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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간호는 간호사가 현재까지 활용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간호사의 임상적 

전문성과 대상자의 선호도와 가치, 활용가능한 자원과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최상의 간호

실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근거기반실무지침은 간호사들이 환자의 결과에 도움이 되거나, 

미리 예견되는 위험예방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최상의 간호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의사결

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근거의 모음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근거기반실무지침-정맥혈전색전증 예방간호]는 중환자나 외과환자들에

게 위험성이 높은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과 사정 및 중재지침(SIGN, 2010; SIGN, 2013; 

NICE, 2010; ACCP, 2012)으로 국제적으로 개발된 지침을 수용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

지 중환자실과 외과환자에게 '약물적 예방중재'와 '압박스타킹'이나 '간헐적 공기압박장치' 

등의 예방적 중재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요인 사정과 대상자

의 선정, 중재의 선택과 정확한 중재적용방법, 주의점 등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예방지침이 부족하였으며, 진료과 마다 적용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간호사들이 실

무에 어려움과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지침 개발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내외에서 근거기반으로 개발된 정맥혈전색전증과 관련된 지침을 포괄적으

로 검색하고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양질의 지침을 선정하여 이를 [간호분야 근거기반실

무지침 수용개작방법]에 따라 개발하였습니다. 지침에 수록된 내용은 정맥혈전색전증에 대

한 일반적 지침과 위험요인 사정, 기계적 중재와 약물적 중재를 수록하였으며, 진료과적 특

성을 고려하여 내과환자, 뇌졸중환자, 암환자, 임산부, 원거리 여행자와 외과환자의 수술 

전/중/후 중재,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질병군의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중재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근거기반의 실무지침 개발과 권고안의 배경에 간호사들

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지침개발과정에서 의사처방에 의해 이루

어지는 약물중재 포함정도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간호사는 약물의 용량, 용법과 부작용, 

중지해야 할 상황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안전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

단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약물적 중재와 기계적 중재방법에 대한 국

내 의학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의료진들이 발표한 정맥혈전색전증에 관

련된 연구와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근거기반실무지침 정맥혈전색전증 예방간호'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이 정맥혈전색전증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합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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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정맥혈전색전증 예방간호 (Prevention of venousthromboembolism)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Category, grade
Definition

Quality of Evidence

I 
- Evidence from ≥1 proper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1의 잘 설계된 무작위실험연구이상에서 제시된 근거)

II

- Evidence from ≥1 well-designed clinical trial, without randomization; from cohort 

or case-controlled analytic studies (preferably from >1 center); from multiple 

time-series; or from dramatic results from uncontrolled experiments

(잘 설계된 무작위가 안된 임상연구, 코호트연구, 대조연구(1개 기관이상에서 수집된 것), 

반복 연구, 비대조군연구에서의 획기적인 연구결과  from >1 center에서 제시된 근거)

III

- Evidence from opinions of respected authoritie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descriptive studies, or reports of expert committees or clinical/professional book 

(임상적 경험에 기초하거나 권위자의 의견, 서술적 연구 또는 전문위원회 보고서나 

임상/전문 교과서에서 제시된 근거)

Strength of Recommendation

A
Good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있는 경우)

B
Moderate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사용하거나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중증도의 근거가 있는 경우)

C
Poor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권고를 지지할 근거가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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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1. 일반적 지침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에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 -embolism : VTE)의 예방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한다. 
II B

2 간호사는 VTE의 예방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다. II B

3 VTE의 예방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III C

4 VTE의 예방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은 모든 간호사에게 언제나 이용 가능해야한다. III C

2. 정맥혈전 발생 위험요인 사정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5 입원한 외과계 환자, 내과계 환자중 활동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 활동성 암 또는 암치료자는 

VTE 위험요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III C

1) 입원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VTE 위험요인이 있는지 사정한다. 

나이, 비만, 정맥류, 혈전성향증(thrombophilias), 경구피임제, 호르몬대체요법과 

항에스트로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신과 산욕기, 부동상태, 여행중의 부동상태, 

입원, 마취, 중심정맥관삽입상태, VTE의 가족력, 예전의 정당한 이유없는 VTE, 남성, 

과거암병력자와 현재암환자

2) 입원한 내과계 환자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VTE 위험이 증가되었는지 사정한다.  

① 3일이상 움직임의 감소 

② VTE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가 움직임이 감소

3) 입원한 외과계 환자 또는 상해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VTE 위험이 증가되었는지 

사정한다.  

① 전신마취, 90분이상의 수술, 골반과 하지의 60분정도의 수술

② 염증 또는 복부내강병변으로 응급입원

③ 움직임이 심각하게 감소

④ VTE 위험요인이 하나 이상

II B

6 입원한 외과계 환자, 내과계 환자중 활동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 활동성 암 또는 암치료 환자의 

VTE 사정은 적어도 48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수행한다.
III C

7 입원한 환자의 VTE 위험을 사정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다. III C

8 VTE가 의심되는 모든 환자는 입원 24시간이내와 임상적 상태가 변할때마다 VTE 위험과 

출혈의 위험을 사정하여야 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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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1 VTE 예방을 위해 기계적인 중재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의학적 상태, 수술 종류, 

환자의 선호도)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① 항색전스타킹; GCS (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 또는 

AES(Anti Embolism Stocking)

② 간헐적공기압박장치; IPC(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③ 공기압박발펌프; Pneumatic foot pump 또는 venous foot pump 또는 

foot impulse device 

II B

4-1. 점진적 압박스타킹(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 GCS)의 적용 및 금기증

12 기계적 중재 중 GCS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금기가 아닌 수술환자에서 예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② 출혈위험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I A

13 GCS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① 하지 둘레를 측정하여 적절한 크기를 고른다(크기는 제조사의 권 고안에 따른다)

② 주름이 생기지 않게 착용한다.

③ 발가락 구멍이 발가락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④ 점차적인 압력이 제공되는 것으로 발목압이 16~20mmHg, 종아리가 4~15mmHg로 

압력이 제공되고 발목:하퇴:대퇴부위의 압박압 비율은 일반적으로 10:7:4가 유지되도록 

한다.

⑤ 매일 GCS를 벗겨보되 30분 이상 벗겨 놓지 않는다.

⑥ 하지둘레 변화가 있을 경우 GCS 크기를 조정한다.

II B

14 GCS를 착용하는 환자는 매일 벗겨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II B

3. 정맥혈전 발생의 중재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3-1. 중재의 종류

9 VTE 위험이 증가된 환자에게는 위험정도에 따라서 VTE 예방을 위하여 일반적 중재, 

기계적 중재, 약물적 중재를 사용한다.
II B

3-2. 정맥혈전 발생 예방을 위한 일반적 중재

10 VTE 위험이 증가된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중재를 격려한다.

① 조기 신체 활동

② 하지 운동

③ 적절한 수분공급 

I

II

III

A

B

C

4. 정맥혈전 발생 예방을 위한 기계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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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5 GCS를 착용하는 환자는 매일 벗겨서 피부에 문제가 없는지 관찰한다.  II B

16 움직임이 감소된 환자 또는 피부통합성이 좋지 않거나 감각 상실이 있는 환자들은 

하루에 2~3번씩 피부를 관찰하도록 한다. 특히 발뒤꿈치나 뼈돌출 부위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II B

17 만일 반점이나 물집이 관찰되거나, 피부색이 변하거나(특히 발뒤꿈치, 뼈 돌출부위),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한다면 GCS 사용을 중지한다.
II B

18 GCS 적용으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GCS 대신 IPC나 Pneumatic foot pump를 

적용하도록 한다.
II B

19 GCS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심한 하지부종 

② 중증말초신경증

③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

④ 심한 하지기형

⑤ 증증 말초동맥질환

⑥ 피부염

II B

4-2. 간헐적 공기압박기구(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IPC)의 적용 및 금기

20 기계적 중재 중 IPC는 수술환자에서 VTE예방을 위해 권고한다. II B

21 IPC는 편안함, 안전함, 사용하기 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제조사의 기준에 

따른다). 
III C

22 IPC 적용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II B

23 IPC를 적용할 때는 1분에 10초 동안 35-40mmHg로 압박을 제공한다. II B

24 IPC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심한 하지부종

②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

③ 하지 기형

④ 중증 말초동맥질환

⑤ 하지 이상이 있을 경우(피부염, 괴사, 최근 피부이식환자)

⑥ 환자가 제품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⑦ VTE가 있거나 정맥염이 있는 경우

⑧ 폐색전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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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5-1.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지침

25 약물적 중재는 출혈 위험과 VTE 예방 이득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III C

26 VTE 예방을 위한 약물적 중재를 적용하기 전에 출혈위험을 사정한다. I A

27 다음과 같은 VTE발생 위험보다 출혈위험이 큰 환자에게는 약물적 중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① 활동성 출혈 : 수술자의 판단에 의한 수술 중 비정상적인 출혈, 수술 부위 혈종 형성 

또는 지속적인 삼출성 출혈(oozing), 수술 후 혈색소 수치의 비정상적인 감소

② 후천적 출혈질환(예: 급성 간 부전)

③ 출혈위험도를 증가시키는 항응고제 복용 중(INR 2이상이면서 warfarin복용 중)

④ 향후 12시간 내 요추천자/경막외/척추마취가 예상되는 경우

⑤ 최근 4시간 이내 요추천자/경막외/척추마취를 시행한 경우

⑥ 급성 뇌출혈 혹은 최근 뇌출혈 과거력

⑦ 혈소판 감소증(PLT<75,000mm3)

⑧ 조절되지 않는 수축기 고혈압(230/120mmHg 또는 그 이상)

⑨ 치료되지 않는 유전성 출혈장애(혈우병, von Willebrand's disease)

I A

5-2. 약물적 중재의 종류

28 환자의 임상상황과 병원 내 지침에 근거하여 VTE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약물을 

사용한다.

① 주사용 항응고제 : Low Molecular Weight Heparins(LMWH), 

   UnFractionated Heparin(UFH), fondapariunux, danaparoid

② 경구용 항응고제 : Vitamin K antagonists(warfarin), dabigatran, ribaroxaban, apixaban

③ 항혈소판제 : aspirin, clopidogrel dipyridamole

I A

5-3 항응고제: UFH과 LMWH

29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HIT;헤파린유도혈소판감소증)의 발생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LMWH을 UFH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I A

30 LMWH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표준용량이나 체중에 따른 용량 사용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① 급성 신손상이 있거나 stage 4-5의 만성 신질환자

② 과체중

③ 임신부

④ 신생아와 유아

III C

31 UFH을 정맥주사할 때에는 초기 bolus와 infusion용량은 환자의 상황과 체중을 감안하여  

투여한다. 
II B

32 VTE의 예방을 위해 UFH은 보통 VTE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보다 저용량으로 

8-12시간마다 피하주사한다. 
III C

5. 정맥혈전 발생 예방을 위한 약물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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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33 UFH의 투여기간은 적어도 5일 이상을 사용하거나 퇴원시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만성질환과 부동상태 환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장기간 투여한다. 
III C

34 일반적으로 aspirin을 사용하는 환자에게도 수술 중 사용되는 저용량 Heparin은 사용할 

수 있다.
I A

35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한다. 

① IV UFH의 치료적 용량은 APTT로 모니터링한다. III C

② VTE예방을 위해 UFH 또는 LMWH를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HIT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소판수치를 모니터링한다. 
III C

③ LMWH의 정기적인 APTT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다. II B

5-4 경구용 항응고제 : Warfarin(와파린) 

36 질병이나 외상, 수술로 인한 부동상태 환자가 warfarin을 복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목표 

INR은 target을 2.5로 하여 2.0-3.0으로 유지한다. 
II B

37 다른 침습성 시술이나 수술시 Warfarin 치료의 시작 및 중단에 관한 결정은 개별적인 

출혈의 위험, 항혈전제의 지속이나 중단에 따른 혈전증의 위험,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III C

38 급성 VTE으로 Warfarin 치료를 할 때 첫 1-2일은 LMWH이나 UFH을 병용하도록 한다. II B

39 다음과 같은 경우 warfarin 사용을 금지한다.

① 출혈성 질환

② 출혈 혹은 잠재적 출혈 가능성 병변이 있는 경우

③ 척추 혹은 경막외 마취

④ 임신

⑤ 심각한 신장장애

⑥ 출혈성 뇌졸중 혹은 심각한 출혈환자

III C

40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음을 주의하여 모니터한다. 

①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치료범위의 INR보다 0.5 증가 혹은 감소가 1회 

나타나면 기존의 용량을 유지하면서 1-2주내에 INR을 확인한다. 
II B

② Warfarin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INR이 안정되면 12주이상의 간격으로 INR을 

확인한다. 
II B

41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출혈이 의심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Warfarin을 

중단한다. 
II B

42 Warfarin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경미한 출혈이 있는 경우 임상상황과 출혈정도를 사정하여 

정맥 또는 경구로 Vit K 소량을 사용한다.
III C

43 Warfarin을 사용하는 환자가 심각한 출혈이 발생되면 즉시 길항제로 Vit K 및 prothrombin 

복합 농축액을 정맥 주입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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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정맥혈전색전증 예방간호 (Prevention of venousthromboembolism)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44 Warfarin을 중단할 때에는 점차적으로 용량을 감량하여 중단하기보다는 즉시 중단하도록 

한다. 
II B

45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Vit K보충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II B

46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NSAIDs 치료를 병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II B

5-5. 항혈소판 제제 : Aspirin

47 Aspirin은 수술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단독 약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I B

5-6. 수술전 약물의 중단 및 재개

48 정맥으로 치료적 용량의 UFH를 항응고제 bridge 치료로 받고 있는 환자는 수술 직전 

UFH를 중단하는 것 대신 4-6시간 전에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II B

49 피하로 치료적 용량의 LMWH를 항응고제 bridge 치료로 받고 있는 환자는 수술 전 

마지막으로 LMWH를 투여할 때 수술 12시간 전에 투여하는 것 대신 24시간 전에 투여할 

것을 제안한다.  

II B

50 피하로 치료적 용량의 LMWH를 항응고제 bridge 치료로 받고 있는 환자가 출혈 위험이 

높은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후 LMWH 투여 재개를 24시간 이내 하는 것 대신 48~72시간 

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

II B

51 수술 전 한시적으로 Warfarin 치료의 중단이 필요한 환자는 수술 직전에 중단하는 것 대신 

적어도 수술 5일전부터 중단하도록 한다.
II B

52 수술 전 한시적으로 Warfarin 치료를 중단한 경우 수술 후 적절한 지혈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12~24시간 안에 재사용하도록 한다.
II B

53 수술 1주전부터 이전에 시행해왔던 항혈소판 치료의 중단에 대한 이득과 위해를 사정한다. II B

54 수술 4주전부터 에스트로겐 함유된 경구 피임약 또는 호르몬 대체요법의 중단을 

고려하도록 한다. 중단하는 경우 대체 피임법을 제공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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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6-1. 내과 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55 내과환자에게 VTE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약물적 중재를 제공한다.

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② Unfractionated Heparin (UFH) (신부전 환자).

③ Fondaparinux  

I A

56 내과환자의 약물적 예방중재는 위험사정이 되면 가능한 빨리 시작하며 더 이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한다. 
II B

57 내과환자에게 VTE의 예방을 목적으로 aspirin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III C

6-2. 급성기 내과 환자의 VTE 예방

58 급성기내과 환자에게 VTE의 위험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약물적 중재를 제공한다.

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② Low-Dose Unfractionated Heparin(LDUH)

③ Fondaparinux 

Ⅱ B

59 급성기내과 환자가 VTE의 위험이 낮은 경우 약물적 중재나 기계적 중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Ⅱ B

60 급성기내과 환자가 VTE의 위험이 있지만 출혈이 있거나 출혈위험이 높은 경우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Ⅱ B

61 급성기내과 질환으로 VTE의 위험이 있으나 출혈이 있거나 출혈위험이 높은 환자는 

다음과 같은 기계적 중재를 사용한다.

① GCS(대퇴형 또는 무릎형)

② IPC(대퇴형또는무릎형)  

③ foot impulse devices 

Ⅱ B

62 급성기 내과환자의 출혈위험이 감소하였으나 혈전의 위험이 계속될 때 약물적 중재로 

기계적 중재를 대치한다.
Ⅱ B

63 급성기내과 환자가 VTE 예방적 중재를 받고 있는 경우 치료기간(환자의 부동기간이나 

급성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항응고 예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Ⅱ B

6-3. 중증 내과 환자의 VTE 예방

64 중증환자에게 DVT을 선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초음파진단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Ⅱ B

65 중증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물적 중재를 사용한다.

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② Low-Dose Unfractionated Heparin(LDUH)  

Ⅱ B

66 중증환자가 출혈이 있거나 출혈위험이 높은 경우 출혈위험이 감소하기까지 AES나 

IPC를 이용한 기계적 중재를 적용한다.
Ⅱ B

6. 내과 환자의 VTE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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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정맥혈전색전증 예방간호 (Prevention of venousthromboembolism)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67 중증환자가 출혈위험이 감소하게 되면 약물적중재로 기계적 중재를 대치한다. Ⅱ B

6-4.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VTE 예방

68 중심정맥관을 가진 환자 중 보행이 가능한 환자에게 예방적 약물중재 혹은 

기계적 중재를 통상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Ⅰ B

69 중심정맥관을 가진 환자가 VTE 위험이 높은 경우 LMWH(신부전 환자는 UHF 사용)과 

같은 예방적 약물중재를 고려한다.
Ⅰ B

6-5. 말기 및 만성환자의 VTE 예방

70 완화치료를 받는 말기환자(palliative care)에게 VTE 예방을 위한 약물적 중재는 역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위해와 이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Ⅲ C

71 완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필요시 다음의 약물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② Low-Dose Unfractionated Heparin(LDUH)  

③ Fondaparinux

Ⅲ C

72 임종 환자나 말기 환자에게 약물적 중재 또는 기계적 중재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73 가정이나 요양원의 만성적인 부동환자에게 항응고 예방중재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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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7.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7-1.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74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VTE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aspirin을 투여한다. Ⅰ A

75 급성 허혈성 뇌졸중환자나 진행성 뇌졸중환자에게 항응고 약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Ⅰ A

76 뇌혈관 질환자가 출혈성 뇌졸중이 없거나 출혈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VTE의 

위험이 높은 경우 (운동 제한이나 VTE 기왕력, 탈수, 악성질환과 같은 동반질환 중 1개 

이상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약물적 중재를 시행한다.

① 예방적 용량의 UFH나 LMWH 또는 IPC를 권고한다. 

② UHF보다는 LMWH 사용을 권고한다.

③ 신기능 실조가 있는 경우 UFH를 사용한다.

④ 환자의 상태가 급성기를 지나서 안정될 때까지 지속한다. 

⑤ GCS를 착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Ⅰ A

77 급성 뇌졸중으로 혈전용해제(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r-tPA)를 

정맥주입한 경우 24시간 내에 어떠한 형태의 헤파린도 투여하지 않는다.
Ⅲ C

78 뇌정맥 혈전이 있는 환자에게 UHF의 정맥주입이나 LMWH 피하주사와 추후의 와파린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Ⅱ B

79 뇌졸중 환자에게 VTE의 예방을 위해 GCS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Ⅰ A

80 뇌졸중 환자가 약물적 중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foot impulse pump나 IPC를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
Ⅲ C

7-2. AF가 있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

81 허혈성뇌졸중이나 일과성뇌일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AF)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약물적 중재를 고려한다. 
Ⅰ A

① AF가 있으나 뇌졸중 위험이 낮은 경우 별도의 항혈전치료를 하지않는다. 항혈전 치료를 

할 경우에는 aspirin을 사용하거나 aspirin과 clopidogrel을 병합하도록 한다. 
Ⅱ B

② AF가 있으나 뇌졸중의 위험이 중정도인 경우 구강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aspirin과 clopidogrel을 병합할 것을 제안한다. 
Ⅱ B

③ AF가 있으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경우 구강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며 aspirin을 

복용하거나 aspirin과 clopidogrel을 병합하도록 한다. 
Ⅱ B

④ 발작성 AF를 가진 환자는 warfarin 용량 조절보다는 구강 항응고제인 dabigatran을 

복용하게 한다(INR목표2.0-3.0). 
Ⅱ B

7-3.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

82 급성 뇌졸중으로 출혈이 있으며 운동이 제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예방적 중재를 제안한다. Ⅱ B

① UFH보다 LMWH의 예방적 용량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Ⅱ B

② UFH나 LMWH의 예방적 용량을 증상후 2-4일에 시작하거나 약물중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IPC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Ⅱ B

83 출혈성 뇌졸중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VTE의 예방을 위한 장기간의 항응고치료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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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암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8-1. 암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84
암환자가 VTE 위험이 증가된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로 fondaparinux, LMWH, UFH 

(신부전 환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III C

85
암환자가 VTE 위험이 높은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는 위험사정 후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더 이상 위험이 없을 때까지 지속한다.
III C

86
입원한 암환자가 급성 내과적 질환 또는 기동성 장애가 있는 경우 출혈이나 다른 금기증이 

없으면 혈전증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를 시행한다
I B

87
입원한 암환자가 VTE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출혈이나 다른 금기증이 없으면 VTE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I B

8-2. 외래 암환자의 VTE 예방

88
외래 암환자가 VTE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VTE 예방을 위해 LMWH 나 LDUH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 B

89
외래 암환자가 VTE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VTE 예방을 위해 Warfarin 을 예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II B

90

외래 암환자가 고형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VTE 예방을 위해 사례별로 

약물적 중재를 고려해볼 수 있다. VTE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출혈위험이 낮은 경우 예방적 

용량의 LMWH 나 LDUH 사용을 제안한다. 이때 약의 용량, 사용기간 뿐 아니라 약물적 

중재의 이득과 위해에 관해 환자와 의논해야 한다. 

II B

91
외래 암환자가 중심정맥관을 가진 경우 혈전증 예방을 위해 LMWH나 LDUH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 B

92
외래 암환자가 중심정맥관을 가진 경우 VTE 예방을 위해  Warfarin을 예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 B

8-3. 수술을 받는 암환자의 VTE 예방

93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VTE 예방중재는 수술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I A

94
암으로 인해 대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급성출혈이나 출혈위험이 높아 금기가 아니라면 

UFH나 LMWH로 예방적 약물중재를 고려해야 한다
I A

95 암으로 인해 대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는 최소한 7-10일간 지속한다.  I A

96
암으로 인해 복부나 골반 대수술을 받는 환자가 기동성 제한, 비만, VTE 과거력과 같은 

고위험요인을 가진 경우에는 수술후 4주까지 LMWH의 연장 투여를 고려한다. 
I A

97
VTE 위험이 낮은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VTE 예방중재의 적절한 기간은 개별 환자를 

고려하면서 사례별로 결정한다.
I A

98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VTE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에 추가해서 기계적 중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급성출혈이나 출혈위험으로 인해 약물적 중재가 금기가 아니라면 기계적 

중재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I A

99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VTE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와 기계적 중재의 병합사용을 

하도록 한다.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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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9-1. 임산부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100 임신부가 장기간 침대에서 안정해야 하는 경우 침상에서 하지운동을 권고한다. 

절대안정으로 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기계적 중재(GCS 또는 IPC)를 실시한다.
III C

101 임신부나 분만후 6주이내 산모에게는 기계적/약물적 VTE 예방중재의 위험과 이득을 

사정하고, 이들 사정결과를 전문 의료인과 의논한 후에 예방중재를 제공한다. 출혈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VTE 예방중재의 시작과 중단시기를 계획한다.

