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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nous thrombosis is uncommon in young individuals. Hypereosinophilia is a rare cause of thrombosis that 
usually involves the heart and small vessels like such as retinal vessels. We report a case of massive deep vein 
thrombosis that developed in a young patient with hypereosinophilia who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continuous local infusion of urokinase. ((((Korean Circulation J 2001;31((((2)))):2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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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부정맥 혈전증은 대부분 고령, 수술 등의 전형적인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다.1) 증상이 없이 저

절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폐혈전증이

나 반복되는 혈전증, 후혈전증 증후군(post-thrombotic 

syndrome)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장기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진단이 되면 혈전증 자체

에 대한 치료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원인 질환에 대

한 조사와 이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2) 

드물게는 임상적으로 위험인자가 없는 젊은 환자에서

도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유전적 질

환이나 혈액 응고 인자의 이상 등으로 인한 과응고상태

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3)4) 특발성 과호산구 증후군

도 혈액의 과응고상태를 유발하는 질환중의 하나이지

만 혈전이 망막혈관과 같은 작은 혈관이나 심장에 생기

는 경우가 많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저자들은 젊은 남자환자에서 호산구 증다증 이외의 다

른 위험인자 없이 발생한 심부정맥 혈전증 1례를 ur-

okinase 국소주입법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이

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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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하였다. 환자는 평소 건강하였으나 내원 1주일 전 

부터 좌측 하지부위의 부종이 생겨 점차 심해졌고 내원 

4일 전부터는 우측 하지에도 부종과 압통이 발생하여 

타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상 심부정

맥 혈전증으로 진단받고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기생충 

감염, 알레르기 질환, 약진 등의 병력은 없었고 가족력

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 내원 당시 환자는 급성병색

을 보였으며 혈압 120/70 mmHg, 체온 36℃, 맥박수 

86/분, 호흡수 18/분이었다. 경정맥 확장 소견은 없었

고 흉부청진상 심음과 호흡음은 정상이었다. 양측하지

에서 압통과 부종이 관찰되었으나 하지의 동맥들은 잘 

촉지되었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21,500/mm3(호중구 35.5%, 

림프구 16.2%, 호산구 45.7%(9,800/mm3), 단핵구 

2.3%), 혈색소 11.4 g/dl, 혈소판 337,000/mm3였고 

ESR 26 mm/hr였다. P time(INR)은 1.09, aPTT 

38.1초, thrombin time 23.4초로 정상이었다. 간 및 폐

흡충에 대한 피내반응검사는 모두 음성이었고 기생충에 

대한 ELISA검사도 모두 음성이었다. 면역혈청학 검사

상 rheumatoid factor, VDRL도 음성소견을 보였다. 

간염 검사에서 HBsAg, Anti-HBc, HBeAg이 양성이

었고 HBV-DNA는 5609.6 pg/ml였다. ANA, ANCA, 

anti-phospolipid Ab IgG 및 IgM 모두 음성이었으나 

lupus anticoagulant는 양성이었다. Protein C 73%, 

protein S 84%, anti-thrombin Ⅲ 62%였고 factor V

는 정상이었다. 

심전도 및 흉부 X-선 사진은 정상이었다. 경흉부 

심장초음파검사상 방실의 크기나 수축기능은 정상이었

고 심실의 비후나 심실내의 혈전, 심낭삼출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 

입원 당일 헤파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초음파 유

도하에 양측 오금정맥(popliteal vein)을 천자하여 정

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정맥조영술상 하대정맥 원위부

로 부터 양쪽 오금정맥까지 이르는 거대한 혈전으로 의

심되는 광범위한 음영결손이 관찰되었다(Fig. 2). 이어 

sheath를 통하여 Multi-sideport(Cook® Bloomington, 

USA)카테터를 양측 표재대퇴정맥에 위치시키고 혈전

용해제를 병변부위에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각

각의 도관을 통해 urokinase를 30,000 U/hr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입원 2일째 시행한 추적 정맥

