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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atory results of patients diagnosed with lower limb
arteriosclerosis obliterans (LASO) in an emergency depart-
ment (ED),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manifestation,
hematological conditions, and clinical views of severity.
Another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could contribute to clinical severity to facilitate the pre-
diction and diagnosis of LASO in the ED.
Methods: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12 we con-
ducted a retrospective study on patients diagnosed with
LASO in the ED. Included in the study were 52 patients
diagnosed with LASO through CT. The patients were divid-
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Fontaine classification-
for comparative analysis: “less severe” (for stage II and
below) and “more severe” (for stage III and above). Vital
signs, clinical findings, laboratory data, and CT findings
were analyzed in each patient. The SPSS package with the
Mann-Whitney U test, Fisher’s exact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 p-value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average age of patients diagnosed with
LASO was 73.1±10.1 and male saccounted for 76.9% of

the population (n=40). Based upon the levels of severity by
the Fontaine classification, patients were divided into 28
“more severe” and 24 “less severe” cases. The “more
severe” LASO patients showed a high pulse rate (p=0.017)
and a higher current smoking rate (p=0.04). The laboratory
data from “more severe” LASO pati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white blood cell count (p=0.040), erythro-
cyte sedimentation rate (p=0.000), and the levels of lactate
dehydrogenase (p=0.002), creatine kinase (p=0.000), crea-
tine kinase-MB (p=0.002), myoglobin (p=0.000), and C-
reactive protein (p=0.000).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could
affect clinical severity were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OR 1.066, 95% CI 1.010-1.125, p=0.021), and the levels of
lactate dehydrogenase (OR 1.015, 95% CI 1.002-1.029,
p=0.027), creatine kinase-MB (OR 1.229, 95% CI 1.028-
1.468, p=0.023), and C-reactive protein (OR 1.533, 95% CI
1.074-2.188, p=0.019).
Conclusion: The patients diagnosed with more severe
LASO showed a high pulse rate, a higher current smoking
rate, high levels of inflammation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nd C-reactive protein), and high levels of muscle
enzymes (lactate dehydrogenase, creatine kinase, myo-
golobin, creatine kinase-MB). The factors that could influ-
ence clinical severity were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nd the levels of lactate dehydrogenase, creatine kinase-
MB, and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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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리의 폐쇄동맥경화(arteriosclerosis obliterans,

ASO)는 하행 동맥과 다리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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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폐쇄성 혈관 질환이다. 주로 40세 이후에 발병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률은 증가하여 60~69세 인구의

약 5%, 70세 이상에서는 약 15~30% 정도로 보고되고 있

다1,2).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지질 사이상,

흡연, 비만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임상증상으로는‘5-P’

징후인 동통(pain), 창백(pallor), 동맥맥박 소실(pulse-

lessness), 감각이상(paresthesia), 그리고 마비(paral-

ysis)가 나타날 수 있다. 다리의 ASO 환자의 특징적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간헐절뚝거림’(intermittent claudi-

cation)이다. 이 질환에서 증상을 이용한 분류법으로

Fontaine 분류법과 Rutherford 분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Table 1).

그러나 전체 환자 중 약 40%는 무증상이고 50%는 비전

형적인 증상을 보여, 약 10% 정도만 간헐절뚝거림과 같은

전형적 증상을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진단이 늦어져 이 동

맥 질환을 가진 환자의 약 25%만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동맥폐쇄 이

하 부위의 절단, 패혈증, 기존 심혈관 질환의 악화 등의 합

병증이 발생한다2-4). 따라서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ASO를 진단

함으로써 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2-4).

이에 저자들은,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혈관조 전산화단

층촬 을 통하여 다리의 ASO로 진단되었던 환자들을

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초기

의 검사실 검사 결과와 임상적 중증도와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 또한 임상적 중증도에 향을 미치는 특징적인 인자

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상과 방법

1. 연구 상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리 이상감각, 통증

또는 간헐절뚝거림으로 응급센터에 방문한 환자 중 임상양

Table 1. Classification of lower limb arteriosclerosis obliterans: Fontaine and Rutherford classification.

Clinical description Fontaine classification Rutherford classification

Asymptomatic I 0
Mild claudication (more than 500 yards) IIa 1
Moderate claudication (less than 500 yards) IIb 2
Severe claudication (less than 50 yards) 3
Ischemic rest pain III 4
Minor tissue loss IV 5
Major tissue loss (gangrene) 6

Fig. 1. Diagram of patients category.
LASO: lower limb arteriosclerosis obli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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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에서 다리의 ASO가 의심되

어 혈관조 전산화단층촬 을 시행한 환자들을 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 다. 총 120명의 환자 중

혈관조 전산화단층촬 에서 다리의 ASO로 최종적으로

진단된 52명의 환자가 연구 상에 포함되었다. 깊은정맥

혈전증, 심근경색, 패혈증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환

자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한

환자 등을 포함한 68명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Fig. 1).