III C

102 임신부에게는 VTE 예방과 치료를 위해 UFH대신 LMWH를 사용한다. II B

103 임신부나 분만후 6주이내 산모가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지 않으며 다음 위험요인을 

한 개 이상 가진 경우 LMWH(신부전의 경우 UFH)로 VTE 예방중재의 시행을 고려한다.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 3일 이상 심각한 기동성 저하가 예상됨

- 활동성 암 또는 암치료 중

- 연령 >35세

- 중환자실 입원

- 탈수

- 과도한 출혈이나 수혈

- 혈전성향증(thrombophila)

- 비만(임신전 또는 임신초기 BMI  >30kg/m2)

- 심각한 내과적 동반질환(예: 심장질환, 대사성, 내분비 또는   

  호흡기 질환, 급성감염성 질환, 염증상태)

- 자신이나 직계 가족의 VTE 과거력 및 가족력

- 임신관련 위험요인 (예: 난소 과다자극, 임신오조[hyperemesis gravidarum], 경산부, 

자간전증[pre-eclampsia])

- 정맥염이 있는 정맥류

III C

104 임신부가 혈우성향증이 있고, VTE 가족력이 있으면서 과거력은 없는 경우는 산전에 

임상적 관찰과 산후 예방중재를 제안한다. 산후예방중재는 통상관리 보다는 예방적 또는 

중간 용량의 LMWH 또는 protein C나 protein S결핍이 있는 여성에게는 INR 2.0-3.0을 

목표로 Warfarin 사용을 제안한다. 

II B

105 임신부가 혈전성향증(thrombophilia)이 있고 자신과 가족에게 VTE 과거력이 없는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보다는 산전과 산후에 임상적 관찰을 제안한다.
II B

106 임신부가 VTE 재발위험이 낮은 경우에는(임신이나 에스트로겐 사용과 관련되지 않는 

일시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한 일회 VTE 발생) 산전 예방중재보다는 산전에 주의깊은 

임상적 관찰을 제안한다.

II B

107 임신부가 VTE 재발위험이 중간~높은 경우에는 임상적 관찰보다는 예방적 용량 또는 

중간 용량의 LMWH로 산전 예방중재를 제안한다.
II B

9. 임산부의 VTE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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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08 임신부가 VTE 과거력이 있는 경우 예방중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방적 용량 또는 

중간 용량의 LMWH나 INR 2.0-3.0을 목표로 하는 Warfarin으로 산후 6주간 예방중재를 

제안한다. 

II B

109 주산기에 VTE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VTE 예방을 위해 분만후 일반적 중재(조기이상, 

하지운동, 적절한 수분공급)와 기계적 중재(GCS, IPC)를 실시한다.
II B

110 분만 후에 VTE 위험요인이 지속되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퇴원후(분만후 6주)까지 

예방중재를 연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II B

9-2. 제왕절개 산모의 VTE  예방

111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VTE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조기 이상 외의 다른 VTE 예방중재를 

하지 않는다.
II B

112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한 개의 주요 위험요인이나 최소 2개의 경미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VTE 위험이 증가된 경우 입원해있는 동안에 예방적 약물중재(예방적 LMWH)나 

항응고제에 금기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적 예방중재(GCS 또는 IPC)를 제안한다.

II B

113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VTE 위험이 매우 높고 산욕기에 지속되는 여러개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VTE 예방중재로 LMWH 단독보다는 LMWH와 AES/IPC의 병합사용을 

제안한다. 

II B

10. 원거리 여행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0. 원거리 여행자의 VTE 예방

114 여행자의 경우 여행 전과 중, 후에 가능한 한 안전하게 움직임을 유지하도록 한다. III C

115 여행자는 여행 도중 앉은 상태에서 다리운동을 한다.  III C

116 장거리 여행자가 VTE의 위험이 높은 경우(VTE의 과거력, 최근의 수술이나 손상, 활동성 

악성 종양, 임신, 에스트로겐복용, 고령, 활동제한, 고도비만, 혈전성향증)에는 잦은 

이동과 종아리 근육운동 또는 가능한 한 좌석통로에서 앉기 등의 운동을 한다.  

II B

117 모든 장거리 여행자에게 여행 중과 후에 VTE의 예방을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GCS를 

사용하지 않는다.
II B

118 장거리 여행자 중 VTE의 위험이 높은 여행자는 여행 도중 발목부분에 15-30mmHg 

압력을 제공하는 잘 맞는 무릎형 GCS를 착용한다.
II B

119 장거리 여행자에게 VTE예방을 목적으로 aspirin이나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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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과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방법(수술 전, 중, 후 포함)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1-1. 복부/위장관/부인과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20 복부/위장관/부인과 수술환자가 VTE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계적 

중재를 적용하며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기계적 중재를 지속한다.  

① GCS(대퇴형 또는 무릎형)

② IPC

③ 공기압박 발펌프(foot impulse devices)

Ⅱ B

121 복부/위장관/부인과 수술환자가 중간~높은 VTE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금기가 

아니라면 기계적 예방중재(GCS, IPC)와 UFH, LMWH, 또는 fondaparinux 등의 약물적 

중재를 시행해야 한다. 

Ⅱ B

122 VTE 예방을 위한 약물적 예방중재의 적용은 환자에게 더 이상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시행한다. 
Ⅱ B

123 복부/위장관/부인과 수술환자가 출혈위험이 높아 약물 사용이 금기인 경우 출혈의 

위험이 사라져 약물적 예방중재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VTE 예방을 위해 기계적 

예방중재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Ⅱ B

124 복강경 수술환자의 VTE 예방을 위해 기계적 예방중재 단독, 또는 예방적 약물중재(UFH, 

LMWH, fondaparinux)와의 병용을 고려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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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흉부수술 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2-1. 흉곽수술 환자의 VTE 예방

125 흉곽수술 환자에게는 기계적 예방중재(GCS, IPC)를 시행한다. Ⅲ C

126 출혈위험이 높지 않은 흉곽수술 환자의 경우 기계적 예방중재와 약물적 예방중재(UFH, 

LMWH)를 병합 사용한다. 
Ⅲ C

12-2.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의 VTE 예방

127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가능하다면 기계적 예방중재를 시행한다. Ⅲ C

128 출혈위험이 높지 않은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계적 예방중재와 

약물적 예방중재(UFH, LMWH)를 병합 사용한다.  
Ⅲ C

129 Aspi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7-10일 전 

aspirin을 중단하는 것보다 수술 직전까지 aspirin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Ⅱ B

130 2종류의 항혈소판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aspirin은 수술 직전까지 유지하고, clopidogrel/prasugrel은 수술 5일 전에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Ⅱ B

12-3. 심장수술 환자의 VTE 예방

131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고, VTE 위험이 증가된 심장수술 환자는 VTE 기계적 

예방중재를 제공한다. 

① GCS(대퇴형 또는 무릎형)

② IPC

③ 공기압박 발펌프(foot impulse devices)

Ⅱ B

132 환자에게 더 이상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VTE 기계적 예방중재를 지속한다. Ⅱ B

133 다량 출혈의 위험이 낮거나 임상적 판단에 의한 환자의 개별상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VTE 약물적 예방중재를 추가할 수 있다. ; LMWH, UFH(신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

Ⅱ B

134 VTE 약물적 예방중재의 적용은 환자에게 더 이상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시행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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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형외과 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3-1. 주요정형외과 수술(고관절이나 슬관절 전치환술, 둔부골절) 환자의 VTE 예방　

135 주요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받는 환자는 다음중 하나의 요법을 최소 10-14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LMWH, fondaparinux, apixaban, dabigatran, rivaroxaban, LDUH, 

Warfarin, aspirin, 또는 IPC 

II B

136 약물중에는 다른 약제보다 LMWH의 우선사용을 권장한다. II B

137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서도 입원 중에 간헐적 공기압박장치를 같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II B

138 약물요법은 최장 35일까지 권장한다. II B

139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간헐적 공기압박장치 또는 어떤 예방법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II B

140 주요 정형외과 수술(THA, TKA, HFS)을 받고 혈전예방을 위해 LMWH을 투여하는 

환자는 수술 4시간 이전이나 수술 4시 이후에 시작하는 것 보다 수술 12시간 이전이나 

수술 12시간 이후에 시작한다.  

II B

141 주요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출혈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약물적 중재보다는 

IPC적용을 제안하거나 예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II B

13-2. 기타 정형외과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42 하지 손상으로 무릎아래(low-leg)에 국한된 부동 상태가 있는 환자에게는 VTE 

예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I C

143 무릎 관절경(knee  arthroscopy) 시술을 받은 환자가 VTE 과거력이 없는 경우 VTE 

예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I C

144 상지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VTE 예방중재를 통상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환자가 VTE 위험이 높은 경우는 적용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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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경외과/두개강내 신생물/뇌, 척수 손상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45 신경외과나 외상성 뇌손상환자는 기계적 예방중재(GCS, IPC)를 통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Ⅱ B

146 두개강 내 신생물과 같은 VTE 위험 요인을 추가로 가진 환자에게는 기계적 예방중재와 

약물적 예방중재(LMWH)를 병행해야 한다. 
Ⅱ B

147 척추손상을 가진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기계적 중재와 약물적 중재를 병용하여 

제공한다. 

① 환자의 VTE와 출혈의 위험을 규칙적으로 사정한다.

② 입원 시 또는 임상적으로 가능한 일찍 GCS, Pneumatic foot pump, IPC의 기계적 

중재를 시작하고, 환자 가동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③ VTE 위험을 줄이는 이익이 출혈의 위험보다 크거나, 출혈의 위험이 적다면 LMWH 

또는 UFH 중 선택하여 약물적 중재를 추가하고, 환자가동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약물적 중재를 계속한다.

Ⅱ B

148 개두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약물적 예방중재보다 기계적 예방중재(주로 IPC)의 사용을 

제안한다. 
Ⅱ B

149 VTE 위험이 높은 개두술 환자의 경우(두경부암)에도 적절한 지혈이 이루어졌고, 출혈의 

위험이 감소되었다면 기계적 예방중재에 약물적 예방중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Ⅱ B



18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15. 기타 외과 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5-1 혈관수술 환자의 VTE 예방　

150 혈관수술을 받은 환자 중 다른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고 VTE 위험이 높다고 사정된 

경우, VTE 예방중재를 제공한다. 만약 말초동맥질환이 있다면 GCS를 착용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I A

151 입원시 GCS, Pneumatic foot pump, IPC의 기계적 중재를 시작하고 환자 가동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I A

152 임상적 판단에 의한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위험이 낮은 환자에게는 

LMWH 또는 UFH 중 선택하여 약물적 중재를 추가하고 환자 가동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약물적 중재를 계속한다.

I A

153 varicose 정맥수술 환자는 GCS가 권고되고 있고,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LMWH 또는 UFH를 추가한다.
III C

15-2 비뇨기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54 비뇨기 수술을 받는 환자가 VTE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GCS 또는 IPC를 

사용하는 기계적 예방중재를 시행한다.  
Ⅲ C

155 VTE에 대한 추가 위험요인을 가진 비뇨기 수술 환자의 경우 기계적 예방중재와 

LMWH를 병합 사용한다. 
Ⅲ C

15-3 이비인후과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56 고위험의 이비인후과 수술 환자가 VTE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계적 예방중재와 

LMWH를 사용하는 약물적 예방중재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Ⅲ C

15-4. 성형과 재건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57 성형과 재건 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경우 기계적 예방중재와 LMWH를 사용하는 약물적 

예방중재를 고려해야 한다.  
Ⅲ C

15-5. 통원수술 (Day surgery) 환자의 VTE 예방

158 통원수술환자가 VTE 위험이 높은 경우 입원 시부터 GCS(대퇴형 또는 무릎형), 또는 

IPC와 같은 기계적 중재를 시작하며 더 이상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기계적 

중재를 지속한다. 

Ⅱ B

159 통원수술환자가 VTE 위험이 높으나 대량 출혈의 위험이 낮은 경우 VTE 예방을 위해 

임상적 판단과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fondaparinux, LMWH, UFH 약물적 

중재를 추가한다. 

Ⅱ B

160 통원수술환자가 퇴원 후 환자의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 예상되면 일반적으로 

5-7일 동안 VTE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를 지속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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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자를 위한 VTE 교육과 정보제공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61 VTE 예방중재를 사용하기 전에 환자와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① VTE의 위험과 가능한 결과를 교육한다.

② VTE 예방의 중요성과 가능한 부작용을 교육한다.

③ VTE 예방중재의 올바른 사용(예:GCS,IPC,Foot pump device)

④ 환자가 VTE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예;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운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등)

III C

162 VTE 위험이 증가된 환자와 가족에게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① VTE의 징후와 증상을 교육한다.

② VTE 예방적 중재의 올바른 사용과 권고된 기간동안의 치료를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과 VTE 예방중재 사용기간을 교육한다. 

③ VTE 예방적 중재와 관련된 부작용의 증상과 징후 및 약물적 중재와 관련된 식이를 

교육한다.

④ VTE 예방적 중재를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하고 연락처를 알려준다. 

⑤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또는 다른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료적 도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연락처를 교육한다. 

III C

163 GCS을 가지고 퇴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퇴원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

① GCS 착용의 장점을 교육한다.

② 청결을 위해 매일 GCS를 벗고 다시 입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③ 피부흔적, 물집, 변색(특히 발뒤꿈치와 뼈돌출부위)이 생기면 연락해야 할 사람에 

대해 교육한다.

④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야 할 사람에 대해 교육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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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혈전색전증 예방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1. 일반적 지침 

번호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에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의 

예방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한다. 
II B

2 간호사는 VTE의 예방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다. II B

3 VTE의 예방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III C

4 VTE의 예방과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은 모든 간호사에게 언제나 이용 가능해야한다. III C

 

배경

정맥혈전색전증(VTE)은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과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PE)을 포함하는 것으로 입원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이다(Bang, et al., 

2014).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와 수술 및 악성종양 등의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의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있다(안형준, 2014). 체계적 고찰에서 특별한 분야(뇌졸중이나 급성관상동맥질환 등)가 

정해지지 않은 내과환자의 VTE 발생율은 1%-6%로 나타났으며(SIGN, 2013), 암환자에서는 90%이상

의 환자에서 응고기전이 항진되어 있어 VTE 위험이 4-6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송교영, 2009),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중 하나이고 특히 정형외과 수술중 고관절 전치환술이

나 고관절 골절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Park, Lim, Lee, 2014). 

이에 VTE 예방은 VTE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VTE 위험이 

있는 입원환자의 이환율, 사망률,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SIGN, 2013), 수술환자에게 VTE 예방

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VTE 발생률을 2%로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Elpern, Killeen, Patel, & Senecal. 

2013), 간호사가 VTE 위험을 사정하고, 예방중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기반간호실무지침은 특정 임상환경에서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검

색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지침이다(Field & Lohr, 1990). 이러한 간호실무 

지침의 사용은 과학적 근거를 실무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가 검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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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한 인식과 실무를 증진시킴으로써 간호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의 간호결과를 개선시키고 

비용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게 한다(Melnyx & Fineout-Overholt, 2005). 

간호실무지침에는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침 개정의 일정을 제시하거나 정기적으로 최신문헌을 검색하고 필요시 내용을 수정하

는 상설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The AGREE Next Steps Consortium, 2009). 

2. 정맥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요인 사정

번호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5 입원한 외과계 환자, 내과계 환자 중 활동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 활동성 암 또는 

암치료자는 VTE 위험요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III C

1) 입원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VTE 위험요인이 있는지 사정한다. 

나이, 비만, 정맥류, 혈전성향증(thrombophilias), 경구피임제, 호르몬대체요법과 

항에스트로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신과 산욕기, 부동상태, 여행중의 

부동상태, 입원, 마취, 중심정맥관 삽입상태, VTE의 가족력, 예전의 정당한 이유없는 

VTE, 남성, 과거암병력자와 현재암환자

2) 입원한 내과계 환자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VTE 위험이 증가되었는지 사정한다.  

① 3일이상 움직임의 감소

② VTE위험요인이 있는 환자가 움직임이 감소

3) 입원한 외과계 환자 또는 상해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VTE 위험이 증가되었는지 

사정한다.  

① 전신마취, 90분이상의 수술, 골반과 하지의 60분정도의 수술

② 염증 또는 복부내강병변으로 응급입원

③ 움직임이 심각하게 감소

④ VTE 위험요인이 하나 이상            

II B

6 입원한 외과계 환자, 내과계 환자중 활동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 활동성 암 또는 암치료 

환자의 VTE 사정은 적어도 48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수행한다.
III C

7 입원한 환자의 VTE 위험을 사정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다. III C

8 VTE가 의심되는 모든 환자는 입원 24시간 이내와 임상적 상태가 변할 때마다 VTE 

위험과 출혈의 위험을 사정하여야 한다.
II　 B

 

배경

VTE는 다원인적 질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위험요인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SIGN, 2010). 

따라서 입원한 환자들은 VTE 위험을 사정해야 한다(표 1, 표 2)(NI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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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내용

나이

첫 VTE의 발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40 세 –연발생률 1/10,000

60-69세 –연발생율 1/1,000

>80세 –연발생율 1/100

부동과 응고 활성화를 반영한다.   

비만
비만일 경우 VTE 위험 2-3배 증가 (체질량지수 > 30㎏/㎡)

부동과 응고 활성화를 반영한다. 

정맥류
주요한 일반/정형외과 수술후 VTE 위험 1.5-2.5배 증가 

정맥류 수술 후에는 낮은 위험 

VTE의 가족력 
50세 이전의 VTE를 가진 부모형제의 가족력 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형제 이상의 VTE 

가족력은 초발 VTE 발생 위험의 증가를 나타냄(그러나 VTE의 재발은 아님)

혈전성향증

(Thrombophilias)

낮은 응고 억제제(항트롬빈, 단백질 C 혹은 S)

Activated protein C resistance (예, 응고인자 V Leiden) 

High coagulation factors(I, II prothrombin G20210A, VIII, IX, XI 포함) 

Antiphospholipid antibodies

High homocysteine:  VTE 위험 1.5~2.5배 증가

Elevated lipoprotein(a) >300mg/l:  VTE 위험 1.8배 증가

그 외 Thrombotic 

state

암: 일반인들에 비해 약 5-7배의 초발 VTE 위험과 재발 VTE 위험 증가. 위험은 암 종류에 따라 

다양함. 수술, 항암화학요법,  erythropoeisis stimulating agents, 중심정맥관 사용은 위험을 

증가. 

심부전, 최근의 심근경색/뇌졸중

대사증후군: VTE 위험 2배 증가

심각한 급성 감염

만성 HIV 감염

감염성 장질환, 신증후군, 골수증식성 질환, 이상단백혈증, 베쳇씨병,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겸상 적혈구 체질. 겸상 적혈구병

복합 경구용피임제, 

호르몬 대체요법과 

항에스트로겐 제제

복합 경구용피임제(combined oral contraceptives (COCs)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VTE 위험 3-6배 증가.

3세대 프로게스테론 사용자는 2세대 프로게스테론을 포함한 복합경구용 피임제 사용자보다 

VTE 위험 1.7배 증가.

COC사용자의 수술후 VTE 위험 2-5배 증가. 

프로게스테론만 사용하는 경구 피임제와 VTE 위험 증가와의 관련성은 근거가 없지만, 부인과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용량의 프로게스테론은 VTE 위험 6배 증가. 

경구 호르몬대체요법(HRT) 사용자는 VTE 위험이 2-5배 증가하지만, 피하 에스트로겐 HRT 

사용자는 그렇지 않음. 

COC와 경구 에스트로겐 HRT 사용자들에서 유전성 혈전성향증(Thrombophilia) VTE 위험 증가. 

Raloxifen과 tamoxifen은 VTE 위험 2-3배 증가와 관련됨. 

표 1. VTE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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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내용

임신, 산욕기

비임신기와 비교하여 임신기 동안은 VTE 위험이 약 10배 증가하고, 산욕기동안은 

비임신/비산욕기와 비교하면 VTE 위험이 25배 증가. 

혈전성향증의 임신과 산욕기의 여성은 밝혀진 혈전성향증이 없는 임신과 산욕기의 여성과 

비교하여 VTE 위험 증가.  

부동
예를 들면 침상안정>3일, plaster cast, 마비: VTE 위험 10배 증가;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VTE 

위험 증가 

여행 중 부동 2-3배의 위험 증가

입원 급성상해, 급성질환, 수술; VTE 위험 10배 증가.

마취 척수와 경막과 비교하여 전신마취는 수술 후 VTE 위험 2-3배 증가 

중심정맥관

쇄골하접근과 비교하여 대퇴경로는 VTE 위험 11.5배 증가

prothrombin G20210A or factor V Leiden의 중심정맥관 환자는 wild type prothrombin and 

factor V의 중심정맥관 환자에 비하여 혈전 위험이 약간 증가 

출처: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2010)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venous thromboembolism, 

Edinburgh:SIGN publication no. 122.   

표 2. VTE 재발 위험요인 

타당한 이유없는 VTE 

과거력
과거의 타당한 이유없는 VTE 발생 후 재발률은 연 5%이다. 

남성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은 재발 VTE의 상대위험도가 증가한다(RR 1.6, 95% 신뢰구간(CI) 1.2 

–2.0). 일부 연구에서 보고한 높은 상대위험도는 초발 VTE 사건의 시간에 존재하는 성별 특이적 

요인으로 설명된다. 

비만 위험도(HR) 1.6(95%CI 1.1 –2.4)

혈전성향증

재발 VTE의 위험은 heterozygous or homozygous factor V Leiden or prothrombin gene 

G20210A81의 환자에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antithrombin deficiency를 가진 환자에서 

증가한다. 

출처: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2010)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venous thromboembolism, 

Edinburgh:SIGN publication no. 122.   

입원중인 환자는 대부분 한가지가 아닌 여러 위험인자를 함께 갖고 있어 혈전 위험도가 높다. 

한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의 입원환자 중 73%는 2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고, 9%에서는 적어

도 4개 이상의 위험인자가 있다고 한다(Anderson, et al., 1992). 따라서 혈전증(표 3)과 출혈(표 4)에 

대한 상대적 위험성은 질병의 진행, 중재와 치료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환자의 VTE 

사정은 적어도 48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수행한다(SIG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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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VTE 위험 층화

위험군 수술 또는 상태

초저위험군

(정맥혈전색전증발

생률<0.5%)

Breast cancer

Gastric cancer (<60 yr)

Hepatobiliary cancer (<60 yr)

Cesarean section

Hysterectomy of benign disease

Oophorectomy of benign disease

Nephrectomy

Cystectomy

Prostatectomy

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저위험군

(0.5%~1.5%)

Gastric cancer (≥60 yr)

Hepatobiliary cancer (≥60 yr)

Cervical cancer

중등도 위험군

(1.5%~3.0%)

Colorectal cancer

Pancreatic cancer

Ovarian cancer

Esophageal cancer

Major orthopedic surgery (THA, TKA, or HFS)

Major trauma

고위험군

(>3%)

예전의 VTE 또는 혈전성향증 환자의 암수술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의 정형외과 대수술(고령, 예전의 VTE 또는 혈전성향증)

VTE, venous thromboembolism; THA, total hip arthroplasty; TKA, total knee arthroplasty; HFS, hip fracture surgery. 

출처: 안형준(2014).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과 치료, 경희의학, 29(1), 18-25. 

표 4. 출혈위험성 요인

- 활동성 출혈

- 후천적 출혈 질환(급성간부전 등)

- 출혈위험을 증가시키는 항응고제의 동시 사용(예 INR 2이상의 와파린)

- 향후 12시간 이내의 요추천자/경막/척추 마취 예정

- 최근 4시간 이내의 요추천자/경막/척추 마취 시행

- 급성 뇌출혈 혹은 최근 뇌출혈 과거력

- 최근 위장관 출혈

- 혈소판감소증(혈소판 75x 109/l)

- 조절되지 않는 수축기 고혈압(230/120mmHg 이상)

- 치료되지 않는 유전적 출혈장애(혈우병, von Willebrand’s 질환)

출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2010. venous thromboembolism: reducing the risk, NiCE clinical 

guidelin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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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T 위험에 대한 사정을 위하여 Grampian risk assessment tool과 The Wells score or criteria 

for assessment of suspected DVT가 있다. 이중 Grampian risk assessment tool은 VTE 위험 사정 

흐름을 제시한 것으로 VTE 입원사정은 입원시에 모든 환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입원중 환자 상

태의 변화가 있으면 24-72시간 마다 재사정이 이루어져 한다고 제시한다. 입원환자를 외과환자, 

내과환자, 활동성 암환자와 암치료자의 DVT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이 있으

면 출혈위험요인이 있는지를 사정한다. 출혈요험요인이 없으면 약물적+기계적 예방중재를 사용하

고, 출혈위험요인이 1가지 이상이면 약물적 예방중재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예방중재를 고려하

고 상태가 변화하면 매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환자의 상태를 재사정하는 등의 단계를 제시하

였다(부록: Algorithm for assessing the risk of venous thromboembolism (VTE) Grampian risk 

assessment tool)(SIGN, 2010).