조영술상 좌측 표재대퇴정맥의 혈전은 거의 소실되었으

나 골반정맥과 공통대퇴정맥의 혈전은 여전히 관찰되었

으며 우측 심부정맥의 혈전은 크기는 줄었으나 여전히 

관찰되었다. 매일 정맥조영술로 추적 관찰하면서 혈전

이 용해되는 부위까지 조금씩 카테터를 진행시키는 방

법으로 혈전 용해제를 국소 투여하였으며, 입원 4일째 

까지 urokinase 480만 단위가 주입되었고 양측 표재

대퇴정맥의 혈전은 거의 다 소실되었으나 양측 공통장

골정맥에서는 혈전에 의한 부분폐색이 관찰되었다. 입원 

5일째 양측 공통장골정맥의 혈전들이 더 많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도관을 제거하였으며 입원 6일째 부터

는 coumadin으로 전환하였다. 입원 7일째 폐관류 스캔 

Fig. 1.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reveals no deposition of thrombus or eosinophils within the ventricular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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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nogram on admission shows multiple filling defects from distal inferior vena cava (A) to both popliteal 
veins (B, C). IVC：inferior vena cava, RF：right femur, LF：left femur. 

AAAA BBBB CCCC 

Fig. 3. Follow-up venogram after thrombolysis and heparin infusion shows a resolution of the previous multiple filling
defects within both iliac and femoral veins. There is a filling defect remaining at distal inferior vena cava (white
circle) which is suggestive of organized thro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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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 하였으며 폐색전증으로 의심할 만한 음영결손 

부위는 관찰 되지 않았다. 입원 18일째 시행한 정맥조

영술 상에서는 양측 공통장골정맥과 좌측 표재대퇴정맥

은 정상이었으나 하대정맥의 원위부에서는 만성혈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협착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과호산구증에 대해서는 glucocorticoid의 사용을 고려

하였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약물 투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하였

다. 퇴원 후 3개월째 외래에서 시행한 말초혈액 검사에

서도 호산구는 11,660/mm3로 여전히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현재 매일 coumadin 5 mg을 

복용하고 있으며 심부정맥 혈전증의 재발 없이 외래추

적 관찰 중이다. 

 

고     안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인자로는 50세 이상의 노령, 

장기간의 침상생활, 외상, 수술, 임신, 악성종양 등과 응

혈능 항진 상태를 유발하는 anti-thrombin III, protein 

C, protein S의 결핍, antiphospholipid antibody의 존

재, 경구피임제와 여성호르몬 대치요법 등이 있고 유전

적 소인인 factor V Leiden mutation이나 G20210A 

prothrombin gene mutation 등이 있다.1)15) 그 밖에 

드물지만 methionine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나 cobala-

min, folate, pyridoxine과 같은 비타민의 결핍으로 인

해 발생되는 hyperhomo-cysteinemia도 혈전증을 유

발한다는 보고가 있다.16) 

특발성 과호산구 증후군과 같이 장기간 호산구 증다

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호산구에서 유리되는 주 염기

성 단백(major base protein), 호산구성 양이온 단백

(eosinophilic cationic protein), 호산구성 신경독소

(eosinophil-derived neurotoxin) 등의 양이온 단백질

들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켜 혈전증을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그러나 이 경우 동반되는 

혈전증은 심장이나 작은 혈관에서 주로 발생하고 심부

정맥 혈전증은 잘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혈관의 섬유화나 혈전증을 동반하지 않고 심부정

맥 혈전증만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으로 알려져 있다.5) Elouaer-Blanc 등7)은 특발성 과

호산구 증후군과 동반된 간정맥 혈전증을 보고한 바 있

는데, 이 증례에서 세 주간정맥(main hepatic vein)이 

모두 심한 섬유화로 완전히 막혀 있었을 뿐 아니라, 심

내막의 벽재성 혈전(mural thrombi)과 섬유화 및 폐혈

관, 특히 기관지소동맥(bronchial arteriol)과 같은 작

은 혈관의 섬유화 등의 다른 장기 침범이 동반되어 있

음을 부검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Walker8)는 본 

증례의 경우처럼 30세 남자환자에서 기관 실질이나 내

부장기의 침범이 발견되지 않고 호산구 증다증만 동반

된 간정맥 혈전증을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호산구 

증다증이나 특발성 과호산구 증후군에 대한 여러 연구

들이 있었으나 다른 장기의 침범 없이 심부정맥 혈전증

만 동반된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10-14) 본 증례에

서 호산구 증다증과 심부정맥 혈전증이 서로 인과관계 

없이 우연히 동반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Elouaer-

Blanc 등7)이 기술한 바와 같이 위험인자가 없는 젊은 

환자에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과 다른 원인 

없이 호산구 증다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점을 

고려해볼 때 본 환자의 경우 심부정맥 혈전증 발생의 

원인을 호산구 증다증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발성 과호산구 증후군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조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19) (1) 말초혈액에서 호산구수가 

