 추적관찰 후 완전 반응군
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비록 초기 수술 결과가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추적관찰과 치료계획으로 12명에서 수술 전 사용
하던 스테로이드 양을 쓰지 않거나 줄일 수 있었다.
부비장의 존재는 부비장이 복강경 비장절제술시 발견되지 못하여
같이 절제되지 않은 경우 추적관찰 중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부비장의 발견 빈도는 이전 연구13에 의하면
9.3%～17.5%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12명
(13.2%)의 환자에서 발견되었다.이 중 재발의 원인이 부비장과 관련
되어 재수술로 부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2명 있었다.수술 전
비장 주사 검사로 부비장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며,검사 결과가 양성
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위양성률이 높은데,이는 부비장의 크기가
작고,그 위치가 비장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며,또한 원래의 비장이 비
장주사를 시행할 때 부비장에 비해 방사선 동위원소가 부착된 변성
적혈구를 경쟁적으로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부비장을
비장주사로는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14하지만 수술 후 시행한
비장주사의 결과를 보면,비록 대상 환자의 수가 7명으로 작았지만
기존의 비장을 제거한 후 시행한 비장주사에서 양성이었던 2명의 환
자에서는 모두 재수술 당시 실제적으로 부비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수술로 부비장을 제거할 수 있었다.재수술로 부비장을
절제한 환자 2명을 살펴보면,한 환자는 31세 여자 환자로 비장절제
술 후 추적관찰 중 수술 후 5개월에 혈소판 수치가 70,000/㎕ 이하로
나타나고 잇몸출혈을 포함한 출혈 증상이 있어 비장 스캔을 시행한
결과,간의 좌 외측구역 부위에서 부비장이 발견되어 부비장을 절제
하였다.수술은 처음에 복강경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나 복강내 유착
에 의해 부비장을 찾을 수 없어 개복으로 전환하였고,기존의 비장문
근처로 추정되는 부위에 있던 크기 1.5cm 정도의 부비장을 찾아 절제
하였다.환자는 수술 후 45개월인 현재 스테로이드 제제 5mg을 복용
하며,혈소판 수치 70,000/㎕～80,000/㎕을 유지하는 부분 반응을 보였
다.또 다른 환자는 29세 여자 환자로 비장절제술 후 스테로이드 제



제를 줄인 용량인 10mg으로 퇴원을 하였으나 혈소판 수치가 추적관
찰 중 50,000/㎕～120,000/㎕으로 매우 불규칙한 상태에서 수술 후 13
개월째에 양성 난소 종양으로 복강경 난소 절제술을 받았는데,당시
우연히 발견된 검붉은 색깔의 복강내 다발성 결절을 조직검사를 시행
하였다.조직검사 결과 비장조직으로 보고되었고,이후 시행한 비장주
사에서 다발성의 양성결과를 얻어,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14개월째에
복강내 크기 0.1～3cm의 다양한 크기의 다발성 비장조직을 절제하였
다.환자는 수술 후 36개월에 줄인 용량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
면서 혈소판 수치 50,000/㎕～80,000/㎕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 있어 복강경 비장절제술 당시 부비장이 발견된
10명의 환자 중,6명은 수술 전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부비
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나머지 4명의 환자는 수술 전 시행한 비장
주사결과가 음성인 환자에서 부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그리
고 개복 비장절제술시 발견되는 부비장의 빈도와 복강경 비장절제술
시 발견되는 부비장의 빈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한 연구15를 제외한 대
부분의 연구16-20에서 발견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는(복강경;4.8-17.8%,
개복;10-16%)점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부비장의 존재 유무
는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시행하는 중에 복강경 카메라를 통해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외과의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따
라서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전 시행한 방사선 검
사에 부비장의 존재 여부를 의존하지 않고,수술에 임하는 외과의사
가 부비장의 발견을 위해 면밀히 복강 안을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생긴 합병증 중 1명의 환자에서 비장 박리
시에 생긴 소장의 전기 화상으로 소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단-단 문합
을 해야 했는데,이처럼 복강경 수술시 사용되는 전기 수술기구 혹은
전기 소작기는 모든 외과의사에게 익숙한 기구로 열을 발생시켜 조직
을 박리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레이저에 비해 주변 손상이 심하
고 다른 부위로 전기가 흐르거나 불꽃이 튀어 주위 장기를 손상시키
는 단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저자들의 지금까지
의 복강경 수술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전기 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1)단극기구 보다는 양극기구가 일반적으로 낮은 전
압에서 작동되고 주위로 전기가 흐르거나 불꽃이 튀는 현상이 없어
안전하다.2)전기 수술기구의 세기를 가능한 낮은 전력수치(30W이
하)로 사용한다.3)복강경 수술에서는 조직의 분리가 필요할 때도 절
개모드는 사용하지 말고 응고모드를 사용한다.4)가능한 고주파 요법
(fulguration)모드는 사용하지 않는다.5)전기소작을 한 번에 길게
사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6)전기차단이 안
된 기구는 미리 점검하여 사용하지 말고 비록 전기차단이 잘 된 기구
라도 용량 결합(capacitivecoupling)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관침
은 가능한 철재와 플라스틱의 혼합으로 되어진 하이브리드 형을 사용
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항들은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의사로
서 불필요한 합병증과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시 마음에 염두해
두고 복강경 수술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복강경 비장절제술이 환자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해 새롭게 생긴 동반질환을 조사하였는데,감염성 질환이 10명으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비장절제술 후 감염증의 발생률은 비장절제술
후 0.23～0.42%/년으로,일생을 통한 발생위험률이 5%로 알려져 있으
며,특히 나이가 어린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에서 위험한 것
으로,사망률 38%～69%까지 보고하고 있다.21이번 연구에서는 비장
절제술 후 생기는 감염증으로 사망한 환자는 1명에서도 관찰되지는
않았으나,그 중 폐렴이 5명에서 관찰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모두
대증치료로 큰 문제없이 회복이 가능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모든 환
자에서 예방접종은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명적인 감염증은 발생
하지 않았지만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새롭게 생긴 합병증으로 폐렴을
포함한 감염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술 후 감염증과 그
로 인한 위험성을 안전하게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백신 예방이 필요
하리라 생각이 든다.또한 환자에게 비장절제술 후 생기는 환자의 면
역상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게 하여 감염증이 장기간 오
래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반드시 추적관찰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간단하면서도 좋
은 방법으로 생각된다.22