The revised Wells score or criteria for assessment of suspected DVT(Wells, et al. 2003)는 1997년 

The Wells score or criteria for assessment of suspected DVT 도구를 개정한 것으로 VTE 위험성에 

대한 10개의 항목(점수범위 2-9점)을 확인하여 점수화 한 것으로 2점이상이면 DVT 위험이 “likely

(위험가능성있음)”수준이고, 2점미만이면 “unlikely(위험가능성없음)”하다고 판단하게 한다(부

록:The revised Wells score or criteria for assessment of suspected DVT). 2003년 개정된 도구를 통하

여 VTE 위험가능성 없음과 있음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초음파만 수행한 군(대조군), D-dimer test가 

음성이 아니라면 초음파에 이어 D-dimer test군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DVT 위험가능성 없음 군은 

초음파를 수행하지 않았다. 연구결과 Wells 도구를 사용하여 VTE 위험가능성 없음으로 구분된 환

자들 중  D-dimer test에서는 2명(0.4%)에서 VTE가 발생하였고, 초음파만 수행한 군(대조군)에서는 

3개월간의 추후관찰에서 6명(1.4%)가 발생하여 D-dimer test의 사용을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보였다. 즉 입원시 The revised Wells score or criteria for assessment of suspected DVT를 사용

하여 VTE 위험가능성있음과 없음을 구분하여 VTE 위험성에 대한 사정과 예방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Wells, et al., 2003). 그러나 Silveira 등(2015)는 the Wells score 도구가 VTE 

위험성이 있는 입원환자의 위험성 층화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한 연구에서 The Wells score 도구로 

VTE 위험성군을 낮음, 중등도, 높음군으로 구분하여 초음파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The Wells score 

도구는 외래환자의 경우에 비하여 입원환자에게서는 판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낮은 효율성을 보

인다고 보고하여 입원환자의 위험성 층화(위험성 낮음, 중등도, 높음)로 구분하는데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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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맥혈전 발생의 중재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3-1. 중재의 종류

9  VTE 위험이 증가된 환자에게는 위험정도에 따라서 VTE 예방을 위하여 일반적 중재, 

기계적 중재, 약물적 중재를 사용한다.
II B

3-2. 정맥혈전 발생 예방을 위한 일반적 중재

10 VTE 위험이 증가된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중재를 격려한다.

① 조기 신체 활동

② 하지 운동

③ 적절한 수분공급 

I

II

III

A

B

C

 

배경

VTE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VTE 발생 위험도에 따라 예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데, 

매우 낮은 위험군의 경우 조기 운동을, 낮은 위험군은 기계적 예방중재를, 중간 위험군은 기계적 

예방중재 또는 약물적 예방중재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높은 위험군은 약물적 

예방중재를 권고하고 있다(Bang et al., 2014).

신체활동은 정맥혈의 흐름을 촉진하여 정맥혈 정체를 방지한다(Bang et al., 2014). 그리고 보행

은 하지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지혈관 주위근육의 펌프 기능을 활성화해 하지에서의 

울혈을 감소시킨다. 그런 이유로 수술 후 조기보행은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고, 

뇌경색 환자에서 안정기간의 단축과 조기보행은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Zorowitz & 

Tietjen, 1999). 조기보행이 곤란한 환자에게 있어 정맥혈류를 촉진하도록 하지를 들어 올리는 동작

이나, 마사지, 발목관절 운동을 능동 혹은 수동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Sochart & 

Hardinge, 1999). 이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환자 스스로 하는 하지 운동으로, 하지가 펌프 기능을 

통하여 정맥혈류를 증가시키도록 관절 운동을 하도록 한다(McNally et al, 1997). 또한 혈액의 농축

은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류를 저하시켜 혈전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치료적 목적 외에

는 탈수 되지 않도록 한다(Lowe,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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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rampian VTE 위험사정 도구: VTE위험 사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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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he revised Wells score or criteria for assessment of suspected DVT Wells score or criteria: 

(possible score -2 t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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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맥혈전 발생 예방을 위한 기계적 중재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1 VTE 예방을 위한 기계적인 중재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의학적 상태, 수술 종류, 환자의 

선호도)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① 항색전스타킹; GCS (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 또는 AES(Anti Embolism 

Stocking)

② 간헐적공기압박장치; IPC(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③ 공기압박발펌프; Pneumatic foot pump 또는 venous foot pump 또는 foot impulse 

device 

II B

4-1. 점진적 압박스타킹(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 GCS)의 적용 및 금기증

12 기계적 중재 중 GCS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금기가 아닌 수술환자에서 예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② 출혈위험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I A

13 GCS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① 하지 둘레를 측정하여 적절한 크기를 고른다(크기는 제조사의 권고안에 따른다)

② 주름이 생기지 않게 착용한다.

③ 발가락 구멍이 발가락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④ 점차적인 압력이 제공되는 것으로 발목압이 16~20mmHg, 종아리가 4~15mmHg로 

압력이 제공되고 발목:하퇴:대퇴부위의 압박압 비율은 일반적으로 10:7:4가 

유지되도록 한다.

⑤ 매일 GCS를 벗겨보되 30분 이상 벗겨 놓지 않는다.

⑥ 하지둘레 변화가 있을 경우 GCS 크기를 조정한다.

II B

14 GCS를 착용하는 환자는 매일 벗겨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II B

15 GCS를 착용하는 환자는 매일 벗겨서 피부에 문제가 없는지 관찰한다.  II B

16 움직임이 감소된 환자 또는 피부통합성이 좋지 않거나 감각 상실이 있는 환자들은 하루에 

2~3번씩 피부를 관찰하도록 한다. 특히 발뒤꿈치나 뼈돌출 부위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II B

17 만일 반점이나 물집이 관찰되거나, 피부색이 변하거나(특히 발뒤꿈치, 뼈 돌출부위),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한다면 GCS 사용을 중지한다.
II B

18 GCS 적용으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GCS 대신 IPC나 Pneumatic foot pump를 

적용하도록 한다.
II B

19 GCS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심한 하지부종 

② 중증말초신경증

③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

④ 심한 하지기형

⑤ 증증 말초동맥질환

⑥ 피부염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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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GCS(또는 AES)와 IPC는 다리의 원위부부터 근위부까지 감싸면서 압박하는 제품이다(NICE, 

2010). GCS는 발목에서부터 대퇴부까지 점차적인 압박의 차이로 혈류속도를 증가시키고 IPC는 주

기적으로 커프를 부풀림으로써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압박한다. 그리하여 정맥혈 귀환을 돕고, 

정맥이 늘어나서 혈관내피가 찢어져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NICE, 2010). 그리고 Peumatic 

foot pump는 발을 감싸 점진적인 압박을 주어 정상 보행시의 혈류변화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으

로 고안된 장치이다. Pneumatic foot pump 적용도 IPC적용과 마찬가지로 하지 정맥혈류속도를 증

가시켜 DVT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Killewich, 1995).

기계적 중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외과환자에게 시행되었고 이의 일차적인 장점은 출혈의 원인

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혈의 위험이 있거나 출혈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적용

할 수 없는 VTE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이점이 있을 수 있다(Susan R Kahn, 2012). GCS는 하지의 

다른 근위부에 비해 발목의 압력이 가장 높아 정맥순환을 돕도록 고안된 스타킹을 말한다. 하지를 

압박하여 정맥울혈을 감소시키는데 다른 예방법과 비교하여 출혈 등의 합병증이 없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Susan R Kahn, 2012). 

무릎형 대퇴형

출처> http://shop.mediuk.co.uk 출처> http://shop.mediuk.co.uk

■ 적정한 크기의 스타킹 선택방법, 요구되는 신체둘레 부위는 제조사마다 상이하다. 

■ 신체둘레 측정시

① 유연한 줄자를 이용하여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의 둘레를 측정한다. 

② 발꿈치부터 종아리의 뒷면을 지나서 무릎이 접히는 부분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③ 발꿈치부터 다리 뒷면을 따라 엉덩이 아래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④ 측정한 사이즈를 가지고 스타킹 제품회사에서 제공하는 size table을 확인하여 적정한 size를 선택한다. 

그림 1. GCS의 제품형태

출처: Heckemann, B.(2012). Deep Vein Thrombosis: Prophylaxis, Joanna Briggs Institut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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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4-2. 간헐적 공기압박기구(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IPC)의 적용 및 금기

20 기계적 중재 중 IPC는 수술환자에서 VTE예방을 위해 권고한다. II B

21 IPC는 편안함, 안전함, 사용하기 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제조사의 기준에 

따른다). 
III C

22 IPC 적용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II B

23 IPC를 적용할 때는 1분에 10초 동안 35-40mmHg로 압박을 제공한다. II B

24 IPC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심한 하지부종

②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

③ 하지 기형

④ 중증 말초동맥질환

⑤ 하지 이상이 있을 경우(피부염, 괴사, 최근 피부이식환자)

⑥ 환자가 제품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⑦ VTE가 있거나 정맥염이 있는 경우

⑧ 폐색전

II B

 

배경

GCS를 적용할 경우 크기와 적용한 시간, 적용하기 전 환자의 하지 상태 등을 기록하고 발가락의 

혈액순환을 관찰한다. GCS를 적용하는 환자는 매일 벗겨서 발과 다리를 씻어주고 피부상태를 관찰

한다. 피부상태가 좋지 않거나 감각 상실이 있을 경우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자주 

관찰해야 한다. 피부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붉어지거나 물집, 저린감, 냉감, 통증이 발생할 경우는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므로 적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GCS를 적용한 경우 

물집, 피부괴사, 상처 등이 GCS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Martin 

Dennis et al, 2009).  

GCS 적용에서 주의할 점은 tourniquet effect이다. 양말 상단 부분이 둥글게 말리거나 중간에 접

히거나 해서 국소적으로 압박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동맥 혈행 장해나 피부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Walker et al, 2007). 이 때문에 심한 하지부종이나 하지기형, 중증 말초동맥질환, 피부염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부전 환자에서는 심실 충만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환자

의 울혈 증상을 완화해야 하는데(박진주 외, 2015) 이처럼 심장에 유입되는 혈류의 증가가 부담이 

될 수 있는 환자에서는 GCS를 사용하지 않는다. GCS의 종류에 따른 예방 효과는 수술환자를 대상

으로 한 소수의 연구에서 무릎형과 대퇴형의 효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ajid et al, 2006) 대퇴형이 대퇴정맥의 혈류속도를 증가시키고 오금정맥의 확장을 방지하기 때문

에 무릎형보다 대퇴형을 선호한다(Benko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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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neumatic foot pump. 

<출처> http://www.arjohuntleigh.com

Pneumatic foot pump는 발을 감싸 점진적인 압

박을 주어 정상 보행시의 혈류변화와 비슷한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 IPC적용과 마찬가

지로 하지 정맥혈류속도를 증가시켜 DVT예방에 

효과가 있다(Killewich, 1995). 체중을 지탱할 수 

없는 환자에서 쓸 수 있는 기계적 예방법으로 개발

되었고 주로 정형외과에서 사용한다(SIGN, 2010). 

이에 GCS 적용으로 피부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안

으로 IPC나 Pneumatic foot pump를 고려할 수 있

다.

IPC는 혈액흐름을 원활히 하고 혈전용해를 촉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하지 근육을 압박하는 장

치로(SIGN, 2010), 하지에 감은 커프에 공기를 간헐적으로 넣어 보내서 하지를 마사지하고 탄력양

말과 같이 하지정맥의 울혈을 감소시켜서 정맥 내피의 손상을 방지한다. 중등도 위험군이나 고위

험군에도 사용되며 특히 출혈의 위험이 큰 경우에 유용한 예방법이다(송교영, 2009).

무릎형 대퇴형

출처> http://www.arjohuntleigh.com 출처> http://www.arjohuntleigh.com

■ 적정한 크기의 IPC선택방법, 요구되는 신체둘레 부위는 IPC 제조사별로 상이하다. 

■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size table을 참고하여 신체둘레를 측정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그림 3. IPC 제품 형태

원칙적으로 IPC는 수술 전 혹은 수술 중부터 사용하며, 또는 외상이나 내과 질환에서는 초기부터 

적용하여 적어도 보행이 충분히 가능할 때까지 지속한다.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는 종일 장착하고,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하지 근력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는 누워 있는 동안 적용을 지속한다(일본

정맥혈전 예방권고안, 2009).

정형외과수술이 아닌 경우에서 무증상 DVT예방을 위한 IPC 사용은 대략 DVT 발생위험을 68% 

정도로 줄여준다. 또한 정형외과 수술(대부분 elective hip)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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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찰연구에서 IPC가 elective hip 수술 후 증상이 있는 VTE 환자의 재입원의 위험을 감소시켰다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White RH. et al, 2000). 

IPC 적용의 합병증으로는 하퇴의 압박에 의한 총비골신경마비와 구획증후군이 있다. 하지의 급

성염증이나 울혈성 심부전 동맥혈행장해에서의 적용은 GCS와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본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양쪽 하지의 동맥 박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부정맥혈전증의 

급성기에는 본 방법이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오히려 유발시켰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

다(Siddiqui, A.U. et al, 2000).

5. 정맥혈전 발생 예방을 위한 약물적 중재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5-1.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지침

25 약물적 중재는 출혈 위험과 VTE 예방 이득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III C

26 VTE 예방을 위한 약물적 중재를 적용하기 전에 출혈위험을 사정한다. I A

27 다음과 같은 VTE발생 위험보다 출혈위험이 큰 환자에게는 약물적 중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① 활동성 출혈 : 수술자의 판단에 의한 수술 중 비정상적인 출혈, 수술 부위 혈종 형성 

또는 지속적인 삼출성 출혈(oozing), 수술 후 혈색소 수치의 비정상적인 감소

② 후천적 출혈질환(예: 급성 간 부전)

③ 출혈위험도를 증가시키는 항응고제 복용 중(INR 2이상이면서 warfarin복용 중)

④ 향후 12시간 내 요추천자/경막외/척추마취가 예상되는 경우

⑤ 최근 4시간 이내 요추천자/경막외/척추마취를 시행한 경우

⑥ 급성 뇌출혈 혹은 최근 뇌출혈 과거력

⑦ 혈소판 감소증(PLT<75,000mm3)

⑧ 조절되지 않는 수축기 고혈압(230/120mmHg 또는 그 이상)

⑨ 치료되지 않는 유전성 출혈장애(혈우병, von Willebrand's disease)

I A

5-2. 약물적 중재의 종류

28 환자의 임상상황과 병원 내 지침에 근거하여 VTE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약물을 

사용한다.

① 주사용 항응고제 : low molecular weight heparins(LMWH), 

unfractionated heparin(UFH), fondapariunux, danaparoid

② 경구용 항응고제 : Vitamin K antagonists(warfarin),

dabigatran, ribaroxaban, apixaban

③ 항혈소판제 : aspirin, clopidogrel dipyridamole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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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약물적 예방중재는 합리적이고 비용 효과적이어서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에서 VTE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형태로 권장되며, 약물적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환자의 

출혈위험을 평가하여 출혈 위험인자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약물적 중재를 실시하지 않도

록 권고하고 있다. 약물적 중재의 기간은 항응고제 복용 효과와 출혈위험, 전체 비용에 따라 결정한

다(NICE, 2010, Bang et al, 2014). 항응고제는 트롬빈을 목표로 혈액응고의 개시 혹은 증식을 억제

하거나 피브린 생성을 줄일 수 있다. Tissue factor/factor VIIa 복합체를 목표로 하는 항응고제는 

응고 개시를 억제하는 반면, factor IXa 혹은 factor Xa, 이들의 보조인자, factor VIIIa과 Va을 억제하

는 항응고제는 응고 증식을 억제한다(Weitz et al, 2012). 

주사용 항응고제인 unfractionated heparin(UFH)는 혈장보조자인 항트롬빈과 결합하여 응고인자 

IIa, Xa, IXa, XIa, XIIa의 작용을 억제하여 항응고효과를 나타내며, 내피세포에서의 외인성 응고억

제제 분비를 촉진시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낸다. low molecular weight heparins(LMWH)는 UFH의 

중합해체(depolymerization)에 의해 만들어졌고, UFH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

한 대부분의 적응증에 있어 기존의 UFH를 대체하고 있다. LMWH는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신기

능 장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대한혈관외과학회, 2013).

VTE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heparin은 VTE 치료용량보다 낮은 용량으로 보통 피하로 투여되며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APTT)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 LMWH은 UFH보다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번, UFH는 8-12시간 간격으로 피하주사한다. 예방을 위한 heparin

은 보통 적어도 5일간 투여하거나 그 이전에 퇴원한다면 퇴원 전까지 사용한다(SIGN, 2010).

그림 4. 새로운 항응고제의 분류

출처: Weitz JI, Eikelboom JW, Samama MM. (2012). New Antithrombotic Drugs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HEST 

141(2)(Suppl):e120S–-e151S



35

병원간호사회

정맥혈전색전증 예방간호 (Prevention of venousthromboembolism)

그림 5. 새로운 항응고제의 작용부위

출처: Weitz JI, Eikelboom JW, Samama MM. (2012). New Antithrombotic Drugs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HEST 

141(2)(Suppl):e120S–-e151S

fondaparinux는 헤파린의 항응고효과에 필요한 기본구조인 pentasaccharide를 인공으로 합성한 

항응고제로 factor Xa를 매우 선택적, 간접적으로 억제한다(SIGN, 2010). fondaparinux는 factor Xa

를 억제하여 외인성 및 내인성 응고활성물질에 의한 응고과정을 방해하고 thrombin 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thrombin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fondaparinux는 생체 이용률이 높고 반감기도 17

시간 정도로 길어 별도의 모니터링 없이 하루 한번 피하주사가 가능하다(Petitouet et al, 2002). 신

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mL/min미만인 환자에게는 투약 금기이다(Park et 

al, 2014). 

fondaparinux는 내과 환자, 복부수술 혹은 주요 하지 정형외과 수술 환자의 혈전증예방을 위한 

사용으로 허가 받았으며, 신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SIGN, 2012).

경구용 항응고제인 Vitamin K antagonists(warfarin)은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

(II), VII, IX, X응고인자의 활성도를 감소시켜 항응고작용을 한다. Warfarin은 하지 주요 정형외과 

수술과 일반 외과 수술환자의 VTE예방에 효과적이다(SIGN, 2010).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인 Dabigatran은 thrombin을, Rivaroxaban은 factor Xa을 직접적으로 억제

한다. 경구로 복용하며, 응고모니터링 없이 고정 용량을 복용한다. 그러나 해독제가 없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SIG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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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제는 혈소판 유리와 응집과정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계를 방해하여 혈전위험을 감소

시키고 출혈위험을 증가시킨다(Eikelboom et al, 2012). 항혈소판제 치료는 전단력이 큰 상황

(high-shear condition)에서 생성된 platelet -rich arterial thrombi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심방세

동이 있는 환자에서 생성된 좌심방이(left atrial appendage) 혈전과 VTE 처럼 전단력이 낮은 상황

(low -shear condition)에서 생성된 fibrin-rich thrombi를 예방하는 것 또한 효과적이다. 그러나 좌심

방이 혈전과 VTE가 발생된 상황에서는 항응고제가 항혈소판제 보다 더 효과적이다. 혈전예방에 

대한 항혈소판제의 효능은 혈소판 활성화와 응집과정을 차단하는 능력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작용

은 또한 항혈소판제 치료의 주된 부작용인 출혈을 야기하기도 한다.

Aspirin은 prostaglandin H-synthase-1과 2(COX-1, COX-2)의 cyclooxygenase(COX) 활성을 영구적

으로 억제하고, 혈소판 응집과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thromboxane A2 (TXA2) 합성을 억제하여 혈

소판 활성화를 감소시킨다(Eikelboom et al, 2012). aspirin은 값이 저렴하고 혈액검사에 의한 감시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Clopidogrel의 약리작용은 간에서 두 단계 대사를 거쳐 형성되는 활성형 

대사체(SR 26334)에 의해 이루어지며, 활성형 대사체(SR 26334)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비가역적으로 

혈소판에 있는 P2Y12 수용체에 결합하여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반감기는 8시간 이내이다

(Eikelboom et al, 2012). 

효과적인 VTE 예방을 위한 약물의 용량은 표 7과 같다.

표 7. VTE 예방을 위한 약제별 용량 및 경로

출처: Bang SM et al (2014). Prevention of venous thromboembolism, 2nd edition: Korean Society of Thrombosis and 

Hemostasi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9, 16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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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5-3. 항응고제: UFH(Unfractionated heparin)과 LMWH(low molecular weight heparins)

29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HIT;헤파린유도혈소판감소증)의 발생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LMWH을 UFH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I A

30 LMWH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표준용량이나 체중에 따른 용량 사용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① 급성 신손상이 있거나 stage 4-5의 만성 신질환자

② 과체중

③ 임신부

④ 신생아와 유아

III C

31 UFH을 정맥주사할 때에는 초기 bolus와 infusion용량은 환자의 상황과 체중을 감안하여  

투여한다. 
II B

32 VTE의 예방을 위해 UFH은 보통 VTE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보다 저용량으로 

8-12시간마다 피하주사한다 
III C

33 UFH의 투여기간은 적어도 5일 이상을 사용하거나 퇴원시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만성질환과 부동상태 환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장기간 투여한다. 
III C

34 일반적으로 aspirin을 사용하는 환자에게도 수술 중 사용되는 저용량 Heparin은 사용할 

수 있다.
I A

35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한다. 