1,500/mm3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6개월 미

만이라도 호산구 증다증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와 

(2) 호산구 증다증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3) 

순환계, 중추신경계 및 내부 장기의 침범에 대한 증상

이 있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 보였던 호산구 증다증에 대하여 저자들

은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환자가 이전에 혈액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고 퇴원 후 3개월 이상 호산구 

증다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특발성 과호산구 증후

군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1973

년 Spitzer와 Garson이 급성 아림프구성 백혈병과 동

반된 과호산구증다증으로 진단받은 23명의 환자를 보

고한 이후 이 두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가설이 보

고되었으며 본 증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골수흡인 및 골수생검 등의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

나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시행 하지 못하였다.20) 

따라서 특발성 과호산구 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기 위

해서는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증례에서 lupus anticoagulant가 양성이었다. 아

직 그 정확한 기전은 밝혀진 바 없으나 lupus antico-

agulant가 혈전증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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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심부정맥 혈전증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21)22) 그러나 본 증례의 경우 antiphospholipid 

antibody IgM과 IgG가 모두 음성이었고 lupus anti-

coagulant가 양성인 경우 90%에서 연장되는 aPTT가 

정상이었다.22) 그리고 간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anti-

phospholipid antibody가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

문에23) lupus anticoagulant는 위양성으로 판단하였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가진 환자의 치료 목적은 폐혈전

증을 예방하고 정맥의 개관(venous patency)과 판막

의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postphlebitic syndrome을 

예방하는 것이다. 치료는 헤파린과 같이 즉각적인 항응

고 효과를 갖는 약물로 시작해야 하며 정주 또는 피하 

주사 할 수 있고 치료 후 첫 24시간 이내 치료 적정 농

도까지 오르지 못하면 재발율이 15배나 증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5) 최근에는 이러한 혈전증의 치료에 

투여와 추적관찰이 쉬운 저분자량 헤파린(Low-mo-

lecular-weight-heparin)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혈

전증의 재발과 혈전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기

존에 사용되던 헤파린과 효과면에서 동등하다고 알려

져 있다.24) 일반적으로 헤파린을 5일간 사용한 후에 

coumadin과 같은 비타민 K 길항제로 전환하며 경구용 

항응고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한다.1)15) 

또한 tissue plasminogen activator와 같은 혈전용

해제를 사용한 후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이 항응고제 

단독요법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

전용해제 치료는 정맥의 통관성이 유지되고 정맥판막이 

정상적인 구조를 회복할 때까지 사용해야 한다.25) 그러

나 항응고제 단독 사용에 비해 출혈의 위험성이 2배 

가량 높으며 특히 두개강내 출혈 등은 2배 내지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혈전용해제는 발생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큰 혈전에 국한하여 사용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6) 

이러한 이유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전신적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했었으나 최근

에는 병변부위에 대하여 국소투여(regional infusion)

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즉 카테터를 통해 혈전부

위에 직접 혈전용해제를 투여함으로써 혈전내로 전달되

는 혈전용해제의 국소 농도를 더 많이 높여 효능을 최

대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혈전용해제를 전신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야기되는 

합병증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다.26) 

본 증례에서도 진단 당시 광범위한 부위의 혈전증이 

있어서 매일 추적 정맥조영술을 시행하면서 카테터를 통

하여 혈전에 직접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방법(cath-

eter directed-thrombolysis)으로 혈전이 소실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투여하였고 다량의 혈전을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요     약 
 

저자들은 다른 위험인자가 없는 젊은 남자 환자에서 

호산구증다증과 동반된 심부정맥혈전증 1례를 경험하

고 이를 urokinase 국소투여법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하

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심부정맥혈전증·호산구증다증·Uro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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