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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신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 폐동맥 색전증 1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학교실

김은미·박재형·장원일·안계택·김민수·김규섭·정일순·이주희·나기량·성인환

A Case with Acute Pulmonary Thromboembolism Associated with
Nephrotic Syndrome
Eun-Mi Kim, MD, Jae-Hyeong Park, MD, Won Il Jang, MD, Kye Taek Ahn, MD, Min Su Kim, MD,
Kyu Seop Kim, MD, Il Soon Jung, MD, Ju Hee Lee, MD, Ki Ryang Na, MD and In-Whan Seong,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Though nephrotic syndrome is associated with various thromboembolic phenomena, acute pulmonary thromboembolism
is a rare complication. We experienced a case with acute pulmonary thromboembolism in a patient with generalized edema
and profound proteinuria. Subsequent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pulmonary thromboembolism was secondary to
nephrotic syndrome due to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 This thromboembolic complication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thrombolysis and anticoagulation.
KEY WORDS : Pulmonary thromboembolism·Nephrotic syndrome·Glomerulonephritis.

서 론

생성하고, 크기가 증가하면서 근위부로 이동하여 폐동맥의 색
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된다.4)

급성 폐동맥 색전증은 고혈압, 장기간의 침상안정, 심부정맥

저자들은 신증후군 환자에서 심한 단백뇨와 고콜레스테롤증

혈전증, 최근 수술의 기왕력, 악성종양과 주요하게 관련하여

으로 인해 폐동맥 색전증을 보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당뇨, 비만, 응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장애, 외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심정맥도관, 심부전 등이

증 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1)
신증후군에서의 혈전 및 색전증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중요
한 합병증의 하나로 이는 신증후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

환자: 여자 79세

의한 과응고 현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정맥 혈전증

주소: 악화되는 호흡곤란과 전신부종

이나 심부정맥 혈전증이 폐동맥 색전증 같은 이차성 혈전 색

현병력: 내원 세 달 전부터 양 하지에 부종이 발생하였고, 일

전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보고된 증

주일 전부터 갑자기 시작된 흉부 불편감과 함께 호흡곤란이 점

례는 주로 소아에서 발병한 경우로 선천성 신증후군에서는 신

점 심해지고, 내원일부터는 심계항진이 동반된 심각한 호흡곤

정맥 혈전증과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한 증례가 간혹 보고되었

란 (NYHA functional class IV)을 보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

다. 성인에서의 보고는 많지 않으며,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
거나 심한 고지혈증이 동반된 신증후군에서 발생한 폐동맥 색

과거력 및 가족력: 10년 전부터 간질로 phenytoin 300mg
복용 중임.

전증이 소수에서만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폐동맥 색전증의

이학적 소견: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은 90/64mmHg,

발생 기전은 혈액의 과응고성으로 인해 하지 정맥에 혈전을

맥박은 분당 80회, 호흡수 분당 26회, 체온은 36.6℃로 측정

논문접수일 : 2007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7년 8월 20일
교 신 저 자 : 박재형, 301-721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학교실 전화 : (042) 280-8237·전송 : (042) 280-8238·E-mail : jaehpark@cnuh.co.kr

101

Journal of Cardiovascular Ultrasound 15｜September 2007

mg/dL, PT (INR) 1.0, aPTT
31sec이었으며, 실내공기에서
검사한 동맥혈 검사상 pH 7.51,
pCO2 28mmHg, PaO2 46
mmHg, HCO3 23mmol/L,
SaO2 86%였다. 심근효소 검사
상 CPK 290IU/L, CK-MB

A

5.5ng/mL, troponin-I 0.4ng/

B

mL였으며, D-dimer 43ug/mL
로 상승되어 있었다. 소변 검사
상에서는 단백뇨가 3+로 증가되
어 있었으며, 현미경적 혈뇨 소
견을 보였다. 단순 흉부 X선 촬
영상 심흉비 0.7의 심확장 소견
을 보였으나 폐부종은 관찰되지

C

않았다.

D

심장초음파 소견: 좌심실 심비

Fig. 1. Echocardiogram in the emergency department is shown. Right ventricular pressure overload
results in septal flattening during diastole and D-shaped left ventricle (A). A large thrombus was entrapped
in the right pulmonary artery (B). There was a lobulated mass at the septal leaflet of the tricuspid valve (C).
The measured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was about 4.9 m/sec suggesting severe resting
pulmonary hypertension (D).