① IV UFH의 치료적 용량은 APTT로 모니터링한다. III C

② VTE예방을 위해 UFH 또는 LMWH를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HIT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소판수치를 모니터링한다. 
III C

③ LMWH의 정기적인 APTT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다. II B

 

배경

저분자량 헤파린(LMWH,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은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해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ACCP 권고안에서도 중간이상의 위험도의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을 갖는 환자에 대하여 저분자량 헤파린의 사용이 널리 권고되고 있다. 미분획헤파린의 중합

해체(depolymerization)에 의해 만들어졌고 응고인자 Xa의 작용을 억제하여 항응고 작용을 하며

(Harenberg, 1990; Johnson et al, 1976; Holmer et al, 1981; Holmer et al, 1986; Jordan RE et al, 

1980) 투여방법이 간편하고 출혈이나 HIT 등과 같은 미분획 헤파린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항응고

제 치료가 필요한 대부분의 적응증에 기존의 미분획 헤파린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응고제 

사용으로 발생되는 출혈 외의 또 다른 합병증인 HIT는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UFH의 혈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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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극에 의해 일과성 혈소판수 감소를 일으키는 제 I형과, 헤파린 의존성 자가항체에 의해 혈전

증과 혈소판 감소를 동시에 일으키는 제 II형이 있다. 제 I형은 UFH 투여 환자의 10~30%에서 나타

나지만, 임상증상이나 혈전증이 합병되는 경우는 전혀 없고, UFH 중지하지 않아도 혈소판수는 자

연적으로 회복된다. 이에 반해, 제 II형은 UFH 투여 환자의 0.5~5%에서 발생할 수 있고, 헤파린 

투여 5~14일 후에 발병하며, 헤파린 투여를 계속하는 한 혈소판 감소는 진행된다(일본 정맥혈전 

예방 권고안, 한국혈전학회, 2009). HIT의 진단은 혈소판이 감소한 환자에게 헤파린이 유도된 혈소

판 활성을 관찰하는 기능검사인 헤파린 유도 혈소판 응집 검사, serotonin release test 등과 효소면

역 측정법에 의한 헤파린 항체의 직접 검출 방법이 있다. 치료의 원칙은 UFH을 중지하고, 헤파린이 

아닌 대체 항응고제의 투여이다(일본 정맥혈전 예방 권고안, 한국혈전학회, 2009). VTE의 예방적, 

치료적 목적으로 UFH 또는 LMWH를 투여받고 있는 모든 환자는 치료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혈소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SIGN, 2010). 최근 100일 동안 헤파린을 맞은 적이 없는 환자는 

투여 후 5~10일 사이에 HIT의 위험이 가장 높고, 중단했다가 다시 투여하는 경우에는 첫 24시간 

이내에 HIT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시작 24시간 이내에 혈소판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UFH 또는 LMWH을 치료적 및 혈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혈소판감소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니터링을 위해 약물투여 4일~14일까지는 매 2~3일

마다 혈소판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혈소판 수치가 30% 이상 떨어지거나 혈소판 감소증

(<150x103/l)이 나타나면 HIT를 의심하여야 한다(SIGN, 2010). 내과환자보다 수술환자가 HIT 발생

율이 높고, 특히 하지부위의 정형외과 수술을 받거나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HIT 발생율이 더욱 

높기 때문에 치료적 용량으로 UFH를 투여받는 환자이거나, 심장외과,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UFH

를 투여받는 환자는 혈소판감소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SIGN, 2010). 헤파린 치료를 받는 동안 열, 오한, 떨림과 같은 전신 반응이 나타나거나, 점상출

혈과 같은 전형적인 skin lesion 이 생기는 경우, 새로운 혈전증이 생기거나 혈전증이 진행되는 경우

에는 HIT를 의심해봐야 한다(SIGN, 2010). HIT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서는 UFH보다 LMWH를 우선

적으로 사용해야 한다(SIGN, 2011). HIT와 관련된 혈전 증상이 있든 없든 혈전 형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트롬빈 특이 억제제인 lepirudin 또는 LMWH인 danaparoid를 예방적 용량이 아닌 치료적 

용량으로 투여하여야 한다. 2일 연속 INR이 2이상이 되면 lepirudin 또는 danaparoid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warfarin 치료를 고려하되 저용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때 혈소판 수치가 100 x 103/L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warfarin 투여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HIT 이력은 임상 기록지에 주의 깊게 

기록되어야 한다(SIGN, 2010).

저분자량 헤파린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신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Boneu et al, 1988; Palm et al, 1985). Creatinine clearance <30mL/min의 심한 신기능 저하 환자에

서 LMWH의 표준용량과 체중에 따른 용량보다 감량한 용량을 투여한 결과를 비교한 RCT는 없지만, 

18개의 관찰연구 메타분석에서 LMWH의 표준용량 투여는 Creatinine clearance<30mL/min인 환자가 

Creatinine clearance>30mL/min 인 환자군에 비해 응고인자 Xa 의 peak level과 출혈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2.25; 95% CI, 1.19-4.27) (Lim et al, 2006) 따라서 심한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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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FH을 사용하거나(Thorevska et al, 2004) LMWH의 표준용량보다 감량하여 사용하고 있다

(David A et al, 2012; Lim et al, 2006) 

VTE의 치료적 약물로 사용하는 주사용 항응고제인 미분획 헤파린(unfractionated heparin)은 응

고인자 IIa, Xa, IXa, XIa, XIIa의 작용을 억제하며 내피세포에서의 외인계 응고억제제(조직인자 경

로억제제) 분비를 촉진시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낸다. Heparin의 항응고 효과는 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이 사용되며 1970년대의 전향적 연구에 

의하면 VTE 재발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치료범위는 대조군의 1.5-2.5배로 (Basu et al, 1972) 

aPTT의 결과에 따라 투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는 이를 위한 예시이다. 

표 8. Heparin 약물조정을 위한 Nomogram  

출처: David AG, Trevor PB, Jeffrcy IW, Meyer MS (2012), Antithrombotic Ther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hest, 141(2 Suppl):e28S. 

미분획 헤파린(unfractionated heparin)의 투여방법은 피하 혹은 정맥으로 투여하는데 8시간 혹은 

12시간마다 5000단위를 피하로 주사하거나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를 모니터링

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체중을 고려하여 치료적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프로토콜에 따라 증량시키는 

방법이다. Hull 그룹의 연구(1995)에 의하면 VTE로 급성 폐색전증이 발생한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정맥주사 방법 (5,000 units IV bolous와 매일 30,000 units 주입)과 피하주사 방법(1일 12시간마다 

15,000 units 피하주사 및 1일 30,000 unit 지속적 주입)으로 heparin을 투여한 결과 정맥주사로 투여

한 경우가 재발률이 낮았으며, 24시간 이내 치료적 aPTT 에 도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병원내 사망률과 30일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Smith et al, 2010). 또한 VTE의 초기 

치료로 사용되는 heparin의 효과는 투여용량에 달려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나 VTE를 포함한 다양

한 상태의 환자 292명을 대상으로 IV UFH의 초기용량 투여시 고정용량을 투여하는 방법(5,000 unit 

bolus 주입, 시간당 1,000 unit 주입)과 체중을 기반으로한 용량을 투여하는 방법(70~80 units/kg, 

15~18units/kg/h 정맥주입)에 관한 3개의 RCT 연구에서 치료적 용량에 도달하는 정도는 첫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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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48시간으로 유사했고 부작용 발생도 두 군 모두 거의 없었으나, 체중기반으로 투여되는 경우 

더 고용량으로 첫 24시간내 헤파린이 투여되어 혈전색전증의 발생은 체중을 기반으로 한 용량을 

투여했을 때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R, 0.22:95% CI, 0.02-1.13)(Becker et al, 1999; 

Hassan et al,1995; Jaff et al, 1996; Raschke et al, 1993). 그러므로 VTE를 위한 IV heparin의 초기용

량은 80units/kg, 18units/kg/h를 정맥으로 투여하거나 5,000unit bolus, 최소 32,000 units/day으로 

정맥 투여한다. 만약 VTE 의 치료로 heparin을 피하주사하는 경우에는 5,000 unit IV bolus 투여 

후 12시간마다 250 units/kg 투여하거나(Prandoni et al, 2004) 333 units/kg 를 초기용량으로 피하주

사 후 12시간마다 250 units/kg 투여한다(Kearon et al, 2006). 

저분자량 헤파린( LMWH,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은 신기능 저하인 경우나 비만, 임신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예방적 목적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aPTT등의 모니

터링 검사가 필요없다(SIGN, 2010; Abbate et al, 1998; Francis et al, 1997; Samama & Poller, 1995; 

Nieuwenhuis et al, 1991) 

Heparin을 비롯한 항응고제는 출혈가능성이 있으므로 VTE의 위험이 아주 큰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 후 조기사용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금기로는 출혈성 궤양, 뇌출혈 급성기, 출혈

경향, 악성종양, 동정맥 기형, 중증의 고혈압, 만성 신부전, 만성 간부전, 출산 직후, 대수술, 외상, 

심부 생검 후 2주간 이내 등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 (HIT;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 골다공증, 피부괴사, 탈모, 과민반응이 있다. 

UFH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출혈인데, 경미한 출혈인 경우 UFH 사용중지와 국소 압박, 필요시 

수혈로 치료한다(일본 정맥혈전 예방 권고안, 한국혈전학회, 2009). 다량 출혈인 경우 황산프로타

민(Protamin sulfate)을 투여하여 UFH 효과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UFH 정맥 주사 후, 수분 이내

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UFH 100단위당, 황산프로타민(Protamin sulfate) 필요량은 1mg이다. 

Protamin sulfate 투여 직전, 직후 및 2시간 후에 aPTT 를 측정하여 중화 효과를 판정하며, Protamin 

sulfate를 급속 투여시에는 혈압저하를 가져오므로 10분 이상 정맥 투여한다(일본 정맥혈전 예방 

권고안, 한국혈전학회, 2009). LMWH도 항응고요법을 급속히 중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Protamin sulfate을 투여할 수 있다(일본 정맥혈전 예방 권고안, 한국혈전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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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5-4. 경구용 항응고제 : Warfarin(와파린) 

36 질병이나 외상, 수술로 인한 부동상태 환자가 warfarin을 복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목표 

INR은 target을 2.5로 하여 2.0-3.0으로 유지한다. 
II B

37 다른 침습성 시술이나 수술시 Warfarin 치료의 시작 및 중단에 관한 결정은 개별적인 

출혈의 위험, 항혈전제의 지속이나 중단에 따른 혈전증의 위험,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III C

38 급성 VTE으로 Warfarin 치료를 할 때 첫 1-2일은 LMWH이나 UFH을 병용하도록 한다. II B

39 다음과 같은 경우 warfarin 사용을 금지한다.

① 출혈성 질환

② 출혈 혹은 잠재적 출혈 가능성 병변이 있는 경우

③ 척추 혹은 경막외 마취

④ 임신

⑤ 심각한 신장장애

⑥ 출혈성 뇌졸중 혹은 심각한 출혈환자

III C

40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음을 주의하여 모니터한다. 

①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치료범위의 INR보다 0.5 증가 혹은 감소가 1회 

나타나면 기존의 용량을 유지하면서 1-2주내에 INR을 확인한다. 
II B

② Warfarin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INR이 안정되면 12주이상의 간격으로 INR을 

확인한다. 
II B

41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출혈이 의심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Warfarin을 

중단한다. 
II B

42 warfarin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경미한 출혈이 있는 경우 임상상황과 출혈정도를 사정하여 

정맥 또는 경구로 Vit K 소량을 사용한다.
III C

43 warfarin을 사용하는 환자가 심각한 출혈이 발생되면 즉시 길항제로 Vit K 및 prothrombin 

복합 농축액을 정맥 주입한다.
II B

44 Warfarin을 중단할 때에는 점차적으로 용량을 감량하여 중단하기보다는 즉시 중단하도록 

한다. 
II B

45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Vit K보충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II B

46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NSAIDs 치료를 병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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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경구용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와파린(warfarin)은 비타민 K 의존성 혈액응고 인자 II, VII, IX, X 

의 활성도를 감소시켜 항응고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와파린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

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심한 단점이 있어 와파린을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반드시 항응고 

효과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제정상화 비율(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이 사

용된다(SIGN, 2010). 와파린은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고 심각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SIGN, 2010). 인공판막을 삽입하고 있는 임부 대상 항혈전제 요법의 메타분석에서 전 

임신 기간 동안 와파린을 투여한 임부에게서 출생한 6.4%의 신생아가 선천성 기형을 갖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다(SIGN, 2010).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대부분의 적응증에서 INR 2.0~3.0을 목표로 와

파린 양을 조절하며(Oake, et al, 2008) VTE의 위험이 높아지는 인공판막이 있거나 인공판막을 가진 

환자가 A-fib이 있는 경우, STEMI 등의 경우는 INR 2.5-3.5을 목표로 용량을 조절한다(Whitlock, et 

al, 2012). 

Warfarin의 초기 loading 용량은 치료적 INR에 안전하고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

해야 할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와파린의 초기용량은 하루 5-10mg으로 시작하고 와파린이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4~5일이 소요되므로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한 INR이 2일 연속으로 치료범위

에 이를 때까지 주사용 항응고제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Crowther et al, 1999; Harrison et al, 1997; 

Kovacs et al, 2003; Quiroz et al, 2006; Schulman et al, 1984). 최근 Warfarin 치료 환자들에게는 

초기 1~2 일 동안 Heparin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Heparin의 사용기간이 짧아지고 

재원기간을 단축시킨다. 급성 VTE환자 807명을 대상으로 4개의 RCT 연구에서 VKA 치료와 함께 

사용하는 UFH과 LMWH의 시작시간을 초기 1~2일에 시작하는 방법을 전통적인 방법인 3-10일에 

시작하는 것과 비교한 결과 VTE의 발생률(RR 0.92; 95% CI, 0.46-1.82)이나 출혈(RR 1.22; 95% CI, 

0.58-2.56), 사망(RR 1.28; 95% CI, 0.43-3.85)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ull et al, 1990; 

Leroyer et al, 1998; Mohiuddin et al, 1992). 

Warfarin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은 안정된 INR을 보이던 환자가 일시적

인 변화가 있을 때의 용량 조절에 관한 것인데 open-label RCT 연구에서 3개월 이상 안정화된 INR 

을 보이던 환자가 치료적 용량 INR을 1회 벗어나는 경우 기존 용량을 유지하거나 용량을 조절한 

군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OR 1.17: 95% CI, 0.59-2.30; p=.75)(Schulman et al, 

2010). Warfarin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INR 모니터링은 환자의 순응도, 건강상태의 변화, 약물간의 

상호작용, 식이의 변화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지만(Fihn et al, 1994; Ansell et al, 2008; Rose et 

al, 2009), INR 이 안정화된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Rose et 

al, 2011).

Warfarin 투여 후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출혈이다. 출혈의 빈도는 Warfarin의 강도나 환자의 개별

적 위험인자에 따라 다르다. 고령, 뇌졸증 또는 과거 소화관 출혈, 신부전이나 빈혈 등의 합병증 

존재에 의해 출혈의 위험이 증가한다(일본 정맥혈전 예방 권고안, 한국혈전학회, 2009). 경미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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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인 경우 지혈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Warfarin 투여를 중지하며, 만일 지속해야 한다면 용량을 줄

여서 적용한다. 처방에 따라 비타민 K를 임상상황에 따라 IV 또는 PO 를 통해 투여할 수 있다

(SIGN, 2010).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출혈이 진행되고, INR이 연장된 경우 혈장 수혈을 시행하여 

응고 이상을 즉시 교정하고, 처방에 따라 비타민 K 10~25mg을 정맥 주입한다(일본 정맥혈전 예방 

권고안. 한국혈전학회, 2009). 항응고 조절이 안정될 때까지, 치료시작 1달 동안은 더 집중적으로 

환자의 출혈을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SIGN, 2010). 치료적 목적이나 혈액응고인자의 일시적인 

이상 등으로 Warfarin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진적인 감량을 하는 경우에 다량 출혈 발생이 

보고된 경우가 있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OR 0.70; 95% CI, 0.23-2.16)(Ascani et al, 1999; de 

Groot et al, 1967; Palareti et al, 1994; Tardy et al, 1997) 

매일 Vitamin K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항응고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Kim et al, 2010) 매일 

섭취하는 Vitamin K의 용량별, INR 조절상태가 안정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목표 INR 범주 별 

RCT 시행결과 다량의 출혈이나 VTE 발생에는 차이가 없으나 TTR(Transthyretin, 트랜스티레틴)을 

향상시켜 임상결과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Kim et al, 2010; Rombouts et al, 2007; Sconce 

et al, 2007; Gebuis et al, 2011). 

NSAIDs나 항혈소판제, 일부 항생제 등은 와파린을 투여 받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출혈의 위험

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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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5-5. 항혈소판 제제 : Aspirin

47 Aspirin은 수술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단독 약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I B

5-6. 수술전 약물의 중단 및 재개

48 정맥으로 치료적 용량의 UFH를 항응고제 bridge 치료로 받고 있는 환자는 수술 직전 

UFH를 중단하는 것 대신 4-6시간 전에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II B

49 피하로 치료적 용량의 LMWH를 항응고제 bridge 치료로 받고 있는 환자는 수술 전 

마지막으로 LMWH를 투여할 때 수술 12시간 전에 투여하는 것 대신 24시간 전에 투여할 

것을 제안한다.  

II B

50   피하로 치료적 용량의 LMWH를 항응고제 bridge 치료로 받고 있는 환자가 출혈 위험이 

높은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후 LMWH 투여 재개를 24시간 이내 하는 것 대신 48~72시간 

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

II B

51 수술 전 한시적으로 warfarin 치료의 중단이 필요한 환자는 수술 직전에 중단하는 것 대신 

적어도 수술 5일전부터 중단하도록 한다.
II B

52 수술 전 한시적으로 warfarin 치료를 중단한 경우 수술 후 적절한 지혈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12~24시간 안에 재사용하도록 한다.
II B

53 수술 1주전부터 이전에 시행해왔던 항혈소판 치료의 중단에 대한 이득과 위해를 사정한다. II B

54 수술 4주전부터 에스트로겐 함유된 경구 피임약 또는 호르몬 대체요법의 중단을 

고려하도록 한다. 중단하는 경우 대체 피임법을 제공한다.    
II B

 

배경

일반외과 혹은 정형외과 수술에서 Aspirin 같은 항혈소판제의 VTE 예방에 대한 53개의 RCT를 

메타분석한 결과 무증상 DVT(26% v 35%), 폐색전증(1.0% v 2.7%), 치명적인 폐색전증(0.2% v 

0.9%)의 위험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사망률감소는 유의하지 않았고, 심각한 출혈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antiplatelet trialists' collaboration, 1994, Collins et al, 1994). Aspirin과 다

른 약물간 직접적인 비교 연구는 부족하고, 이런 연구로부터의 근거 부재, heparin과 fondaparinux

의 RCT연구로부터의 광범위한 결과 측면에서 aspirin을 DVT 예방의 단독 약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SIGN, 2010).

항응고제 bridge 치료(bridging anticoagulation)란 warfarin을 복용하는 환자의 수술 전, 후 관리를 

위해 warfarin을 중단하는 10일에서 12일 기간 동안 약물 지속시간이 짧은 LMWH(SC), UFH(IV)를 

투여하는 것으로 본 치료의 목적은 심방세동이나 인공심장판막을 가진 환자에서 뇌졸중과 전신성 

색전증과 같은 동맥혈전색전증(arterial thromboembolism, ATE)의 발생위험을 줄이고, 이전에 VTE

가 있었던 환자의 혈전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Douketi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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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술 전 관리는 혈전색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수술 후 출혈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것에 기반하며, 수술 후 혈전색전을 피하기보다 수술 후 출혈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환자는 heparin bridge를 하지 않을 것이다. 수술 전에 이미 항혈전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동맥혈전색전증(arterial thromboembolism, ATE)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

는 heparin을 중개(bridge) 투여해야 하고, 반면 수술 후에는 항혈전제를 새로 사용하여 수술 후 

VTE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Douketis et al, 2012).

UFH의 정맥주입 중단의 시기를 평가한 연구는 없지만 용량 의존적 제거 반감기가 90분(30~120

분) 임을 감안하여 UFH의 정맥주입을 수술 4-6시간 전에 중단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수술 후에 

UFH 정맥주입을 재개할 때는 수술 전 주입용량으로 추가 bolus 주입 없이 시작한다(Douketis et 

al, 2012).

LMWH bridge 치료를 평가한 관찰연구에서 수술 전 LMWH의 마지막 용량을 수술 12시간 전(예

를 들면 오후) 혹은 수술 24시간 전에 투여했을 때 (bridge치료를 하지 않은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

여) 출혈률은 명백하게 높지 않았다(Douketis et al, 2004, Kovasc et al, 2004, Wysokinski et al, 

2008). 그러나 출혈에 대한 대리표지자(antifactor Xa 범위)를 조사한 연구에서 마지막 LMWH 용량

을 수술 12시간 전에 투여받은 환자의 99%(antifactor Xa ≥ 0.1 IU/mL)에서 수술 시 항응고 효과가 

나타났고, 환자의 84%(antifactor Xa ≥ 0.5 IU/mL)는 수술 시 항응고 치료로 인한 출혈위험이 여전

히 존재하였다(O’Donnell et al, 2007). 그러므로 치료적 용량의 LMWH을 피하로 항응고제 bridge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전 마지막으로 LMWH를 투여할 때 수술 12시간 전에 투여하는 

것 보다는 24시간 전에 투여할 것을 제안한다(Douketis et al, 2012).

수술 후 12~24시간에 LMWH(1.5mg/kg)을 투여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에서 major 

수술(1시간 이상 수술)을 받은 환자는 심각한 출혈 발생률이 22%(8명/37명)인 반면, minor 수술(1

시간 미만)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심각한 출혈 발생률이 0.5%(1명/213명)였다(Dunn, 2006). 

출혈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용량의 LMWH의 재개를 지연하거나 저용량 regimen 

으로 대체하는 유연한 수술 후 bridge regimen을 적용한 관찰연구에서 심각한 출혈 발생률(≤5%)이 

낮은 것을 발견했다(Malato et al, 2010, Wysokinski et al, 2008, Spyropoulos et al, 2006). 이들 연구

는 LMWH의 재개는 major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적어도 24시간 그리고 가능한 그 이상 지연(48-72

시간)해야 하고 수술부위 지혈의 임상적 증거에 따라 재개하도록 제안했다. 치료용량의 LMWH를 

수술 후 약 24시간 뒤(수술 다음날 아침)에 투여 받은 보통 혹은 낮은 출혈 위험의 환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심각한 출혈과 심각하지 않은 출혈의 발생률(≤3%)은 낮았다(Douketis et al, 2004, Kovacs 

et al, 2004, Spyropoulos et al, 2006). 

Warfarin 중단 후 INR 정상화가 필요한 환자는 warfarin 중단 후에 대부분의 항응고 효과가 제거되

는데 적어도 5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warfarin 반감기 36~42시간)(Douketis et al, 

2012). 대부분의 연구에서 출혈의 대리 결과물인 수술 시 INR로 warfarin의 조기중단(수술 5-6일 

전)과 지연된 중단(수술 5일 이내)을 평가했다. Warfarin을 수술 5일전 중단한 그룹과 수술 하루 

전 중단한 그룹을 비교한 RCT연구에서 수술 시 INR의 중간값(95% 신뢰구간 CI)은 5일전 warfarin을 



46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중단한 그룹에서 1.24(1.19-1.29), 하루 전 warfarin을 중단한 그룹(Vitamin K 1mg을 수술 하루 전 

복용하였음)에서 1.61(1.50-1.71)이었다(Steiba et al, 2010). 동맥색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

상으로 한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도 수술 5일전 warfarin을 중단한 224명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날 INR검사를 시행했는데 단지 15명(6.7%) 환자만이 수술 당일 INR≥1.5으로 나타나(Kovacs 

et al, 2004) INR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수술 5일전에 warfarin을 중단해야 함을 지지하였다.

대부분의 수술에서 warfarin의 재개는 수술 당일 오후 혹은 다음날 경구섭취가 가능해졌을 때 

허용된다. 수술 전 warfarin을 중단하고 수술 후 24시간 내 warfarin(평소 환자의 복용 용량) 재개가 

요구되는 65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INR ≥2.0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5.1±1.1일이었고, 수술 후 24시간내 warfarin 재개로 인한 출혈은 LMWH로의 bridge 치료와 관계없

이 드물었다(Douketis et al, 2004). 다른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도 수술 후 warfarin의 조기 개시의 

안전성과 타당성이 지지되었다(Dunn, 2006, Spyropoulos et al, 2006).

수술 전 항혈소판제의 적정 중단 시기에 대해서 실험연구로 평가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수술 

7-10일 전(항혈소판제 효과를 완전히 제거시키는)에 중단하거나 수술일에 근접하여 중단하는 것은 

출혈과 혈전색전증 결과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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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약물적 중재의 효과 및 출혈에 미치는 영향분석

출처: Anne H, Sam S, Daniel MW, Per OV, Jason F, Michael JK, Peter JS, David LV, Mark C, Gordon HG(2012), 

Antithrombotic Ther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hest, 141(2 Suppl):e16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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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제제인 Aspirin과 clopidogrel의 약물학적 양상은 비슷한 저용량으로 매일 복용하면 누적

된 혈소판 억제기능을 보이며, 혈소판 기능은 clopidogrel의 마지막 복용 후 7~10일이 되어서야 회

복된다(Eikelboom et al, 2012).