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면역 혈소판감소 자색반병의 치료로 복강경 비장절제술은 초기 치
료성적 뿐 아니라 장기 치료성적에서 매우 효과적이고도 안전한 치료
법이었다.비장절제술 후 완전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예후인자로서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3일 이내에 혈소판 수치가 150,000/㎕ 이상이
되는 빠른 혈소판 반응군이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었다.부비장의
존재를 수술 전 미리 확인하여 비장절제술을 할 때 같이 제거하는 과
정은 비장절제술 후 재발을 외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
법으로 생각되지만,수술 전 방사선 검사 방법으로 부비장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복강경 수술시 복강경 카메라를 통해
부비장을 찾으려는 노력과 주의 깊은 관찰을 하는 외과의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비장절제술 후 새로 생긴 합병증들을 살펴보았을
때 폐렴을 포함한 감염증의 빈도가 많았다.그러나 연구에 포함된 모
든 환자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명적인 감염증은 관찰
되지 않았지만,비장절제술 후 치명적인 감염증을 보여 사망하는 환
자에 대한 보고가 있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면역 혈
소판감소 자색반병 환자의 치료로 복강경 비장절제술을 시행하는 환
자에 있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아울러 환자에게 감염성 질환과 자신의 면역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어 감염성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외래
추적관찰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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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redictiveFactorsafterLaparoscopicSplenectomyin
PatientswithImmuneThrombocytopenicPurpura

SeH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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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WooJungLee)

BBBaaaccckkkgggrrrooouuunnndddsssaaannndddPPPuuurrrpppooossseee:Laparoscopic splenectomy (LS)has
been known astheeffectiveand safemethod oftreatmentfor
immunethrombocytopenicpurpura(ITP).However,itisalsotrue
thatthe response to LS in patients with ITP seems to be
unpredictable.Thisstudywasdesignedtoinvestigatelong term
resultsandtoidentifyfactorsthatarepredictiveofoutcomeafter
LS.
MMMaaattteeerrriiiaaalllsssaaannndddMMMeeettthhhooodddsss:::91patients,whounderwentLS forITP
betweenAug.1994andFeb.2005,wereanalyzedretrospectivelyby
review of the medical records and personal telephone
communication.Wedividedtheearlyresultsintosatisfactorygroup
andunsatisfactorygroup.Wecategorizedthelateresultsintothree
response group; complete response, partial response and no
response.Wealsotriedtolookforthefavorablepredictivefactors
andinvestigatednewlydevelopedmorbidityandcomplicationsafter
LS.
RRReeesssuuullltttsss:::76patients(83.5%)belongedtothesatisfactorygroup,and
15(16.5%) were in the unsatisfactory group.After long term



follow-up(median36months),completeresponsewasfoundin43
patients(64.2%),partialresponsein17(25.4%),andnoresponsein
7(10.4%). Among the early satisfactory group, 68.9% was
maintained as complete response. The rapid response
group(p=0.002),in which plateletcountbecame more 150,000/㎕
within3daysafterLS,andinitialsatisfactorygroup(p=0.017)were
statisticallysignificantinunivariateanalysis,butmultiple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only rapid responsegroup was the
mostindependentpredictivefactorforfavorableoutcome(p=0.044,
Relative risk=4.633;95% CI,1.042～20.594).The relapsed cases
wereobservedin21patients(27.6%).Twoofthem resultedfrom
residualaccessoryspleenafterLS.Infectionwasthemostfrequent
new morbidity.Tenpatientscametohaveinfectiousdiseasesand
pneumonia wasdeveloped in 5.Allofthem weretreated well
withoutmortality.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 LS isthesafeandfeasibletreatmentforITP.In
addition,wecanalsoassurerapidresponsegroupafterLSisthe
mostpowerfulpredictivevalueforfavorableoutcomeofLSandit
isimportantallthepatientsunderwentLS shouldbeemphasized
onthenecessityoflong term follow-upconsideringrelapseand
newlydevelopedmorbidity,suchasinfection.

Key words:laparoscopic splenectomy,immune thrombocytopenic
purpura,predictive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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