대가 있었고 좌심실 구출률은
65%로 정상이었으나, 우심방과
우심실은 확장되어 있고, Dshape을 보이는 좌심실이 관찰
되었다. 삼첨판과 우폐동맥에는
각각 29×15mm, 20×41mm
크기의 엽상 종괴가 관찰되었고
(Fig. 1), 최대 삼첨판 유속 (TR
Vmax)은 4.9m/sec로 중증의
폐고혈압을 시사하였다.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소견:
급성 폐동맥 색전증의 확진을 위
해 측정한 흉부 전산환 단층 촬

A

영 소견상 양측 주 폐동맥의 기

B

Fig. 2. The chest computerized tomography revealed extensive intraluminal filling defect in the left main
pulmonary artery (A) and the right main pulmonary artery (B).

시부에서 이하 부위로 광범위한
음영 결손이 보였고, 삼첨판에
걸려있는 종괴 모양의 혈전을 관

되었다. 경정맥은 확장되어 있었고, 흉부 청진상 흉골 우연에
서 중등도 (grade 3/6)의 수축기 심잡음이 있었고, 간종대와
압통이 있었으며 양 하지에는 심한 함요 부종이 관찰되었다.
3

찰할 수 있었다 (Fig. 2).
임상경과: 저혈압과 심초음파 검사상 중증의 우심실 기능부
전이 있었고, 삼첨판에서 큰 종괴 모양의 혈전이 관찰되어 수

검사실 소견: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6,600/mm , 혈색소

술적 제거를 권유하였으나, 환자 및 보호자의 거부로 인하여

13.9g/dL, 혈소판 109,000/mm3이었고, 혈청 생화학 검사상

수술적 치료는 시행할 수 없었다. 혈전 용해제와 heparin을

total protein 3.9g/dL, albumin 1.5g/dL, 혈당 142mg/dL,

사용하였고, 3일 후 시행한 심초음파상에서는 좌심실의 D-

BUN 31mg/dL, Creatinine 1.1mg/dL, AST 31IU/L, ALT

shape은 호전되었으며, 삼첨판의 혈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우

13IU/L, total bilirubin 0.7mg/dL, LDH 976IU/L, sodium

폐동맥에서 관찰되던 혈전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최대 삼첨

133mEq/L, potassium 4.1mEq/L, total cholesterol 306

판 유속 (TR Vmax)은 3.4m/sec로 감소하였다 (Fig. 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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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hospholid antibody
IgG/IgM은 음성이었다. 심부정
맥 혈전증에 관한 하지 도플러
초음파는 폐동맥 색전증이 확실
히 있는 상태로 심부정맥 혈전증
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환
자가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했다.

A

신증후군을 의심하여 시행한

B

24시간 소변 검사상 총 단백질이
3.5g/day로 증가되어 있었고,
혈청 검사상에는 ASO 43IU/mL,
C3 68mg/dL, C4 26mg/dL,
C-반응성 단백 0.73mg/dL,
rheumatoid factor (-), IgG
900mg/dL, IgA 270mg/dL,

C

IgM121 mg/dL, anti-HCV (-),

D

anti-HIV (-), VDRL (-), FANA

Fig. 3. The follow-up echocardiographic study was performed three days after thrombolytic therapy. Dshape was improved(A), and the thrombus in the right pulmonary artery was disappeared (B), and the
lobulated mass on the right ventricular surface of the tricuspid septal leaflet was disappeared (C). The
measured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decreased from 4.9 m/sec to 3.4 m/sec (D).

(-), Anti dsDNA Ab 2.2IU/mL,
CH50 44.7U/mL, anti-glomerular basement membrane Ab
5EU/mL, HBsAg/Anti-HBs
(- /-)로 특이소견이 없었다.
원인 신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신조직 검사에서는 PAS
염색상 사구체 모세혈관 벽이 두
꺼워지고 전자 현미경상에서는 사
구체 기저막의 외부에 조밀한 침

A

착물이 관찰되어 막성 사구체 신

B

염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Fig.
3). 막성 사구체 신염의 기저 질
환을 찾지 못하여 특발성 막성 사
구체 신염으로 진단하였다. 이후
prednesolone과 cyclophosphamide를 이용한 면역억제 치
료를 항응고 요법을 두 달간 시

C

행한 뒤에 완전 관해되었다.

D

Fig. 4. Pathology of the Kidney. The glomerular capillary wall is diffusely thickened and mesangial cellularity
is focally increased (A: H&E staining, ×200) & (B: PAS staining, ×200). Immunofluorescene study shows
characteristic granular linear immune-deposits of IgG along with GBM (C: ×200). Electron microscopic examination
showing epimembranous electron-dense deposits and obliteration of foot process (D: ×13600).

warfarin을 이용한 항응고요법을 시행하였다.