수술 환자의 VTE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VTE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경구 

피임약 또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중단하여야 한다(NICE, 2010).

6. 내과 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6-1. 내과 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55 내과환자에게 VTE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약물적 중재를 제공한다.

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② unfractionated heparin (UFH) (신부전 환자).

③ fondaparinux  

I A

56 내과환자의 약물적 예방중재는 위험사정이 되면 가능한 빨리 시작하며 더 이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한다. 
II B

57 내과환자에게 VTE의 예방을 목적으로 aspirin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III C

 

배경

입원한 내과 환자의 VTE위험 요인은 연령(70세 이상)이나 VTE 기왕력, 혈전성향증과 같은 내적

요인이 있으며 암, 심부전, 호흡부전과 같은 다양한 질환, 3일이상의 부동상태 및 호르몬 치료와 

같은 외적요인을 가지고 있다. 입원한 환자 중 PE을 포함한 전체 VTE 발생의 50% ~ 75%는 내과분

야에서 발생한다(Lansberg et al, 2012). Pottier et al.(2009)가 시행한 내과 환자에서의 부동의 효과

에 대한 43개의 연구(36개 코호트 연구, 7개 환자대조군 연구; 24,181명 환자)에서 VTE의 위험이 

부동이 없는 것에 비해 부동이 있을 경우 두배에 해당하였다. 36개의 코호트 연구에서 부동의 상대

위험이 1.86(95% CI 1.61-2.14; p<0.001)이다. 이들 연구에서 부동외의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

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은 내과환자에서 위험증가의 중요요인으로 생각된다. 

입원한 내과 환자 1,180명을 대상으로 초기 VTE 위험의 정도를 높음과 낮음으로 추정한 Padua 

Prediction Score risk assessment model은 11개 요소에 따라 4점 이하는 낮음으로 4점이 넘어가면 

높음으로 추정하고 있다(표10). 이 모델에 따라 90일간 VTE 증상을 추적한 결과 예방중재를 제공받

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군에서는 11.0%의 VTE가 발생하였고 위험도가 낮은 군에서는 0.3%에서 

VTE가 발생하여 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hazard ratio;[HR] 32.0; 95% CI 4.1-251.0). 즉, 위험도가 

낮은 환자 711명 중 2명(0.3%)의 VTE(1 PE, 1 PE with DVT)가 발생한 반면, 예방중재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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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높은 환자 283명 중 DVT 6.7%, 치명적이지 않은 PE 3.9%, 치명적인 PE 0.4%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Kahn, Lim, Dunn, Cushman, Dentali, & Akl, et 

al. 2012). 

표 10. 입원한 내과환자의 VTE 위험 요인

위험 요인 점수 

활동성 암* 3

VTE 과거력(표재성 정맥혈전 제외) 3

활동 감소 3

알려진 혈우성향증 3

최근(1개월 이내)의 손상/수술 2

고령 (≥70세) 1

심장 혹은 호흡부전 1

급성 심근경색중 또는 허혈성 뇌졸중 1

급성 감염 또는 류마티스성 질환 1

비만 (BMI ≥70) 1

호르몬 치료 중 1

출처: Kahn, et al. Prevention of VTE in Nonsurgical Patients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2012;141(2): e195S-e226S

VTE 예방을 적절히 하지 않을 경우 DVT 증상이나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PE), 치명적인 

폐색전증, 만성 혈전후 증후군 또는 반복적인 VTE 발생 위험증가 등이 있을 수 있다(SIGN guideline 

development group, 2010). 뇌졸중이나 급성관상동맥질환 등 특정분야가 정해지지 않는 내과환자 

VTE 발생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서 VTE 증상 발생률은 1%에서 6%로 나타났다(Dunn, Brenner, & 

Halm. 2006). 또 입원한 내과 환자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구분한 무작위연구에서 혈전예방중

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의 DVT 발생위험은 0.8%, 폐색전증 발생위험은 0.4%이었다(Kahn, Lim, 

Dunn, Cushman, Dentali, & Akl, et al. 2012).  

내과 환자에게 VTE 예방을 위하여 약물적 중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UHF, LMWH 또는 

fondaparinux를 사용하였다. 울혈성 심부전, 호흡기 질환, 비호흡성 폐혈증, 암과 뇌졸중을 대상으

로 한 5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에서 유증상 폐색전증의 경우 RR 0.52(95% CI 0.29-0.91, NNT 

241)이며, 유증상 DVT는 RR 0.53 (95% CI 0.25 to 1.08, NNT 271, 유의성 없음), 무증상 DVT는 

RR 0.49 (95% CI 0.38 to 0.64, NNT 33)으로 출혈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TE 

예방으로 인한 전반적인 이득이 있었다(Alikhan, Cohen, 2009). 

약물적 중재의 효과연구에서 LMWH가 UHF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한 개의 메타분석이 있었으나 

LMWH가 UFH애 비해 주사부위의 혈괴(hematoma)를 덜 일으키며 대량 출혈 가능성이 낮았고 또 

HIT 발생률이 낮았다. 또한 고령의 급성내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대조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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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daparinux가 무증상 또는 유증상 DVT 예방에 효과적이었다(Cohen, Davidson, Gallus, Lassen, 

Prins, Tomkowski, et al., 2006).

이상과 같은 근거에 따라 SIGN 지침(SIGN guideline development group, 2010[2011 revised])과 

ACCP지침에서 모두 급성기 내과 환자에게 VTE의 위험이 있으면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low-dose unfractionated heparin(LDUH), fondaparinux와 같은 약물적 중재를 강하

게 권고하고 있다.  

내과 환자에게서 VTE 예방을 위한 약물적 중재와 기계적 중재, 또는 두가지 병합 중재의 예방효

과를 보기 위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5일 이상 병원에 

체류하는 급성 내과질환 또는 심각하게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내과 

환자에 대해 기계적인 VTE 예방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다(National Collaborating Centre for Acute 

and Chronic Conditions, 2010). 

노인에서 aspirin을 흔히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aspirin이 고위험 내과환자에게

서 약 25%의 VTE 발생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출혈을 증가시킨다(Watson, Chee., 2008). aspirin을 

복용중인 환자가 저용량 heparin을 병용한 경우 VTE 예방의 효율성에 유의한 증가는 없었으며 출

혈위험은 증가하였다(SIGN guideline development group, 2010[2011 revised])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6-2. 급성기 내과 환자의 VTE 예방

58 급성기내과 환자에게 VTE의 위험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약물적 중재를 제공한다.

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② low-dose unfractionated heparin(LDUH)

③ fondaparinux 

Ⅱ B

59 급성기내과 환자가 VTE의 위험이 낮은 경우 약물적 중재나 기계적 중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Ⅱ B

60 급성기내과 환자가 VTE의 위험이 있지만 출혈이 있거나 출혈위험이 높은 경우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Ⅱ B

61 급성기내과 질환으로 VTE의 위험이 있으나 출혈이 있거나 출혈위험이 높은 환자는 

다음과 같은 기계적 중재를 사용한다.

① GCS (대퇴형 또는 무릎형)

② IPC (대퇴형 또는 무릎형)  

③ foot impulse devices 

Ⅱ B

62 급성기 내과환자의 출혈위험이 감소하였으나 혈전의 위험이 계속될 때 약물적 중재로 

기계적 중재를 대치한다.
Ⅱ B

63 급성기내과 환자가 VTE 예방적 중재를 받고 있는 경우 치료기간(환자의 부동기간이나 

급성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항응고 예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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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급성기 내과 환자의 VTE위험은 평균적인 VTE 발생에 비해 8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VTE의 위험은 평균 VTE 발생의 1/4에 불과하다(Heit, Silverstein, Mohr, 

Petterson, O’'Fallon, Melton III, 2000). 급성기 내과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색전의 위험이 증가하

므로 LMWH, LDUH(저용량 미분획헤파린), 또는 fondaparinux와 같은 항응고 혈전예방중재를 권고

하고 있다. 약물적 예방중재 중 항응고제를 선택하는 것은 약제의 가격 뿐 아니라 조제를 하는 

비용을 포함한 특성과 환자의 선호도와 순응도, 적용 용이성(1일 2회 또는 3회 투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Kahn, Lim, Dunn, Cushman, Dentali, & Akl, et al., 2012).  

세 개의 체계적 고찰연구를 통해 급성 내과질환으로 입원한 환자(>65세)에게 항응고제를 이용한 

예방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득과 위해를 평가하였다(Alikhan, Cohen, 2009; Dentali, 

Douketis, Gianni, Lim, & Crowther, 2007;  Lloyd, Douketis, Moinuddin, Lim, 2008). 이들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항응고제를 사용한 예방중재는 치명적 PE의 유의한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며(RR 

0.41; 95% CI 0.22-0.76) 또한 유증상 DVT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저위험군에서 

RR 0.47; 95% CI 0.22-1).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하여 부동상태인 내과환자에

게는 혈전예방 중재는 유증상 DVT와 치명적 PE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중정도의 근거를 제

시하고 있으며 반면 출혈위험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증가가 있었다. 

예방중재는 고위험에게만 적용하며 저위험인 경우 VTE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예방중

재를 권고하지 않는다. 입원한 내과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기계적 중재는 점진적 압박스타킹

(gradual compression stocking: GCS, antiembolic stocking: AES), 간헐적 공기압박장치(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device)와 정맥발펌프(venous foot pumps;VFPs)가 있다. 이러한 장치는 표

재형 정맥에서 심부정맥계로 혈류속도와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정맥울혈과 VTE위험을 감소시

킨다. 기계적 예방중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외과 환자에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계적 중재의 

일차적인 장점은 출혈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혈이 있거나 출혈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응고제에 의한 예방중재를 적용할 수 없는 VTE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이점이 있을 

수 있다(Kahn et al, 2012). 

급성기 내과입원환자 15,156명을 국제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환자의 22%가 IPC를 적용받는데 

비해 다른 나라에서는 0.2%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IPC 장치는 사망률이나 PE를 줄이는 이득을 보

이지는 못하였지만 DVT의 감소를 가지고 왔다(Roderick et al, 2005).

기계적 압박과 항응고제의 사용을 비교한 연구는 없다. 정형외과와 비정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16개의 연구(3,887명 환자)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계적 압박법을 적용한 것과 LDUH나　LMWH의 

효과와 비교한 결과 DVT 예방에 이득이나 유해를 확증하거나 배제하지 못하였으며, 기계적 압박을 

가한 경우 수술 후 출혈위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파린의 약제를 구분하여 비교한 경우 

LMWH가 LDUH애 비해 출혈위험이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출혈위험을 증가시킨다(Eppstein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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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6-3. 중증 내과 환자의 VTE 예방

64 중증환자에게  DVT을 선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초음파진단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Ⅱ B

65 중증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물적 중재를 사용한다.

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② low-dose unfractionated heparin(LDUH)  

Ⅱ B

66 중증환자가 출혈이 있거나 출혈위험이 높은 경우 출혈위험이 감소하기까지 AES나 IPC를 

이용한 기계적 중재를 적용한다.
Ⅱ B

67 중증환자가 출혈위험이 감소하게 되면 약물적중재로 기계적 중재를 대치한다. Ⅱ B

6-4.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VTE 예방

68 중심정맥관을 가진 환자 중 보행이 가능한 환자에게 예방적 약물중재 혹은 기계적 중재를 

통상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Ⅰ B

69 중심정맥관을 가진 환자가 VTE위험이 높은 경우 LMWH(신부전 환자는 UHF 사용)과 같은 

예방적 약물중재를 고려한다.
Ⅰ B

 

배경

중환자에서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은 하는 것이 좋으며, 저분자량 헤파린 또는 저용량 미분획 헤파

린의 피하주사가 추천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약물적 예방요법의 유용성에 관한 5개의 무작위 배정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방을 하지 않는 것보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낮게 보고되

었으나, 출혈성 합병증과 폐색전증의 위험성에 관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확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미분획 헤파린의 피하주사보다는 저분자량 헤파린의 사용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대한혈관외과학회, 2013). 

중환자실에 있는 내과 및 외과 환자는 흔히 혈전이나 출혈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중환자실 환자는 급성 질환자체(예, 페혈증)나 만성질환(만성심부전), 입원전 진단(기왕의 

VTE), 그리고 중환자실에서의 특수한 상황(부동, 수술 또는 중심정맥관과 같은 침습적 시술, 인공

호흡기 사용, 혈관수축제와 이완제와 같은 약물의 사용)에 따라 VTE 위험이 달라진다. 급성기 질환

을 가진 환자들은 VTE 위험이 높지만 반면에 출혈합병증도 흔히 발생한다(Kahn et al, 2012). 

중환자에서 예방적인 헤파린 사용으로 인한 출혈 합병증에 관한 정확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으

나, 대부분의 중환자에서 출혈이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이므로 출혈이 지속되거나, 출혈 위험이 높

은 중환자의 경우, 압박스타킹이나 간헐적 공기 압박법과 같은 기계적 예방요법을 시행하고, 출혈 

위험성이 줄어들면 약물적 예방요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추천된다(대한혈관외과학회, 2013).

중심정맥관은 팔의 부종과 불편감과 PE, 카테터 관련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카테터를 교체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말초를 통한 중심정맥관의 삽입은 쇄골하정맥이나 내경정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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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비해 더 큰 혈전의 위험을 가진다. 중심정맥관의 팁이 상대정맥 위쪽에 위치하거나 말초인 

경우 DVT의 위험은 우심방에 있을 때에 비해 높아진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은 좌측으

로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경우와 흉부방사선치료, 1회 이상의 중심정맥관 삽입시도와 이전의 중심

정맥관 삽입 등이다(Kahn et al, 2012). 

암으로 중심정맥관을 보유한 환자와 항응고약물에 대한 12개 실험연구의 코크란리뷰(3,611명의 

환자)에서 heparin과 warfarin이 환자의 사망이나 유증상 DVT, 대형 출혈에 대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이 연구 근거에서 중심정맥관을 가진 환자에게 VTE 위험이 증가되지 않는 한 통상

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중심정맥관을 가진 환자는 

그들이 활동상태가 3일이상 유의하게 감소되거나 활동감소와 함께 1개 이상의 VTE 위험요소를 가

진 경우에 그런 내과환자로 간주하면 된다. 그러나 NICE 지침 92(National Clinical Guideline Centre 

for Acute and Chronic Conditions, 2010)에서 중심정맥관에 관련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고 지적하였기에 근거와 관계없이 권고등급을 B로 부여하였다.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6-5. 말기 및 만성환자의 VTE 예방

70 완화치료를 받는 말기환자(palliative care)에게 VTE 예방을 위한 약물적 중재는 역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위해와 이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Ⅲ C

71 완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필요시 다음의 약물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② low-dose unfractionated heparin(LDUH)  

③ fondaparinux

Ⅲ C

72 임종 환자나 말기 환자에게 약물적 중재 또는 기계적 중재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73 가정이나  요양원의 만성적인 부동환자에게 항응고 예방중재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II B

 

배경

말기 환자의 완화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메타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에서 완화치료를 

받는 암환자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혈전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들 환자가 혈전예방을 위해 피하로 LMWH를 시행한 

경우 이득과 위해(멍이 드는 합병증 발생)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 VTE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 중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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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7-1.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74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VTE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aspirin을 투여한다. Ⅰ A

75 급성 허혈성 뇌졸중환자나 진행성 뇌졸중환자에게 항응고 약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Ⅰ A

76 뇌혈관 질환자가 출혈성 뇌졸중이 없거나 출혈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VTE의 

위험이 높은 경우 (운동 제한이나 VTE 기왕력, 탈수, 악성질환과 같은 동반질환 중 1개 

이상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약물적 중재를 시행한다.

① 예방적 용량의 UFH나 LMWH 또는 IPC를 권고한다. 

② UHF보다는 LMWH 사용을 권고한다.

③ 신기능 실조가 있는 경우 UFH를 사용한다.

④ 환자의 상태가 급성기를 지나서 안정될 때까지 지속한다. 

⑤ GCS를 착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Ⅰ A

77 급성 뇌졸중으로 혈전용해제(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r-tPA)를 

정맥주입한 경우 24시간 내에 어떠한 형태의 헤파린도 투여하지 않는다.
Ⅲ C

78 뇌정맥 혈전이 있는 환자에게 UHF의 정맥주입이나 LMWH 피하주사와 추후의 와파린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Ⅱ B

79 뇌졸중 환자에게 VTE의 예방을 위해 GCS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Ⅰ A

80 뇌졸중 환자가 약물적 중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foot impulse pump나 IPC를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
Ⅲ C

 

배경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에서 급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목적은 뇌혈류를 회복

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조기에 혈류재개를 위한 치료는 신경학적 장애와 장기적인 불구, 뇌졸중 

관련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뇌혈류재개를 위한 치료로는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r-tPA)와 같은 혈전용해제 주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ACCP 8차 지침에서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발생 3시간 이내에 r-tPA를 정주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3시간 이내에 

주입하는 것이 사망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좋은 기능적 결과를 가져온다(Lees, 

Bluhmki, von Kummer et al, 2010; Wardlaw, Murray, Berge, & Del Zoppo, 2009). ACCP 9차 지침에

서는 3시간이내 주입이 불가능하면 4.5시간이내 주입하며 4.5시간 이후에는 정주하지 않는 것을 

새로 권고하였다. 3-4.5시간에 주입하여도 기능적 결과를 개선하지만 3시간에 비해서는 개선정도

가 낮았다. 즉 3-4.5시간 주입시 1000명 중 69명의 개선, 3시간이내 주입 시 1000명 중 15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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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보였다(Lees et al, 2010; Wardlaw, et al, 2009).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 환자는 VTE의 위험과 뇌출혈의 위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급성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NICE 임상지침 68(2008)은 허혈성인 경우 아스

피린을 복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항응고제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스피린과 함께 항응고

제의 예방적 복용이 허혈성 뇌졸중이 있는 경우 VTE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시사하는 최신 근거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IGN 지침(2010)에서는 급성 뇌졸중인 경우 UFH/LMWH/fondaparinux

를 이용한 VTE 약물적 중재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VTE 감소를 위해서 권고되지는 않는

다고 하였고(Sandercock et al., 2008) VTE의 위험이 특별히 높은 경우 UHF보다는 LMWH를 권고하

였다(Sherman et al., 2007). 

ACCP 9차 지침에서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 새로운 권고들이 제시되었다. 즉, 아스피린을 48시

간이내에 투여할 것과 부동이 있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헤파린과 IPC를 적용할 것을 새롭

게 권고하고 있으나(Smith et al., 2005) AES는 착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Cochrane의 체계적 

고찰에서 항응고제의 정주를 한 것과 aspirin을 48시간이내 투여한 것을 비교한 결과 항응고제를 

정주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높았으며 환자의 결과가 양호한 것이 더 낮았으며 주요 두개강내 출혈

빈도가 더 많았다(Berge, & Sandercock, 2002).

급성 뇌졸중 환자가 활동의 제한이 있을 경우 약물적 예방중재와 기계적 예방중재는 가능한 일

찍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입원기간동안 지속되거나 환자의 운동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기계적 장치는 조기 운동과 피부합병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또 약물

적 요법과 IPC의 병합사용하는 것도 단독으로 각자 사용하는 것에 비해 부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Lansberg et al., 2012). 

기계적 장치 중 IPC는 종아리 근육과 혈관계에 간헐적인 외부압력을 가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뇌졸중 환자에게 IPC를 적용한 효과를 본 직접적인 근거는 낮은 수준이다(Gould et al, 2012; 

Roderick et al, 2005). 그러나 수술환자를 대상자로 한 높은 수준의 근거를 바탕으로 IPC를 권고하

였다. 즉, 수술환자에게 IPC를 적용한 경우 DVT가 약 50% 감소하였다. 뇌졸중과 활동 제한이 함께 

있는 환자에서 VTE 발생은 적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1000명 중 36명의 감소가 있었다(Gould et 

al, 2012). IPC 적용으로 인한 피부합병증의 발생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였다.   

탄력성 압박스타킹(anti-embolic stoching: AES)는 점진전 압박 스타킹(gradual compression 

stocking: GCS)과 동일한 것으로 다리의 다른 근위부에 비해 발목압력이 가장 높아서 정맥순환을 

돕도록 고안된 스타킹을 말한다. 급성뇌졸중환자(CLOTS 2) 2,518명에게 대퇴형 AES를 적용한 대규

모 다기관 무작위 실험연구에서 피부부위의 부작용이 증가하였으나 VTE 발생률이 감소하지 않아

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Dennis et al, 2009). 그러나 뇌졸중환자(CLOTS 2)에게 대퇴형

(above-knee)와 무릎형(below-knee) 스타킹을 비교한 대형 연구(n=3,114)에서 대퇴형이 무릎형에 

비해 DVT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6.3%와 8.8%)(RR 0.71; 95% CI 0.56-0.92) 이 결과를 

대퇴형의 VTE예방 효과를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무릎형보다는 대퇴형이 더 선호되고 있다.(The 

CLOTS Trial Collaboration, 2010; Lansber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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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와 GCS를 병용하는 것의 이득을 보여주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에게 약물

적 중재와 IPC를 병합한 것과 약물적 중재만을 비교한 연구에서 DVT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OR 0.45, 95% CI 0.20-1.03)(Roderick P, et al, 2005). 또 탄력스타킹과 약물의 병용시 약물요법 

단독으로 사용한 것에 비해 DVT발생이 감소하였다(OR 0.40, 95% CI 0.25-0.65). 이 연구에서 이득

은 피부합병증의 증가라는 유해와 함께 비교검토해야 한다(RR 4.18, 95% CI 2.4-7.3)(Dennis et al, 

2009; Gould, Garcia et al., 2012).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7-2. AF(Atrial Fibrillation)이 있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

81 허혈성뇌졸중이나 일과성뇌일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AF)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약물적 중재를 고려한다. 
Ⅰ A

① AF가 있으나 뇌졸중 위험이 낮은 경우 별도의 항혈전치료를 하지않는다. 항혈전 

치료를 할 경우에는 aspirin을 사용하거나 aspirin과 clopidogrel을 병합하도록 한다. 
Ⅱ B

② AF가 있으나 뇌졸중의 위험이 중정도인 경우 구강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aspirin과 clopidogrel을 병합할 것을 제안한다. 
Ⅱ B

③ AF가 있으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경우 구강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며 aspirin을 

복용하거나 aspirin과 clopidogrel을 병합하도록 한다. 
Ⅱ B

④ 발작성 AF를 가진 환자는 warfarin 용량 조절보다는 구강 항응고제인 dabigatran을 

복용하게 한다(INR목표2.0-3.0). 
Ⅱ B

 

배경

AF가 동반된 뇌졸중 환자를 위한 항혈전치료는 뇌졸중을 줄이고 출혈의 위험을 낮게 가져가는 

것에 비중을 두고 항혈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이때 환자의 

출혈경향과 부가적인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항응고제가 치료적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아스피린과 병합치료를 해야 한다. 구강 항응고제는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생 후 1-2주 사이에 시작한다. 더 일찍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경우 출혈 합병

증의 위험을 낮은 정도로 증가시킨다. 출혈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 항응고요법의 시작을 늦추

는 것을 고려한다. dabigatran은 신장으로 일차적으로 배설된다. 따라서 신장기능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크리아티닌 청소율 30ml/min 이하) 금기이다(You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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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7-3.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

82 급성 뇌졸중으로 출혈이 있으며 운동이 제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예방적 중재를 제안한다. Ⅱ B

① UFH보다 LMWH의 예방적 용량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Ⅱ B

② UFH나 LMWH의 예방적용량을 증상후 2-4일에 시작하거나 약물중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IPC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Ⅱ B

83 출혈성 뇌졸중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VTE의 예방을 위한 장기간의 항응고치료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Ⅱ B

 

배경

Hawryluk et al.(2010)는 뇌졸중이 온 시점이 이미 항응고치료를 시작한 후 출혈성 뇌졸중 발생으

로 다시 항응고 중재를 재개한 환자에 대한 63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하였다. 뇌졸중이후 출혈성 

합병증은 7.7%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72시간 이내(최대 1-24시간)에 발생하였다. 

혈전성 색전증의 합병증은 6.1%은 뇌졸중 후 72시간이후에 발생하였는데 최대는 73-120시간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출판비뚤림의 가능성으로 인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제한적이므로 출혈 발생시

간이나 안정하게 항응고약물을 재개하는 시간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서 

헤파린의 사용은 출혈을 확산시키거나 재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와는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두개강내출혈이 있는 환자의 VTE 예방은 암이나 혈관 기형처

럼 뇌실질 조직의 병변이 없는 경우에 국한하여 언급하였다 (Lansberg et al, 2012). 

이론적으로 헤파린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 증가를 피할 수 없는 환자는 약물적 예방보다는 기계

적 예방법으로 IPC를 선호한다. 약물적 중재와 IPC의 병용은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VTE

를 예방하기 위한 부가적인 이점이 있다. 뇌출혈의 재발 위험이 낮고 상대적으로 혈전색전증의 

위험이 높은(>7%/year) 금속성 인조판막을 가지거나 만성 심부전증, 고혈압, 75세 이상 고령, 당뇨

나 뇌졸중 점수 4점 이상인 경우 항혈전치료의 이득이 있다 (Lansber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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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암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8-1. 암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84 암환자가 VTE 위험이 증가된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로 fondaparinux, LMWH, UFH 

(신부전 환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III C

85 암환자가 VTE 위험이 높은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는 위험사정 후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더 이상 위험이 없을 때까지 지속한다.
III C

86 입원한  암환자가 급성 내과적 질환 또는 기동성 장애가 있는 경우 출혈이나 다른 

금기증이 없으면 혈전증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를 시행한다.
I B

87 입원한 암환자가 VTE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출혈이나 다른 금기증이 없으면 VTE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I B

8-2. 외래 암환자의 VTE 예방

88 외래 암환자가 VTE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VTE 예방을 위해 LMWH 나 LDUH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 B

89 외래 암환자가 VTE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VTE 예방을 위해 Warfarin 을 예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II B

90 외래 암환자가 고형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VTE 예방을 위해 사례별로 

약물적 중재를 고려해볼 수 있다. VTE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출혈위험이 낮은 경우 예방적 

용량의 LMWH 나 LDUH 사용을 제안한다. 이때 약의 용량, 사용기간 뿐 아니라 약물적 

중재의 이득과 위해에 관해 환자와 의논해야 한다. 

II B

91 외래 암환자가 중심정맥관을 가진 경우 혈전증 예방을 위해 LMWH나 LDUH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 B

92 외래 암환자가 중심정맥관을 가진 경우 VTE 예방을 위해 Warfarin을 예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 B

 

배경

VTE는 암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암환자에서 DVT와 PE(pulmonary 

embolism)의 발생빈도는 1- 25%이지만 90% 이상의 환자에서 응고기전이 항진되어 있어 VTE 위험

이 4-6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VTE 발생빈도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암의 병기, 수술여부

에 따라 다르다. 췌장암, 악성 뇌종양, 폐암, 난소암, 대장암, 위암 등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며, 암의 

병기가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며, 항암화학요법, 호르몬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도 위험도를 

높인다(송교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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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암환자의 대부분은 VTE에 대해 중정도에서 고위험 상태에 있다. 활동성 암은 강력한 위

험요인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감염, 부동상태, 고령 등의 상태를 포함하여 추가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VTE 예방중재의 이득은 VTE 위험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암환자에서 VTE 위험평가에 사

용될 수 있는 위험요인은 표 11과 같다(Lyman et al., 2013).

Kannan 등(2007)은 내과환자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LMWH, UFH, fondaparinux, placebo의 

혈전예방효과를 검토하였다. DVT 발생률은 placebo와 비교시 LMWH/ fondaparinux가 낮았으나

(OR, 0.60; 95% CI, 0.47-0.75) LMWH와 UFH간에는 비슷하였다((OR, 0.92; 95% CI, 0.56-1.52). 다량 

출혈은 모든 군간에 비슷하였다. 소량 출혈은 LMWH와 UFH간에는 비슷하였고, LMWH와 UFH은 

placebo 군보다 컸다. 암환자에 대한 VTE나 출혈에 대한 결과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 11. 암 관련 혈전증에 대한 위험요인과 생물표지자

암관련 치료관련 환자관련
생물표지자 B

(biomaker)

종양부위 항암화학요법 고령 혈소판 수 (>=350,000/uL)

병기

(높은 병기일수록 위험이 

높음)

혈관생성 억제인자 

(antiangiogenic agents): 

예)thalidomide, lenalidomide

종족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 

더 높음, 

아시아인/태평양 섬 

거주자에서 낮음)

백혈구 수(>11,000/uL)

종양 조직학 

(cancer histology)

- 편평세포암 (squamous 

cell ca)보다 선암종 

(adenocarcinoma)에서 

위험이 높음)

호르몬 치료

내과적 동반질환

(감염, 신질환, 폐질환, 

동맥 혈전색전증)

혈색소(<10g/dL)

초기진단후 경과기간

(처음 3-6개월이 가장 

위험이 높음)

∙ 조혈자극제제

(erythropoiesis-stimulating 

agents)

∙ 수혈

∙ 정맥접근장치

(indwelling venous access 

devices) 사용

∙ 방사선 치료

∙ 수술>60분

∙ 비만

∙ VTE과거력

∙ 활동수행능력(performance 

status) 저하

∙ 유전적 프로트롬빈 돌연변이

(inherited prothrombotic 

mutations)

출처: Lyman GH, Khorana AA, Kuderer NM, Lee AY, Arcelus JI, Balaban EP et al. (2013). Venous thromboembolism 

prophylaxis and treatment in patients with cancer: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Updat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31(17), 218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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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l, Gunukula 등(2011)은 외래 암환자에서 정맥 항응고제의 효능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

찰을 시행하였다. 9개 무작위대조연구가 선정되었으며 대상자는 다양한 조직유형을 가진 전이된 

또는 국소적 진행성 고형암 환자로 총 2,857명이었다. 중재는 8개 연구는 LMWH, 1개 연구는 UFH

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heparin 치료의 사망률에 대한 효과는 12개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24개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R, 0.93; 95% CI, 0.88-0.97). heparin 치료는 유증상 VTE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RR, 0.55; 95% CI, 0.37-0.82). 분석결과는 heparin 치료의 다량 출혈에 

대한 이득이나 위해를 확증하거나 배제하지 못했다. 

Akl 등(2010)는 항응고제에 대한 치료적 또는 예방적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에서 경구 

항응고제의 효능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5개 무작위대조연구가 선정되었으

며 총 대상자는 1,656명이었다. 중재는 모두 warfarin 투약이었고, 투약은 항암화학요법 시작 1개월 

전 또는 시작 시점부터 시작하여 항암화학요법 종료시 또는 종료 후 수주까지 지속하였다. 일 연구

에서 warfarin의 VTE에 대한 효과는 RR을 85%까지 감소시켰다(RR, 0.15; 95% CI, 0.02-1.2). 반면 

warfarin은 다량 출혈(RR, 4.24; 95% CI, 1.85-9.68)과 소량 출혈을 둘 다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RR, 3.34; 95% CI, 1.66-6.74). 요약하면 warfarin의 출혈의 절대위험증가는 VTE의 절대위험감소보

다 크다.  

Akl, Vasireddi 등(2011)은 중심정맥관을 가진 암환자에 대해 예방적 용량의 heparin (LDUH 또는 

LMWH)이나 저용량의 비타민 K 길항제를 비교하는(서로 또는 항응고제 사용하지 않은 군과 비교) 

12개 무작위연구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총 대상자는 3,611명이었다. 대부분의 연

구는 특정기간 동안 또는 중심정맥관이 제거되거나 혈전증이 진단될 때까지 중재를 시행하였다. 

예방적 용량의 헤파린은 유증상 DVT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RR, 0.54; 95% CI, 0.28-1.05). 결과는 

사망률, 다량 출혈, 혈소판감소증, 감염에 대한 이득이나 위해 효과를 확증하거나 배제하지 못했다. 

분석결과 비타민 K 길항제의 사용은 사망, 유증상 DVT, 심각한 출혈에 대한 이득이나 유해를 확증

하거나 배제하지 못했지만 무증상 DVT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RR, 0.42; 95% CI, 0.28-0.61). 요약

하면 중심정맥관을 가진 암환자에서 예방적 용량의 헤파린은 위해보다는 이득이 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저용량의 비타민 K 길항제의 잠재적 이득은 출혈 가능성보다 큰지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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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8-3. 수술을 받는 암환자의 VTE 예방

93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VTE 예방중재는 수술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I A

94 암으로 인해 대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급성출혈이나 출혈위험이 높아 금기가 아니라면 

UFH나 LMWH로 예방적 약물중재를 고려해야 한다
I A

95 암으로 인해 대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는 최소한 7-10일간 지속한다.  I A

96 암으로 인해 복부나 골반 대수술을 받는 환자가 기동성 제한, 비만, VTE 과거력과 같은 

고위험요인을 가진 경우에는 수술후 4주까지LMWH의 연장 투여를 고려한다. 
I A

97 VTE 위험이 낮은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VTE 예방중재의 적절한기간은 개별 환자를 

고려하면서 사례별로 결정한다.
I A

98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VTE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에 추가해서기계적 중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급성출혈이나 출혈위험으로 인해 약물적 중재가 금기가 아니라면 기계적 

중재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I A

99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VTE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와 기계적 중재의 병합사용을 

하도록 한다.
I A

 

배경

외과영역의 모든 수술은 VTE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다, 암이 있으면 그 위험도는 더욱 증가한

다. 같은 수술이라도 암환자의 수술이 2배정도의 VTE 위험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송교영, 

2009).

Akl, Labedi 등(2011)은 암환자에서 수술전후기간에 LMWH와 UFH의 예방중재의 효과를 비교하

는 메타분석을 시행한 결과 PE와 DVT 발생률에서 차이가 없었다. 다량 출혈 역시 유사하였다(RR, 

0.84;95% CI, 0.5-1.36).  

수술기간 VTE 예방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무작위대조연구 3편이 복부나 골반수술을 받는 환자를 

포함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약 7-10일간 VTE 예방중재가 시행되었는데 더 짧은 기간 동안 효과

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Lyman et al., 2013). 이중 Sakon 등(2010)의 연구에서는 개복술을 받은 

암환자 164명을 무작위로 enoxaparin 또는 IPC에 무작위 배정하였다. 유증상 VTE 발생율은 

enoxaparin에서는 1.2%(95% CI, 0.03-6.53%), IPC군에서는 19.4%(95% CI, 7.45-37.47%)이었다. 다량 

출혈은 enoxaparin에서는 4.6%(95% CI, 1.5-10.4%), IPC군에서는 2.6%(95% CI, 0.1-13.8%)이었다. 

Akl, Terrenato (2008)은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암환자를 포함하는 3편의 논문을 포함시켰다. 수술 

후 4주까지 LMWH로 연장 예방요법을 실시한 군은 대조군에 비해 무증상 DVT 위험이 감소하였다

(RR, 0.21; 95% CI, 0.05-0.94). 다량 출혈에 대한 위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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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9-1. 임신부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100 임신부가 장기간 침대에서 안정해야 하는 경우 침상에서 하지운동을 권고한다. 

절대안정으로 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기계적 중재(GCS 또는 IPC)를 실시한다.
III C

101 임신부나 분만후 6주 이내 산모에게는 기계적/약물적 VTE 예방중재의 위험과 이득을 

사정하고, 이들 사정결과를 전문 의료인과 의논한 후에 예방중재를 제공한다. 출혈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VTE 예방중재의 시작과 중단시기를 계획한다.

III C

102 임신부에게는 VTE 예방과 치료를 위해 UFH대신 LMWH를 사용한다. II B

103 임신부나 분만후 6주이내 산모가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지 않으며 다음 위험요인을 한 

개 이상 가진 경우 LMWH(신부전의 경우 UFH)로 VTE 예방중재의 시행을 고려한다.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 3일 이상 심각한 기동성 저하가 예상됨

- 활동성 암 또는 암치료중

- 연령 >35세

- 중환자실 입원

- 탈수

- 과도한 출혈이나 수혈

- 혈전성향증(thrombophila)

- 비만(임신전 또는 임신초기 BMI >30kg/m2)

- 심각한 내과적 동반질환(예: 심장질환, 대사성, 내분비 또는 

호흡기 질환, 급성감염성 질환, 염증상태)

- 자신이나 직계 가족의 VTE 과거력 및 가족력

- 임신관련 위험요인 (예: 난소 과다자극, 임신오조 [hyperemesis gravidarum], 경산부, 

자간전증 [pre-eclampsia])

- 정맥염이 있는 정맥류

III C

104 임신부가 혈우성향증이 있고, VTE 가족력이 있으면서 과거력은 없는 경우는 산전에 

임상적 관찰과 산후 예방중재를 제안한다. 산후예방중재는 통상관리 보다는 예방적 또는 

중간 용량의 LMWH 또는 protein C나 protein S 결핍이 있는 여성에게는 INR 2.0-3.0을 

목표로 Wafarin 사용을 제안한다. 

II B

105 임신부가 혈전성향증(thrombophilia)이 있고 자신과 가족에게 VTE 과거력이 없는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보다는 산전과 산후에 임상적 관찰을  제안한다.
II B

106 임신부가 VTE 재발위험이 낮은 경우에는(임신이나 에스트로겐 사용과 관련되지 않는 

일시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한 일회 VTE 발생) 산전 예방중재보다는 산전에 주의깊은 

임상적 관찰을 제안한다.

II B

107 임신부가 VTE 재발위험이 중간~높은 경우에는 임상적 관찰보다는 예방적 용량 또는 

중간 용량의 LMWH로 산전 예방중재를 제안한다.
II B

9. 임산부의 VTE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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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08 임신부가 VTE 과거력이 있는 경우 예방중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방적 용량 또는 중간 

용량의 LMWH나 INR 2.0-3.0을 목표로 하는 Wafarin으로 산후 6주간 예방중재를 

제안한다. 

II B

109 주산기에  VTE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VTE 예방을 위해 분만 후 일반적 중재(조기이상, 

하지운동, 적절한 수분공급)와 기계적 중재(GCS, IPC)를  실시한다.
II B

110 분만  후에 VTE 위험요인이 지속되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퇴원 후(분만후 6주)까지 

예방중재를 연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II B

 

배경

임신 중인 여성에서 심부정맥혈전증(DVT)의 발생률은 정상여성에 비해 6-10배 정도 높고, 드물

기는 하지만 임신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임신 중 DVT의 발생은 자궁의 심부정맥 압박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정맥순환의 장애와 일시적인 과응고 상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전적 

혈전 성향은 임신 중 발생하는 DVT의 또 다른 위험인자가 된다. 임신말기로 갈수록 DVT와 PE의 

상대적 위험도는 현저하게 증가된다(조용필, 2013).

임산부에게는 VTE 예방과 치료를 위해 UFH대신 LMWH를 사용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임신중

에 UFH는 VTE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예방적 UFH는 전형적으로 매일 2-3회 피하로 

투여된다. 치료적 용량으로 사용될 때에는 목표 치료적 aPTT를 성취하기 위해 용량보정을 하면서 

지속적 정맥주입으로 투여되거나 주사 6시간 후에 치료적 aPTT를 성취하기에 충분한 용량으로 1일 

2회 피하주사로 투여된다. 치료적 용량의 피하 UFH는 지속적 항응고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분만 

전 사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소규모의 코호트 연구에서 aPTT의 연장이 최종 피하주사 후 28시간

까지 지속되었다. UFH 사용시 임신중 혈소판 감소증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UFH로 장기간 치료

는 골다공증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이 UFH로 연장치료를 하는 동안에(1달 

초과) 골다공증 위험을 수량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유증상 척추골절은 대상자의 2-3%에서 발생

하고, 심각한 골밀도 감소가 30%까지 보고되어 왔다. UFH에 대한 피부부작용 반응은 멍, 두드러기, 

발진, 발적 병변, 피부괴사, 헤파린 유도 혈소판감소증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HIT)이

다. 대조연구나 큰 규모의 전향적 관찰연구로부터 지지적 자료가 부족하지만 오늘날 LMWH가 산

부인과 영역의 정맥혈전증의 예방과 치료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무변화는 비임신 환자

에서의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에 주로 기반한다. 이들 임상시험에서는 고위험군에서 VTE 예방뿐 

아니라 VTE 치료에서 LMWH가 UFH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후향적 연구와 

체계적 고찰에서는 LMWH를 투여하는 임신여성에서 출혈 발생률이 낮다고 제시하였다. LMWH를 

투여하는 2,777명의 임신부를 포함하는 64개 논문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서 산전에 심각한 출혈 

빈도는 0.43%(95% CI, 0.22-0.75%), 산후에는 0.94%(95% CI, 0.61-1.37%)이었다. HIT의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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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WH가 UFH 보다 훨씬 낮다. LMWH는 UFH 보다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이 낮은 증거들이 제시되

었다. UFH 와 비슷한 피부 부작용 반응이 LMWH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빈도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Bates et al., 2012). 

VTE 과거력이 없는 사람과 비교시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DVT와 PE의 발생위험이 증가되어 있

다. VTE 과거력이 있는 여성은 임신기간 외보다 다음 임신 중에 VTE 위험이 3-4배 높다(Pabinger, 

Grafenhofer, Kyrle 등)(2002). VTE 과거력이 있고 예방중재를 받지 않은 여성에서 VTE 재발위험을 

평가하는 코호트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전에 객관적인 방법으로 VTE 진단을 일회 

받은 적이 있는 125명의 임신부에 대한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Brill-Edwards, Ginsberg, Gent 등, 

2000)에서 산전에 헤파린을 주지 않고 항응고제(시작시 단기코스의 UFH나 LMWH와 함께 warfarin

을 INR 2.0-3.0 목표로)를 산후 4-6주간 투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전 재발발생률은 2.4%(95% CI, 

0.2-6.9%), 반면 산후에는 2.5%(95% CI, 0.5-7.0%)이었다. 다른 대규모 후향적 연구에서 예방중재를 

받지 않은 임신부에서 산전 VTE 가능성은 6% 이내이고, 산후에 관찰된 VTE 발생률은 6-8% 이었다

(De Stefano 등, 2006; Pabinger 등, 2005).

혈우성향증과 VTE 가족력이 있는 여성에서 VTE 위험증가는 임신초기에 시작한다. 그러므로 산

전 예방중재 시행은 임신 1기에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수개월간 LMWH로 자가주사하는 

부담과 피부부작용 반응의 위험으로 산전 혈전예방중재에 대해 약한 권고를 한다. 산후 예방중재

로는 iNR 2.0-3.0을 목표로 하는 vitamine K antagonist 이 LMWH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Bates 

et al., 2012). 

DVT 예방에 대한 대안 전략은 compression ultrasonography 같은 비침습적 DVT 검사로 산전기

간에 반복적인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VTE 재발율을 5%로 가정하고, 초음파의 민감도를 96%, 특이도를 98%로 가정 시 양성 검사결과의 

28%가 거짓 양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크리닝 시기를 안내하는 근거가 없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재발이 초음파 검사 시기 간에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DVT나　PE를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Bates et al., 2012). 

서양에서 산과영역의 유증상 DVT 빈도는 분만 1,000예에 대하여 0.5-7례로 보고되고 있는데 

DVT 예방중재의 발전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DVT 발생은 2/3 이상이 산욕기, 특히 

산욕 1주간 이내나 임신말기에 발병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의 보고에서는 임신의 어느 시기라도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왕절개에서는 정상 분만과 비교해서 7-10배 DVT 발생 비율이 높았

다. 산과적 DVT의 약 4-5 %가 PE(폐동맥혈전색전증)와 관련이 있고, PE의 90% 이상은 하지 DVT에 

기인한다(한국혈전지혈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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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9-2. 제왕절개 산모의 VTE  예방

111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VTE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조기 이상 외의 다른 VTE 예방중재를 

하지 않는다.
II B

112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한 개의 주요 위험요인이나 최소 2개의 경미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VTE 위험이 증가된 경우 입원해있는 동안에 예방적 약물중재(예방적 LMWH)나 

항응고제에 금기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적 예방중재(GCS 또는 IPC)를 제안한다.

II B

113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VTE 위험이 매우 높고 산욕기에 지속되는 여러개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VTE 예방중재로 LMWH 단독보다는 LMWH와 AES/IPC의 병합사용을 제안한다. 
II B

 

배경

제왕절개를 한 산모에서 LMWH의 VTE와 다량 출혈에 대한 기대되는 절대 효과(absolute effect)

는 일반 수술 환자에서의 효과로부터 추정된 간접적인 근거여서 근거수준을 낮추었다. VTE 절대위

험이 1000명중 ≧30인 여성에서 예방중재가 제안된다. 산모에서 VTE가 1000명중 5명 발생시 저위

험, 1000명중 30명 발생시 고위험으로 분류하였다. 임상실무자는 표를 이용하여 담당 환자들이 어

떤 군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Bates et al., 2012).  



66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표 12. VTE >3% 위험을 초래하는 VTE 위험요인

■ 주요 위험요인(OR>6): 최소 한 개의 위험요인은 산후 VTE >3 % 위험을 시사한다.

   부동상태(산전에 1주 이상 절대침상안정)

   산후 출혈: 수술시 >=1,000 ml

   VTE 과거력

   태아성장을 제한하는 preeclampsia

   혈우성향증: antithrombin 부족, Factor V Leiden(homozygous 또는

   heterozygous),  Prothrombin G20210A(homozygous 또는 heterozygous)

   내과적 상태: SLE, 심장질환, Sickle cell disease

   수혈

   산후감염

■ 경미한 위험요인(다른 위험요인과 합해지면 OR>6): 최소한 2개의 위험요인이나 응급제왕절게 상황에서 한 개의 

위험요인이 있으면 산후 VTE >3 % 위험을 시사한다.

   BMI >30 kg/m2

   다중 임신

   산후 출혈 >1L

   흡연 >10 개피/일

   태아성장제한(제태연령+ 연령보정 출생체중 < 25분위)

   혈전성향증: protein C 부족, protein S 부족

   전자간증(preeclampsia)

출처: Bates, S. M., Greer, I. A., Middeldorp, S., Veenstra, D. L., Prabulos, A. M., Vandvik, P. O. (2012). VTE, thrombophilia,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gnance: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hest, 141(2)(Suppl):e691S-e736S. 

10. 원거리 여행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0. 원거리 여행자의 VTE 예방

114 여행자의 경우 여행 전과 중, 후에 가능한 한 안전하게 움직임을 유지하도록 한다. III C

115 여행자는 여행 도중 앉은 상태에서 다리운동을 한다.  III C

116 장거리 여행자가 VTE의 위험이 높은 경우(VTE의 과거력, 최근의 수술이나 손상, 활동성 

악성 종양, 임신, 에스트로겐복용, 고령, 활동제한, 고도비만, 혈전성향증) 에는 잦은 

이동과 종아리 근육운동 또는 가능한 한 좌석통로에서 앉기 등의 운동을 한다.  

II B

117 모든 장거리 여행자에게 여행 중과 후에 VTE의 예방을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GCS를 

사용하지 않는다.
II B

118 장거리 여행자 중 VTE의 위험이 높은 여행자는 여행 도중 발목부분에 15-30mmHg 

압력을 제공하는 잘 맞는 무릎형 GCS를 착용한다.
II B

119 장거리 여행자에게 VTE예방을 목적으로 aspirin이나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I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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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이 심부정맥 혈전증의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따라서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과 같이 비좁은 공간에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경우에 심부정맥 혈전증

과 폐색전증이 발생하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에 대해서는 여러 보고들이 있어 왔다. 유병률이

나 정확한 발병 기전의 증명에는 실패하였지만 폐색전증의 발생은 여행과 관련된 사망 원인 중 

2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다(한국정맥지혈혈전학회, 2012). 