고 찰
급성 폐동맥 색전증은 폐동맥

의 색전성 폐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급성 흉통을

과응고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시행한 protein C 60%, protein

호소하는 환자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다.5) 심초음

S 75%, antithrombin III 50%로 농도가 감소되어 있었고

파 검사를 이용하면 이에 대한 진단적 단서를 발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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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징적인 소

성인에서보다 소아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고, α
₂macroglobulin

견으로는 우심실 확장과, 우심실 기능 저하 및 우심실 자유벽

도 소아에서 좀 더 증가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10)

의 운동성 저하, 폐동맥의 확장 및 폐동맥 내 혈전의 발견 등이

본 증례는 막성 사구체 신염에 의하여 심한 단백뇨, 저알부

있다. 최근에는 급성 폐동맥 색전증 환자에서 우심실의 수축기

민혈증, 고콜레스테롤증, 전신부종 등의 신증후군의 임상상을

기능의 감소와 우심실 중간부의 최고 수축기 변형의 감소가 관

보였고, 아마도 혈액 내의 과응고 현상이 발생하여 양쪽의 주

련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국소적인 우심실 기능을 정량화

폐동맥을 거의 막는 심한 폐동맥 색전증을 보였을 것으로 사료

6)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급성 폐동맥 색전증과 연관되는 질환으로는 장기간의 침상
안정, 최근 수술의 기왕력, 악성종양, 당뇨, 비만, 응고장애, 외

된다. 혈전용해제와 heparin으로 치료 후에 혈역학적인 호전
을 보였고, 이후 면역 억제제 치료 및 항응고제 치료 후에 완전
완화되었다.

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심정맥도관, 심부전 등이 있지만 드
물게는 신증후군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중심 단어: 폐동맥 색전증·신증후군·사구체 신염.

신증후군에서 이러한 혈전 생성의 증가를 설명하는 기전은
혈소판의 활성화와 응집의 증가, 지혈을 억제하는 단백질의 손

References

실과 혈전을 생성하는 인자들의 과도한 생성으로 인한 응고 체

1. Lee S, Jeong H, In K, Yoo S, Kim S, Kim J, Park S, Shim T, Lee J,
Moon H.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cute pulmonary thromboembolism
in Korea. Int J Cardiol 2006;108:84-8.
2. Share A, Uzun O, Blackburn ME, Gibbs JL. Prolonged local infusion
of streptokinase in pulmonary artery thrombosis with nephrotic syndrome.
Pediatr Nephrol 1996;10:734-6.
3. Hartland AJ, Giles PD, Bridger JE, Simmons W. A case of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 presenting as pulmonary embolism and acute
hyperlipidemia. J Clin Pathol 2002;55:538-40.
4. Orth SR, Ritz E. The nephrotic syndrome. N Engl J Med 1998;238:
1202-11.
5. Anderson FA Jr, Wheeler HB, Goldberg RJ, Hosmer DW, Patwardhan
NA, Jovanovic B, Forcier A, Dalen JE. A population-based perspective
of the hospital incidence and case-fatality rates of deep vein thrombosis
and pulmonary embolism. The Worcester DVT Study. Arch Intern Med
1991;151:933-8.
6. Park JH, Park YS, Park SJ, Lee JW, Choi SW, Jeong JO, Seong IW.
Midventricular peak systolic strain and Tei index of the right ventricle
correlated with decreased right ventricular systolic function in patient
with acute pulmonary strain. Int J Cardiol 2007; in press.
7. Singhal R, Brimble KS. Throboembolic complications in the nephrotic
syndrome: pathophysiology and clinical management. Thromb Res
2005;118:397-407.
8. Orlandini G, Garini G. Phenytoin-induced nephrotic syndrome. Nephron
1989;52:109.
9. Nickolas TL, Radhakrishnan J, Appel GB. Hyperlipidemia and
thrombotic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membranous nephropathy.
Semin Nephrol 2003;23:406-11.
10. Mehls O, Andrassy K, Koderisch J, Herzog U, Ritz E. Hemostasis
and thromboembolism in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differences
from adults. J Pediatr 1987;110:862-7.

계의 활성화,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항응고 물질인 antithrombin,
protein C, protein S, tissue factor pathway inhibitor 등
의 감소, 피브린 용해체계의 활성도 감소, 사구체 지혈 기전의
국소적인 활성화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저알부민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피브리노겐 혈증도 관련되어 있음이 알
려져 있다.7)
드물지만 phenytoin이 저알부민혈증과 신증후군을 일으킨
증례 보고가 있으나8) 본 증례에서는 phenytoin을 유지하면서
면역억제제를 이용한 치료 후에 완전 관해가 되어 임상적으로
는 특발성 막성 사구체 신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
료된다.
성인에서 발생하는 특발성 신증후군에는 막성 사구체 병증
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고지혈증으로 인
한 합병증과 혈전생성의 증가가 문제가 된다. 심부정맥 혈전증
의 경우 그 빈도가 11%로 발표되고 있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
는 신정맥 혈전증은 3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소아 신증후군에서는 성인 신증후군보다 혈역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심한 폐동맥 색전증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한 원인으로는 antithrombin III의 농도와 활성도의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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