장거리 기내 여행자(4시간 이상)와 관련한 VTE 발생 위험은 자동차나 기차 등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동등하다. 신뢰할 만한 상대위험(RR)은 2-3배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4시간 이상의 잦은 

비행기 여행 시 혈전발생의 절대위험(absolute risk; AR)은 4,600명 중 1명이다. 위험증가는 여행 

후 8주까지 지속된다(Kuipers S, et al., 2007; Kelman CW, et al., 2003). 비행기 여행과 관련된 VTE 

위험은 키가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으며 과체중인 경우와 창측 좌석과 관련이 있다(Schreijer AJ, et 

al, 2008). 따라서 장거리 여행자 중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인자가 동반된 경우, 예를 들면 심부정

맥 혈전증의 과거력, 최근에 수술 혹은 외상의 과거력, 악성 종양, 임신, 여성호르몬제의 사용, 고령, 

활동성이 제한된 상태(limited mobility), 고도 비만, 유전적 혈전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 

중 가능하면 많이 자주 움직이고, 종아리 근육 운동을 하며, 가능하면 복도 쪽 좌석에 앉을 것을 

권고한다. 또한 여행 중 발목 쪽 압력이 15-30 mmHg의 무릎 아래 압박스타킹의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여행자 중 위와 같은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라면 압박스타킹의 착용은 권고되

고 있지 않고, 모든 장거리 여행자들에서 심부정맥 혈전증의 예방을 위하여 아스피린 혹은 항응고

제의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대한혈관외과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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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과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방법(수술 전, 중, 후 포함)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1-1. 복부/위장관/부인과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20 복부/위장관/부인과 수술환자가 VTE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계적 

중재를 적용하며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기계적 중재를 지속한다.  

① GCS(대퇴형 또는 무릎형)

② IPC

③ 공기압박 발펌프(foot impulse devices)

Ⅱ B

121 복부/위장관/부인과 수술환자가 중간~높은 VTE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금기가 

아니라면 기계적 예방중재(GCS, IPC)와 UFH, LMWH, 또는 fondaparinux 등의 약물적 

중재를 시행해야 한다. 

Ⅱ B

122 VTE 예방을 위한 약물적 예방중재의 적용은 환자에게 더 이상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시행한다. 
Ⅱ B

123 복부/위장관/부인과 수술환자가 출혈위험이 높아 약물 사용이 금기인 경우 출혈의 

위험이 사라져 약물적 예방중재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VTE 예방을 위해 기계적 

예방중재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Ⅱ B

124 복강경 수술환자의 VTE 예방을 위해 기계적 예방중재 단독, 또는 예방적 약물중재(UFH, 

LMWH, fondaparinux)와의 병용을 고려한다.
Ⅱ B

 

배경

VTE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개복 수술 후 조기 

이상과 빠른 회복이 가능한 복강경 시술의 증가로 DVT의 발생빈도는 감소되었으나, 반대로 수술이 

보다 광범위해지고,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나며,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져 수술 환자에서 VTE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영국의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The Million 

Women Study)에 의하면 VTE 발생의 위험은 수술 후 첫 12주 내에 증가하고, 일반외과 수술 후 

6주 이내 VTE 발생 위험은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의 위험과 비교했을 때 70배로 증가(RR 69.1, 

95% CI 63.1-75.6)하며, 통원수술의 경우에도 10배로 증가(RR 9.6, 95% CI 8.0-11.5)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입원 수술 후 12주 내의 VTE의 표준 발생율은 환자 1000명당 2.6명이었다(Sweetland et 

al., 2009). 

수술환자에 있어 VTE 위험도를 구분하는 원칙은 수술의 종류(악성 또는 양성), 종양의 종류(위

암, 대장암, 간담도암, 유방암), 나이(60세 미만과 60세 이상), 그리고 이전 VTE 과거력에 따라 다르

다(Bang et al., 2014).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다음의 4개의 위험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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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VTE 위험군 분류와 예방중재 권고

위험군 수술 예방중재 Grade

매우 낮음 

유방암 수술 

위암 수술 (<60세)

췌담도 수술 (<60세)

조기운동 2C

낮음 
위암 수술 (≥60세)

췌담도 수술 (≥60세)
기계적 예방중재 2C

중간
대장암 수술

췌장암 수술 

기계적 예방중재 

또는 약물적 예방중재
2C

높음 
주요 암 수술 환자로 이전 VTE 가 있었거나 

혈전성향증이 있는 경우 

약물적 예방중재 

(± 기계적 예방중재)
1B

출처: Bang et al., (2014). .Prevention of venous thromboembolism, 2nd edition: Korean Society of Thrombosis and 

Hemostasi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9, 164-171.

VTE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은 조기 이상과 수술과정에서 다양한 VTE 예방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다. 수술환자는 수술 전 VTE 발생 위험도와 출혈 합병증에 대한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선별된 예방

중재가 권장된다. 

Bang et al. (2014)의 권고안에 따르면 VTE 위험도에 따라 매우 낮은 위험군은 조기운동을, 낮은 

위험군은 기계적 예방중재를, 중간 위험군은 기계적 예방중재 또는 약물적 예방중재를 환자의 상태

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높은 위험군은 약물적 예방중재를 권고하고 있다(표 13). 

기계적 예방중재인 GCS는 효과가 입증된 VTE의 치료 및 예방 방법이다(SIGN, 2010; 대한혈관외

과학회, 2013). 일반외과 수술환자 대상으로 증상이 없는 DVT 예방을 위한 GCS 사용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GCS 비사용군에서는 증상이 없는 DVT가 27% 발생한 반면 GCS 사용군에서는 

8.6%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OR 0.34, 95% CI 0.25-0.46)(Sachdeva, Dalton, Amaragiri, & Lees, 

2010). 또한 일반외과, 정형외과, 심장외과, 부인과, 신경외과 수술 환자 대상으로 예방법을 시행하

지 않은 군과 GCS를 사용한 군을 비교한 결과 GCS 사용군의 DVT 발생이 65%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Roderick, et al., 2005). 또한 GCS는 LMWH 또는 UFH와 병용될 때 DVT의 발생 감소의 효과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GN, 2010). 

또 다른 기계적 예방중재인 IPC는 단독 사용이 강하게 권장되지는 않지만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부인과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IPC 사용에 대한 2개의 연구에서는 IPC가 DVT의 위험을 

60%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derick et al., 2005 ; Urbankova, Quiroz, Kucher, & 

Goldhaber, 2005).   

VTE 발생 고위험군이면서, 다량의 출혈 합병증의 위험요인은 없으나 UFH 또는 LMWH 사용이 

금기 또는 이러한 약제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GCS 또는 IPC가 권장되며, 이때 저용량의 

아스피린이나 fondaparinux의 병용을 제안하고 있다(대한혈관외과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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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환자에 있어 예방중재의 약물로는 UFH, LMWH, fondaparinux 등이 제안 또는 권고되고 있

는데, 복부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물적 예방중재로 피하로 주사된 UFH는 DVT와 PE의 위험을 낮추

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작위 실험연구와 비무작위 실험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대장수술 환자 대상 VTE 예방에 있어 UFH는 LMWH 만큼 효과가 있었고, GCS 사용을 

추가했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rly, Wille-Jorgensen, & Rasmussen, 2005). 또한 

한 메타분석에서는 UFH를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 DVT가 22%에서 

9%로, PE가 2%에서 1.3%로, 치명적인 PE가 0.8%에서 0.3%로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Collins, 

Scrimgeour, Yusuf, & Peto, 1988).

약물적 예방중재로 예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LMWH의 사용은 PE와 VTE 발생 위험을 

70%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Mismetti, Laporte, Darmon, Buchmϋler, & Decousus, 2001). 

LMWH는 DVT와 PE의 위험을 낮추는데 UFH 만큼 효과가 있으나 출혈에 대한 위험성은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och, Ziegler, Breitschwerdt, & Victor, 2001). UFH가 하루에 두 번 또는 세 번의 

투약이 필요한 반면 LMWH는 하루에 한번만 투약할 수 있는데, 이는 헤파린에 의한 저혈소판혈증

의 유발을 감소시킨다(SIGN, 2010).   

RCT에서 다량의 출혈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고위험의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fondaparinux 투여는 VTE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최소한 LMWH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Agnelli, Bergqvist, Cohen, Gallus, Gent, & investigators, 2005).

복부/위장관/부인과 수술환자가 중간∼높은 VTE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는 기계적 중재와 약물적 

중재의 병용을 권고하고 있다. 약물적 예방중재는 환자의 출혈 위험성이 없거나 적을 때  추가하게 

되는데, 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GCS와 약물적 예방중재, 또는 IPC와의 병용이 수술 환자에서 증상이 

없는 DVT 발생빈도를 낮춤으로써 VTE 예방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OR 0.24, 95% 

CI 0.15-0.37)(Sachdeva, Dalton, Amaragiri, & Lees, 2010).

수술 후 예방중재를 지속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퇴원 시까지, 또는 수술 후 7~10일까지

이며, 퇴원 후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이므로 고위험군인 경우는 28일

간의 예방요법이 권장된다(SIGN, 2010; 대한혈관외과학회, 2013).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

작위 연구에서 복부 또는 골반 수술 후 9일 또는 28일간의 LMWH 치료를 시행한 결과 9일 치료군에

서 proximal DVT가 2건 발생하였고, 29일 치료군에서 1건이 발생되었음이 보고되었다(Bergqvist, 

et al., 2002). 

표준 약물 예방중재와 연장된 약물 예방중재를 비교한 연구 결과 연장된 약물예방 중재를 시행

했을 때 증상이 있는 VTE의 발생율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NICE, 2009) 연장된 약물예방

중재는 비용 효과적이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 환자의 특성에　따른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복강경 수술은 매우 짧은 진단적 시술에서 복강경식 결장 절제술(laparoscopic colectomy)와 같은 

대수술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는 병원 재원기간이 짧고 조기 이상

을 하게 되어 개복수술에 비해 VTE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dberg, Bergqvist, 

& Rasmussen, 1997 ; White, Zhou, & Romano, 2003). 그러나 많은 복강경 수술에서 복강 내 압력을 

높이고, 머리를 높이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 때 하지에 정맥 울혈(venous pooling)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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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E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시술의 과정과 배경 질환의 위험성,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 

등 수술의 종류에 따라 VTE 위험성을 사정해야 한다. 기계적 예방중재, 특히 IPC는 하지의 정맥 

울혈을 감소시킨다. 복강경 수술 환자에서 GCS, IPC, LMWH를 단독, 또는 병용하였을 때 VTE 발생

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Bounameaux, Didier, Polat, Desmarais, de Moerloose, & Huber, 

1997).   

VTE 예방중재는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진단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항응고 치료를 장기화시

키는 증상이 있는 VTE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면에서 비용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12. 흉부수술 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2-1. 흉곽수술 환자의 VTE 예방

125 흉곽수술 환자에게는 기계적 예방중재(GCS, IPC)를 시행한다. Ⅲ C

126 출혈위험이 높지 않은 흉곽수술 환자의 경우 기계적 예방중재와 약물적 예방중재(UFH, 

LMWH)를 병합 사용한다. 
Ⅲ C

12-2.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의 VTE 예방

127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가능하다면 기계적 예방중재를 시행한다. Ⅲ C

128 출혈위험이 높지 않은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계적 예방중재와 약물적 

예방중재(UFH, LMWH)를 병합 사용한다.  
Ⅲ C

129 Aspi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7-10일 전 

aspirin을 중단하는 것보다 수술 직전까지 aspirin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Ⅱ B

130 2종류의 항혈소판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aspirin은 수술 직전까지 유지하고, clopidogrel/prasugrel은 수술 5일 전에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Ⅱ B

 

배경

흉부수술 환자는 암환자가 많고 수술 후 활동도 늦다. VTE 예방에 대한 근거도 매우 적다. The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guideline에 의하면 VTE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흉부 대수술의 

경우 출혈의 위험이 높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LMWH 또는 UFH를 사용하기 권장한다(Gould, et al., 

2012).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는 GCS와 IPC의 단독 사용 또는 병용의 기계적 혈전예방법을 권고하

고 있다. 또한 NICE 가이드라인도 흉부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의 VTE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출혈의 위험이 높지 않다면 LMWH를 사용한 약물적 예방 중재법과 기계적 예방중재법을 병용하

여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NI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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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2-3. 심장수술 환자의 VTE 예방

131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고, VTE 위험이 증가된 심장수술 환자는 VTE 기계적 

예방중재를 제공한다. 

① GCS(대퇴형 또는 무릎형)

② IPC

③ 공기압박 발펌프(foot impulse devices)

Ⅱ B

132 환자에게 더 이상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VTE 기계적 예방중재를 지속한다. Ⅱ B

133 대량 출혈의 위험이 낮거나 임상적 판단에 의한 환자의 개별상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VTE 약물적 예방중재를 추가할 수 있다. 

LMWH, UFH(신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

Ⅱ B

134 VTE 약물적 예방중재의 적용은 환자에게 더 이상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시행한다.
Ⅱ B

 

배경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는 VTE 발생에는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출혈에 있어서는 고위

험군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심장환자는 출혈의 위험성으로 인해 기계적 예방중재법이 우선 제안된

다. 그러나 비록 근거의 수준은 낮지만 심장환자에서 LDUH 또는 LMWH를 사용하는 VTE에 대한 

약물적 예방중재가 출혈로 인한 위험보다 더 이롭다고 판단되기에 약물적 예방중재를 사용하도록 

제안되고 있다. 즉, 심장수술 환자의 경우 기계적 예방중재법 단독 사용보다 약물적 예방 중재를 

병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Gould, et al., 2012). 

그런데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혈전예방중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다.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surgery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술이 일반적으로 수술 후 

치료적 항응고제 사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CABG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도 수술 후 혈전예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다(Geerts, et al., 2008). 특히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과정에

서 헤파린을 사용하고 있고, 항혈소판 약물이 수술 후에 늘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에 의해 

VTE 예방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하지 양쪽의 기계적 예방중재가 vein harvesting을 

하게 되는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심장수술 후 환자를 추적 조사한 한 연구 

결과 91일 내의 VTE 위험도가 대략 CABG는 1.1%, 판막 치환술 환자의 경우 0.5% 이었고(White, 

Zhou, & Romano, 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CABG 후 30일 내 VTE 발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0.8% 로 보고되었는데(Hannan et al., 2003), 이러한 결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VTE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중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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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는 위험이 높고 정맥으로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지 않은 심장수술 환자들에게 개별 환자

의 출혈 위험성과 혈전생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기계적 예방중재와 UFH 또는 LMWH의 사용을 권고

하고 있다(NICE, 2010). 

13. 정형외과 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3-1. 주요정형외과 수술(고관절이나 슬관절 전치환술, 둔부골절) 환자의 VTE 예방　

135 주요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받는 환자는 다음중 하나의 요법을 최소 10-14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LMWH, fondaparinux, apixaban, dabigatran, rivaroxaban, LDUH, 

Warfarin, aspirin, 또는 IPC 

II B

136 약물중에는 다른 약제보다 LMWH의 우선사용을 권장한다. II B

137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서도 입원 중에 간헐적 공기압박장치를 같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II B

138 약물요법은 최장 35일까지 권장한다. II B

139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간헐적 공기압박장치 또는 어떤 예방법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II B

140 주요 정형외과 수술(THA, TKA, HFS)을 받고 혈전예방을 위해 LMWH을 투여하는 

환자는 수술 4시간 이전이나 수술 4시 이후에 시작하는 것 보다 수술 12시간 이전이나 

수술 12시간 이후에 시작한다. 

II B

141 주요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출혈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약물적 중재보다는 

IPC적용을 제안하거나 예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II B

 

배경

고관절 또는 슬관절 전치환술이나 둔부골절이 있는 환자에게 약물적 중재법이 VTE의 위험을 낮

춘다는 근거가 있으며, 또한 약물적 중재법은 치명적 폐동맥 색전증을 줄인다는 증거가 있다(RR 

0.27, 95% CI 0.10 to 0.74 for any heparin and 0.44, 95% CI 0.28 to 0.68 for antiplatelet agents) 

(Geerts WH, Bergqvist D, Pineo GF et al, 2008, NCGC, 2010).

현재 정형외과 영역에서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약물은 LMWH(저

분자량 헤파린)이다. 주요 정형외과 수술 후에 아무런 예방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증상이 

있는 정맥혈전색전증의 수술 후 35일까지의 누적 발생률은 4.3%(폐색전증 1.5%, 심부정맥 혈전증

2.8%)이지만 저분자량 헤파린을 예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누적 발생률이 1.8%(폐색전증 0.55%, 

심부정맥 혈전증 1.25%)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저분자량 헤파린 사용에 따른 주요 출혈(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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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eding)의 발생률은 현재 약 1.5%로 보고되고 있다(Falck-Ytter, 2012).

고관절 전치환술이나 슬관절 전치환술을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최소 10일에서 14일 동안 LMWH

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LMWH를 사용하여 DVT를 예방한 실험에서는 주로 6-14일 사용하였고 

THA나 TKA환자 중 무증상 DVT를 50% (combined risk ratio [RR], 0.50; 95% CI, 0.43-0.59)까지 줄였

다. 2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둔부골절 수술 환자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적절한 

질적근거에 기반하여, 1%의 PE 발생위험과 1.8%의 유증상 DVT의 발생위험이 예상되는 정형외과 

수술 1000명의 환자에게 초기 예방 기간 (10-14일)에 LMWH를 사용할 경우 13건의 VTE를 예방하는 

것이 기대된다(Jørgensen, Knudsen, Broeng, et al, 1992). 

세개의 체계적 고찰에서 주로 THA를 받은 2600명 이상의 환자가 등록된 7개의 LMWH와 위약의 

연장 사용에 대한 실험연구에서 혈전예방약제를 수술 후 35일까지 연장하여 사용한 경우 대량 출

혈은 별 증가가 없으면서 유증상 VTE가 1000명당 9명만 발생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주요 정형

외과 수술환자는 외래에서 연장된 혈전예방약제를 사용할 때 10-14일만 사용하기보다는 35일까지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O’Donnell, Linkins, Kearon et al, 2003; Hull, Pineo, Stein et al, 2001; 

Eikelboom, Quinlan, Douketis et al, 2001).

표 14. ACCP 근거기반실무지침의 요약(9판): 주요 정형외과 문제에서의 약물적 권고  

출처: Falck-Ytter et al. (2012).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Prevention of VTE in orthopedic surgery patients: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hest.141(2 Suppl):e278S-325S. 

최근 들어 약물 예방 요법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후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

이 보고되면서 물리적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ieberman, Pensak, 2013). 과거에 사용

되던 물리적 방법들은 압박 스타킹, 족부 펌프 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간헐적 공기압박장치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devices)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2012년도에 발표된 ACCP 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 방법 중에서도 간헐적 공기압박장

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필수 조건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식 장치로 사용시간이 모니터

링되는 것이어야 하며 하루 18시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Falck-Ytter, Francis, 

Johanso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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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출혈의 위험성이 없어서 출혈소인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약물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소 소음이 있는 간헐적 

공기압박장치를 하루 18시간 이상을 사용하기에는 환자의 순응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물

리적 방법 단독으로 사용 시에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효과가 약물 요법만큼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

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한 증거들이 수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박윤수, 2014).

고위험군 환자의 체계적 고찰에서 기계적 중재와 함께 약물적 중재를 추가한 것이 PE (from 2.7% 

to 1.1%)와 DVT (from 4.0% to 1.6%)의 발병률을 낮춘다고 했다. 약물적 중재만 하는 거보다 약물

적 중재에 기계적 중재를 추가하는 것은 비록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PE와 

함께 DVT (from 4.21% to 0.65%)의 발병률을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Kakkos, Caprini, Geroulakos 

et al, 2008) 하지만 둔부 수술 무작위 실험에서 fondaparinux을 준 환자에게 압박스타킹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Cohen, Skinne, Warwick, 2007).

주요 정형외과 수술(고관절 전치환술, 슬관절 전치환술, 둔부 골절수술)을 받고 혈전예방책으로 

LMWH을 투여하는 환자는 수술 4시간 이전이나 수술 4시간 이후에 시작 하는 것 보다 수술 12시간 

이전이나 수술 12시간 이후에 시작하기를 권장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수술 전(최소 12시간, 주로 

수술 전 저녁)과 수술 후(수술 12-24시간 후), 수술전·후(수술 2시간 전과 수술 후 4시간 이내) 

LMWH의 시작 시간을 비교했다. LMWH를 수술전·후(수술 2시간 전과 수술 후 4시간 이내)에 시작

한 곳은 큰 출혈이 5%에서 7%인 반면에 수술 전(최소 12시간, 주로 수술 전 저녁)과 수술 후(수술 

12-24시간 후)에 관리는 1%에서 3%였다 (Strebel, Prins, Agnelli et al, 2002).

주요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출혈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약물적 중재보다는 IPC적용을 제안

하거나 예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IPC는 매일 적당한 작용시간을 기록할 수 있고 소지가 가능

하여 권장하며 매일 18시간을 시행해야 한다. 한가지 출혈의 위험요소가 존재(특히 항혈소판약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할 때 IPC의 불편함보다 약물적 중재로 생기는 출혈의 위험이 작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IPC보다는 약물적 중재를 선택하게 한다(Falck-Yt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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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3-2. 기타 정형외과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42 하지 손상으로 무릎아래(low-leg)에 국한된 부동 상태가 있는 환자에게는 VTE 예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I C

143 무릎 관절경(knee arthroscopy) 시술을 받은 환자가 VTE 과거력이 없는 경우 VTE 

예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III C

144 상지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VTE 예방중재를 통상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환자가 

VTE위험이 높은 경우는 적용한다. 
III C

 

배경

하지손상으로 무릎아래(low-leg)에 국한된 부동상태가 있는 환자에게는 VTE예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하지의 부상은 무릎아래 골절, 건파열, 무릎과 발목의 연골 부상 등을 포함한

다. 주요 정형외과 수술과 비교했을 때 이 부상들이 환자에게 중요한 VTE발생률과 연관 있다는 

자료는 적다. 하지만 무릎의 골절과 DVT 위험의 증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Geerts, Bergqvist, 

Pineo et al, 2008).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은 1,500명에 가까운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1주일 동안 

하지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특히 붕대나 버팀대를 제거할 때까지 매일 한번 LMWH 약물 중재법을 

시행한 군과 혈전예방법을 지속하지 않은 환자를 비교한 6개의 무작위 실험을 분석했으나 약물적 

중재법에 대한 근거는 기타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약하다(Testroote, Stigter, de Visser et al., 2008).

소규모 무작위배정연구에서 아킬레스건 파열로 움직이지 못하는 6주 동안 예방적으로 LMWH를 

사용했지만 DVT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발목 골절 수술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골절 

후 하지의 부동성과 관련하여 코크란 리뷰는 LMWH가 상당히 DVT를 낮춰주지만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섞여있다고 결론을 내렸다(Lapidus, Rosfors, Ponzer, 2007; Lapidus, Ponzer, Elvin, 2007).

무릎 관절경수술은 종종 외래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에게 시행된다. 한 개의 체계적 문헌고

찰에서 관절경 수술후 LMWH를 투여한 군과 혈전 예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527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수술은 ACL(anterior cruciate ligament) 재건술, 반월상연골판 절제

술, 다른 진단적 관절경 수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LMWH 투여시 VTE 발생률은 1,000명당 1.5-2%

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LMWH 투여 후 재수술을 요구할 정도의 출혈 발생과 출혈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관절경 수술 후 통상인 혈전예방약제의 투여를 권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에 DVT가 있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Ramos, 

Perrotta, Badariotti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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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경외과/두개강내 신생물/뇌, 척수 손상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45 신경외과나 외상성 뇌손상환자는 기계적 예방중재(GCS, IPC)를 통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Ⅱ B

146 두개강 내 신생물과 같은 VTE 위험 요인을 추가로 가진 환자에게는 기계적 예방중재와 

약물적 예방중재(LMWH)를 병행해야 한다. 
Ⅱ B

147 척추손상을 가진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기계적 중재와 약물적 중재를 병용하여 

제공한다. 

① 환자의 VTE와 출혈의 위험을 규칙적으로 사정한다.

② 입원 시 또는 임상적으로 가능한 일찍 GCS, Pneumatic foot pump, IPC의 기계적 

중재를 시작하고, 환자 가동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③ VTE 위험을 줄이는 이익이 출혈의 위험보다 크거나, 출혈의 위험이 적다면 LMWH 

또는 UFH 중 선택하여 약물적 중재를 추가하고, 환자가동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약물적 중재를 계속한다.

Ⅱ B

148 개두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약물적 예방중재보다 기계적 예방중재(주로 IPC)의 사용을 

제안한다. 
Ⅱ B

149 VTE 위험이 높은 개두술 환자의 경우(두경부암)에도 적절한 지혈이 이루어졌고, 출혈의 

위험이 감소되었다면 기계적 예방중재에 약물적 예방중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Ⅱ B

 

배경

신경외과 대수술을 받은 환자는 VTE의 위험이 매우 높다. DVT의 위험은 거의 20% 정도이고, 

근위부의 DVT 발생은 5% 정도이다. 1차 신경교종으로 수술을 받은 후 12~15개월 내에 임상적인 

VTE가 발생할 확률은 23% 이내이다(Geerts, et al., 2001). 신경외과 환자에서 VTE 위험이 증가시키

는 요인들을 보면 두개내 수술, 악성에 의한 수술, 수술시간, 하지마비, 고령 등이다(Marras, Geerts, 

& Perry, 2001). 따라서 신경외과적 대수술을 받은 환자는 VTE에 대한 예방법이 필요한데, 통상적

으로 기계적 예방법을 먼저 사용한다. 그 이유는 수술 후 두개강 내 또는 척추 내 출혈 위험성 

때문이다(SIGN, 2010). 

한 메타분석 결과 LMWH의 사용이 VTE 발생의 위험을 46-52% 감소시켰지만 두개내 출혈 합병증

의 위험을 68%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반해 IPC와 같은 기계적 예방중재법은 출혈 위험 

없이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을 59-65%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어 신경외과 수술 환자에게는 GCS나 

IPC 같은 기계적 예방중재가 통상적으로 우선 권고된다(대한혈관외과학회, 2013).  

뇌종양 수술과 같이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수술 후 적절한 지혈이 이루어졌거나 출혈의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즉시 기계적 예방중재와 함께 약물적 예방중재를 병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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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물적 예방중재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두개내 출혈과 같은 

합병증은 수술 후 12-24시간 내에 발생하는데 반해 정맥혈전색전증은 반 이상이 수술 후 첫 주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 후 적절한 지혈이 이루어지거나 출혈의 위험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될 때까지 LMWH와 같은 약물적 예방중재의 사용은 미루는 것이 좋다(대한혈관외과학

회, 2013).  

신경외과 환자 대상의 한 혈전예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기계적 예방중재와 약물적 예방중

재의 병용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 하였다. 기계적 예방중재를 받는 환자들과 비교해서 LMWH로 

치료받는 환자는 뇌내 출혈 발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을 보고하며(Collen, 

Jackson, Shorr, & Moores, 2008), VTE 예방중재로 GCS 단독 또는 IPC와 병용하면서 수술 전후 

LDUH 또는 LMWH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15. 기타 외과 환자의 VTE 예방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5-1. 혈관수술 환자의 VTE 예방　

150 혈관수술을 받은 환자 중 다른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고 VTE위험이 높다고 사정된 

경우, VTE 예방중재를 제공한다. 만약 말초동맥질환이 있다면 GCS를 착용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I A

151 입원시 GCS, Pneumatic foot pump, IPC의 기계적 중재를 시작하고 환자 가동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I A

152 임상적 판단에 의한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위험이 낮은 환자에게는 

LMWH 또는 UFH 중 선택하여 약물적 중재를 추가하고 환자 기동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약물적 중재를 계속한다.

I A

153 varicose 정맥수술 환자는 GCS가 권고되고 있고,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LMWH 또는 UFH를 추가한다.
III C

 

배경

복부 혈관수술을 받은 환자에서의 VTE 발생은 일반적인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슷하다

(Belch, Lowe, Pollock et al, 1980). 대부분의 이 환자들은 절차동안 전신 항응고 요법을 시행한다. 

대동맥 수술에서 혈전 예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은 혈전 예방법의 정기적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

고 결론을 내렸다(Bani-Hani, Al-Khaffaf, Titi et al, 2008). 예방법은 고위험자들의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고려해야한다. 심각한 하지 국소적 빈혈이나 절단을 받은 환자들은 VTE의 위험이 높다

(Libertiny, Hand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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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중재법은 혈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UFH나 LMWH는 사용한다. 대부분의 

이런 환자들은 aspirin과 statin을 처방받는데 이것들은 지속되어야한다(SIGN, 2006)

주요 복부, 골반, 정형외과 수술을 한 후에 정맥류가 있다면 DVT의 위험을 높이는 반면에, 다른 

위험 요소(previous DVT or PE, prolonged surgery or immobility)가 없다면 정맥류 수술 후에 VTE의 

위험을 낮춘다(Campbell, 1996). varicose  정맥 수술 환자에게 AES가 주로 처방된다. LMWH나 UFH

는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추가로 처방된다.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5-2. 비뇨기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54 비뇨기 수술을 받는 환자가 VTE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GCS 또는 IPC를 

사용하는 기계적 예방중재를 시행한다.  
Ⅲ C

155 VTE에 대한 추가 위험요인을 가진 비뇨기 수술 환자의 경우 기계적 예방중재와 

LMWH를 병합 사용한다. 
Ⅲ C

15-3. 이비인후과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56 고위험의 이비인후과 수술 환자가 VTE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계적 예방중재와 

LMWH를 사용하는 약물적 예방중재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Ⅲ C

15-4. 성형과 재건 수술 환자의 VTE 예방

157 성형과 재건 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경우 기계적 예방중재와 LMWH를 사용하는 약물적 

예방중재를 고려해야 한다.  
Ⅲ C

 

배경

비뇨기과 대수술인 경우 VTE는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다. 비뇨기과 수술환자에게 VTE가 발생하

는 중요한 위험요인은 고령, 비만, 암, 수술 중 쇄석위, 림프절 절제 유무, VTE의 과거력 등이며, 

비뇨기과 수술을 받은 1~5%의 환자가 VTE를 경험한다(Geerts, et al., 2001). HIRA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신장암으로 신장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0.35%에서, 방광암으로 방광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0.17%에서, 전립선암으로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0.22%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0.06%에서 VTE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뇨

기 수술을 받은 환자는 다른 수술에 비해 비교적 VTE 위험이 낮은 군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혈관외과학회, 2013).  

수술 후 조기 이상은 전립선 절제술 환자나 다른 위험이 낮은 비뇨기 수술에서 가능한 중재이다. 

예를 들어 경요도 수술 환자는 VTE의 위험은 낮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예방중재로 사용하는 것은 

출혈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환자가 VTE에 대한 다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계적 

예방중재와 조기 이상이 적절하다. 복강경식 비뇨기시술에서도 VTE에 대한 위험은 낮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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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적 예방중재는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환자가 VTE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계적 예방중재 (GCS 또는 IPC)와 조기 이상이 VTE 예방에 적절하다.   

신장절제술, 방광절제술,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암환자도 VTE 예방을 위해 조기에 그리고 자주 

보행운동하기를 권장한다. 이전 VTE가 있었거나 출혈성향증이 있거나, 고령(≥60세)의 환자가 전

신마취 하에 대수술을 받게 되면 기계적 예방중재 또는 약물적 예방중재 (LMWH, 또는 LDUH), 

또는 약물적 예방중재와 기계적 예방중재의 병용을 권장한다 (대한혈관외과학회, 2003).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방광절제술 또는 신장 절제술 등과 같이 개복을 하는 비뇨기과 대수술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LDUH와 LMWH를 사용하는 약물적 예방중재가 권고되며, 이에 기계적 예방중

재를 병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계적 예방중재와 약물적 예방중재의 병용은 사망률 감소에 있

어 더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 (Koch, & Jr, 1997).    

4시간 이상 쇄석위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하지 구획증후군 (compartment syndrome)의 위험이 

있다(Raza, Byrne, & Townell, 2004 ; Turnbull, Farid, Hutchinson, Shorthouse, & Mills, 2002). 하지 

구획증후군 환자에서 GCS 또는 IPC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 한 

연구에서는 다리를 높이 올린 상태에서 긴 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이 두 가지

의 기계적 예방중재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Turnbull, & Mills, 2001). 

이비인후과 수술환자는 젊은 나이, 수술시간이 짧은 경우, 수술 후 안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VTE의 위험이 낮다. 그러나 침습적 수술(eg laryngectomy)이 증가하면서 위험

이 높아지고 있다 (O’Hanlon, Andrews, & Harcourt, 2006). 그러나 이 분야에서 혈전예방법에 대해

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성형과 재건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후향적 연구에 의하면 성형과 재건수술 환자들의 VTE 위험

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 관찰연구에서 복부와 유방 성형을 포함하여 성형 

재건수술 환자에서 VTE는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의 하나이고, 특히 화상으로 상처를 입은 환자의 

경우 VTE 고 위험군이라 하였다(Miszkiewicz, et al., 2009). 과체중과 호르몬 치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Hatef, et al., 2008) 이러한 요인을 가진 성형 재건수술 환자는 출혈의 위험을 고려

하여 기계적 예방중재와 LMWH를 사용하는 약물적 예방중재를 시행해야 한다.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5-5. 통원수술 (Day surgery) 환자의 VTE 예방

158 통원수술환자가 VTE 위험이 높은 경우 입원 시부터 GCS(대퇴형 또는 무릎형), 또는 

IPC와 같은 기계적 중재를 시작하며 더 이상 심각한 활동의 저하가 없을 때까지 기계적 

중재를 지속한다. 

Ⅱ B

159 통원수술환자가 VTE 위험이 높으나 대량 출혈의 위험이 낮은 경우 VTE 예방을 위해 

임상적 판단과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fondaparinux, LMWH, UFH 약물적 

중재를 추가한다. 

Ⅱ B

160 통원수술환자가 퇴원 후 환자의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 예상되면 일반적으로 

5-7일 동안 VTE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를 지속한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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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수술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보다는 활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퇴원 후 집에서의 활

동이 현저하게 감소하므로 VTE 위험을 사정하여 위험이 높은 환자인 경우 예방적 중재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통원수술 환자 중 VTE 고위험군은 마취와 수술시간을 합하여 90분 이상이거나 골반수

술, 하지수술, 또는 응급수술 등의 이유로 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다. 일반

적으로 수술 후 VTE 예방법의 적용기간은 5-7일이다 (NICE, 2010). 

16. 환자를 위한 VTE 교육과 정보제공 

권고안
근거 

등급

권고

등급

161 VTE 예방중재를 사용하기 전에 환자와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① VTE의 위험과 가능한 결과를 교육한다.

② VTE 예방의 중요성과 가능한 부작용을 교육한다.

③ VTE 예방중재의 올바른 사용(예: GCS, IPC, Foot pump device)

④ 환자가 VTE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운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등)

III C

162 VTE 위험이 증가된 환자와 가족에게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① VTE의 징후와 증상을 교육한다.

② VTE 예방적 중재의 올바른 사용과 권고된 기간동안의 치료를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과 VTE예방중재 사용기간을 교육한다. 

③ VTE 예방적 중재와 관련된 부작용의 증상과 징후 및 약물적 중재와 관련된 식이를 

교육한다.

④ VTE 예방적 중재를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하고 연락처를 알려준다. 

⑤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또는 다른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료적 도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연락처를 교육한다. 

Ⅲ C

163 GCS을 가지고 퇴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퇴원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

① GCS 착용의 장점을 교육한다.

② 청결을 위해 매일 GCS를 벗고 다시 입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③ 피부흔적, 물집, 변색 (특히 발뒤꿈치와 뼈돌출부위) 이 생기면 연락해야 할 사람에 

대해 교육한다.

④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야 할 사람에 대해 교육한다.

II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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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자신의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특히 VTE 위험

성이 증가된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VTE 예방중재를 사용하기 전에 환자와 가족에게 VTE의 위험과 

가능한 결과를 교육하고, VTE 예방의 중요성과 가능한 부작용을 교육하고, VTE 예방중재의 올바른 

사용(예:AES,IPC,Foot pump device)을 교육하고, 환자가 VTE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

야 한다(예: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운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등)(NICE, 2010). 

또한 VTE 위험이 증가된 환자들은 기계적 중재와 함께 약물적 중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약물적 

중재는 출혈의 위험이 증가되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중재 사용의 올바른 

권고기간, 예방적 중재와 관련된 부작용의 증상과 징후,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과 연락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NICE, 2012). 

DVT의 기계적 예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AES는 하지의 부종 감소와 통증 완화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피부에 물집과 반점 형성, 통증, 삼출물, 피부자극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Edwards, 2003; 정윤화와 민혜숙, 2012). 또한 대퇴길이의 AES을 착용한 환자들

과 과체중 환자들이 불편감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Winslow & Brosz,2008). 그러나 정형

외과에서 AES을 착용하는 환자의 34%는 압박스타킹의 착용이유나 효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

리방법에 대해서도 교육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정윤화와 민혜숙, 2012), 대퇴길이와 무릎길이

의 AES을 착용한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착용법을 조사한 결과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잘못된 방법과 

부적절한 사이즈의 AES을 착용하고 있어(Winslow & Brosz, 2008), AES의 효과와 착용 및 관리에 

대한 환자교육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VTE 예방의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VTE 예방

의 중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과 중재의 올바른 사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그러나 VTE예방에 대

한 환자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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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1 체계적 문헌고찰과 HTA 검색 자료원

인터넷 사이트 URL

The Cochrane library http://www.thecochranelibrary.com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NICE) http://www.nice.org.uk

Canadian Medical Association(CMA) Infobase http://mdm.ca/cpgsnew/cpgs/index.asp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RNAO) http://www.rnao.org

Joanna Briggs Institute(JBI) http://www.joannabriggs.,edu.au/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atabase
http://www.york.ac.uk

Agency for Quality in Medicine http://www.aezq.de

도구 2 실무지침 검색 자료원

임상실무지침 개발 조직 국가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GIN) 국제기구

AHRQ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NGC) 미국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NICE) 영국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 영국

Canadian Medical Association(CMA) infobase 캐나다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RNAO) 캐나다

Joanna Briggs Institute(JBI) 호주

New Zealand Guidelines Group(NZGG)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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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3 이해관계 선언문

이해관계 선언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질문들의 목적은 “정맥혈전색전증 예방간호 실무지침” 수용개작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실무지침 수용

개작 활동과 관련된 실제적, 명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무지침 수용개작에 관련된 이해관계는 

1) 수용개작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실무지침의 개발이나 승인과정에 참여한 경력

2) 실무지침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의약품,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등이다. 사례금, 

자문, 고용, 주식보유 등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개 선언의 목적은 위원 본인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다른 위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음 질문에 "아니오" 또는 "예"에 표시하면 됩니다. "예"인 경우 이해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

시오.

1. 검토 중인 실무지침의 개발 혹은 승인에 관여 검토 중인 실무지침의 개발 혹은 승인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실무지침의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여한 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고용

실무지침 개발자, 혹은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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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

실무지침 개발자, 혹은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을 위해 자문 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소유 지분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의 비상장 소유 지분(스톡옵션, 비거래 주식) 혹은 

상장 소유 지분(200만 원 이상, 스톡옵션은 포함되나 뮤추얼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는 제외)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연구비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사례금

실무지침 개발자, 혹은 실무지침과 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혹은 조직으로부터 1년에 400만원, 

3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사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만약 '예'라면, 그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기타 잠재적인 이해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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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4 실무지침 특성 요약표

지침

번호
출처 실무지침 명

국가 및 

언어
출판일자 검색일자 의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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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5 실무지침 내용요약표(사용 예)

범위

실무지침 

1

SIGN

2

NICE

3

ACCP

4

ASCO

5

KSTH

P. VTE예방과 중재가 필요한 성인환자 0 0 0 0 0

I. VTE예방 0 0 0 0 0

P.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0 0 X 0 X

O.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정맥혈전증 예방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
0 0 0 0 0

H. 모든 의료기관   0 0 0 0 0

핵심질문 실무지침

SIGN NICE ACCP ASCO KSTH

1. VTE의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은?  0 0

2. VTE 위험요인의 사정방법은? 0 0 0 0 0

3-1. VTE 중재의 종류는? 0 0 0 0

3-2. VTE 발생 예방을 위한 일반적 중재는? 0 0 0 0

4-1. 점진적 압박스타킹 (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 GCS)의 적용 

및 금기증은?
0 0

4-2. 간헐적 공기압박기구(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IPC) 의 

적용 및 금기는?
0 0

4-3. 대상자별 VTE 예방 중재의 적응증은? 0 0 0

4-4. 약물적 중재의 금기증은? 0 0 0

5-1. 약물적 중재의 일반적 지침은? 0 0 0 0

5-2. 약물적 중재의 종류는? 0 0 0 0

5-3. 항응고제 : UFH(Unfractionated heparin)과 LMWH(low molecular 

weight heparins)는?
0 0 0 0

5-4. 경구용 항응고제 : Warfarin(와파린)은? 0 0 0 0

5-5. 항혈소판 제제 : Aspirin은? 0 0 0 0

5-6. 수술전 약물의 중단 및 재개는? 0 0 0

6-1. 내과 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은? 0 0 0 0

6-2. 급성기 내과 환자의 VTE 예방은? 0 0 0 0

6-3. 중증 내과 환자의 VTE 예방은? 0 0 0 0

6-4.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의 VTE 예방은? 0 0 0

6-5. 말기 또는 만성환자의 VTE 예방은? 0 0 0

7-1. 뇌졸중 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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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6 실무지침의 질평가: AGREE Ⅱ 도구

←전혀 동의안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6 7 NA

영역 1. 범위와 목적

1 지침의 전반적인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2
실무지침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강관련 질문(임상질문)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3
실무지침을 적용할 인구집단(환자, 일반인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영역 2. 이해당사자의 참여

4 지침개발그룹은 모든 관련 전문가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5 대상인구집단의 관점과 선호도를 포함하였다.

6 실무지침 사용자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영역 3. 개발의 엄격성

7 근거검색에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8 근거선택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9 전체 근거에 대한 장점과 제한점이 명시되어 있다

10 권고도출의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11 권고도출에 건강상 편익, 부작용, 위험을 고려하였다.

12 권고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연결 지을 수 있다.

13
실무지침은 출판 전에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과정이 
있었다.

14 실무지침의 갱신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영역 4. 명확성과 표현

15 권고안이 특이적이며 모호하지 않다.

16
임상 상태나 건강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17 주요 권고안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역 5. 적용성

18
실무지침은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서술하고 있다.

19
실무지침은 권고안이 의료현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과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20 권고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원배분 문제를 고려하였다. 

21
지침 시행제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제시되었다.

영역 6. 편집 독립성

22
재정후원단체의 의견이 진료지침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23
실무지침 개발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전반적 평가

1 진료지침의 전반적인 질 평가

2 진료지침 사용의 추천여부

□ 사용을 추천함

□ 사용을 추천함(수정필요)

□ 사용을 추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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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7 실무지침별 권고내용 비교표(사용 예)

SIGN NICE ACCP

All patients admitted to hospital or 

presenting acutely to hospital should be 

individually assessed for risk of venous 

thromboembolism and bleeding. The risks 

and benefits of prophylaxis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patient.

The use of a risk assessment method 

checklist is recommended for this purpose.

The assessment should be repeated 

regularly and at least every 48 hours.

권고등급: D

Assess all patients for risk of 

bleeding before offering 

pharmacogical VTE 

prophylaxis. Do not offer 

pharmacological VTE 

prophylaxis to patients with 

any risk factors for bleeding 

shown in box 2, unless the 

risk of VTE outweighs the 

risk of bleeding. 

1. ACCP recommends 

assessment of the for 

thromboembolism and 

bleeding in medical 

(including stroke) patients 

prior to initiation of 

prophylaxis of venous 

thromboembolism (Grade: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 quality evidence)

도구 8 권고의 수용성, 적용성 도구 

               

예 모름 아니오 예 모름 아니오 예 모름 아니오

전반적으로 권고가 수용할만하다 

1. 원 진료지침의 대상 인구집단과 수용개작 진료 지침의 대상 

인구집단이 일치한다.

2. 중재와 관련된 환자의 관점 및 선호도가 유사하다.

3. 근거의 강도와 효과의 크기가 권고의 등급을 지지한다. 

4. 다른 대체 중재와 비교해도 해당 중재는 충분한 이득이 있다.  

5. 권고는 문화, 가치에 부합된다. 

전반적으로 권고가 적용가능한가 ? 

1. 중재가 환자에게 적용가능하다.

2. 중재/기기가 이용가능하다.

3. 필수적인 전문지식이 이용가능하다.

4. 법률적, 제도적 장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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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9 지침이해 조사표 (예)

권고안
평가항목 

의견
이해가 어렵다 보통이다 이해가 쉽다

Ⅰ. 일반적 지침

1.

2.

3.

4.

도구 10 적절성, 적용가능성 조사표 (예)

권고안
평가 항목    

←낮다                      높다→
 의 견

8-1. 암환자의 VTE 예방을 위한 일반적 지침

84. 암환자가 VTE 위험이 증가된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로 fondaparinux, LMWH, UFH 

(신부전 환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적절성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성 1 2 3 4 5 6 7 8 9

85. 암환자가 VTE 위험이 높은 경우 예방적 

약물중재는 위험사정 후 가능한 빨리 시작하고 

더 이상 위험이 없을 때까지 지속한다.

적절성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성 1 2 3 4 5 6 7 8 9

86. 입원한 암환자가 급성 내과적 질환 또는 

기동성 장애가 있는 경우 출혈이나 다른 

금기증이 없으면 혈전증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를 시행한다.

적절성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성 1 2 3 4 5 6 7 8 9

87. 입원한 암환자가 VTE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출혈이나 다른 금기증이 없으면 VTE 예방을 

위해 약물적 중재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적절성 1 2 3 4 5 6 7 8 9

적용가능성 1 2 3 4 5 6 7 8 9



107

병원간호사회

정맥혈전색전증 예방간호 (Prevention of venousthromboembolism)

도구 11 실무지침 작성 양식

목차 완료 예정일/완료일

1. 요약

구조화된 실무지침의 발간일, 상태(원 실무지침, 수용개작, 수정, 갱신), 

출판, 전자자료 서지사항 등 포함 

수용 개작자와 원 진료지침 개발자   

2. 서론 및 배경

3. 범위와 목적

4. 실무지침의 목표 사용자

5. 핵심질문

6. 권고

- 권고와 관련된 위험과 이득

- 권고가 수행될 특정 상황

- 권고의 강도 

7. 권고에 대한 지지 근거 및 정보

- 권고에 대한 이론적 설명

- 추가적 근거 제시

- 기존 권고가 수정된 방법과 이유

8. 외부 검토 및 자문과정

- 실무지침 검토 수행자

- 검토 과정

- 피드백에 대한 논의

- 최종문서에 포함된 피드백

9. 검토 및 갱신계획

10. 알고리즘과 요약

11. 실행시 유의사항

12. 용어 해설

13. 실무지침을 만드는데 사용한 참고문헌

14. 원 실무지침 개발자의 승인 및 허가

15. 개발 그룹 구성원 목록 및 경력, 이해관계 선언

16. 자금출처 목록

17. 부록

- 검색 실무지침 목록, 포함・제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포함한 

실무지침 검색

- 실무지침 평가 내용(AGREE Ⅱ 영역점수 포함)

- 결정 과정

- 평가의 결과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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