2. 연구 방법

다리의 ASO는 상의학과 전문의 1인의 판독으로, 혈관

조 전산화단층촬 에서 다리동맥의 협착이나 폐쇄에 의

하여 혈액 흐름이 미약하거나 단절되어 보이는 환자로 정

의하 다5). 혈관조 전산화단층촬 은 Brilliance CT

64-channel scanner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evada, USA)가 이용되었으며, 상 환자의 의무기록에

서 환자의 일반적인 특징(연령, 성별, 과거병력, 흡연력

등), 임상적 특징(초기활력징후, 증상 발현시간, 주 증상

및 징후와 신체검사), 혈액검사 결과와 ASO의 구체적 특

징(폐쇄된 다리동맥의 위치), 그리고 최종 치료에 관한 자

료를 수집하 다. ASO 환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임상적 중

증도 분류법의 하나인 Fontaine 분류법을 적용하여

Fontaine stage II 이하를‘비중증 ASO’로, Fontaine

stage III 이상을‘중증 ASO ‘로 각각 나누어 비교분석을

시행하 다.

3. 자료의 분석

각 군 간의 결과 분석은 SPSS 15.0 package for win-

dow (SPSS Inc., Chicago, USA) 를 이용하 고, 자료는

범주형 변수는 건(%)으로,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

로 제시하 다. 연속형 변수는 독립 Mann-Whitney U

test, 범주형 변수는 Fisher’s exact test로 독립성 검정

을 시행하 다.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변

수들을 상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각각의 결과

는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하 다.

결 과

1. 연구 상의 일반적인 특성

다리의 ASO로 진단된 환자의 평균 나이는 73.1±10.1

세 고, 남자가 40명으로 전체 연구 상 환자의 76.9%를

차지하 다. 응급센터 내원 초기의 활력징후는 혈압 131.5

±31.4/80.1±12.6 mmHg, 맥박수 83.8±16.9회/분, 호

흡수 21.7±3.6회/분, 그리고 체온 36.4±0.4�C이었다.

과거 병력이 있던 환자는 고혈압이 36명(69.2%), 당뇨가

11명(21.2%), 뇌졸중이 15명(28.8%), 그리고 관동맥질

환이 13명(25.0%)이었다. 기저 질환이 있던 환자는 심방

세동이 10명(19.2%), 이상지질혈증이 10명(19.2%), 그

리고 ASO가 9명(17.3%)이었다. 흡연력이 있는 환자 41

명 중에서 현재 흡연 중인 환자는 17 명(37.2%)로 조사되

었다. ASO에 한 치료로서 시행된 시술로는 스텐트 삽입

술, 우회로 수술, 절단술, 및 기타 보존적 치료 등이 있었는

데, 가장 많이 시행되었던 시술은 스텐트 삽입술(n=24,

46.2%)이었다. 동맥의 폐쇄 부위는 오금동맥 이하 부위

(n=20, 38.5%)가 가장 많았다(Table 2).

Fontaine 분류법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한 결과, 중증

ASO 군이 28명이고, 비중증 ASO 군이 24명이었다. 중증

ASO 군과 비중증 ASO 군의 비교에서 연령, 성별, 혈압,

호흡수, 및 체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맥박수에서만

중증 ASO 군이 88.10±15.16회/분으로 통계적으로 더

강승윤 외: 응급센터에서 다리의 폐쇄동맥경화로 진단된 환자의 특성과 임상적 중증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고찰 / 59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

Age (years) 073.1±10.1
Sex (male/female) 40 (76.9%)/12 (23.1%)
Initial vital signs

SBP/DBP (mmHg) 131.5±31.4 / 80.1±12.6
Pulse rate (/min) 083.8±16.9
Respiration rate (/min) 21.7±3.6
Body temperature (�C) 36.4±0.4

Past history (n, %)
Hypertension 36 (69.2%)
DM 11 (21.2%)
CVA 15 (28.8%)
Current smoking 17 (37.2%)
Dyslipidema 10 (19.2%)
ACS 13 (25.0%)
Previous ASO 09 (17.3%)
AF 10 (19.2%)

Management (n, %)
Stent insertion 24 (46.2%)
Bypass surgery 07 (13.5%)
Amputation 04 (07.7%)
Others 17 (32.6%)

Occlusion site (n, %)
Aorta~iliac artery 09 (17.3%)
Femoral~popliteal artery 23 (44.2%)
Below popliteal artery 20 (38.5%)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ACS: acute coronary syn-
drome, ASO: arteriosclerosis obliterans, AF: atrial fibr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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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과거병력에서는 비중증 ASO 군에서 고혈압이 더

많았다. 개인력에서는 현재 흡연(n=11, p=0.04) 환자가

중증 ASO 환자 군에서 더 많았다(Table 3).

2. 다리 ASO의 특징

두 비교군에서 증상 발현시간은 각각 중증 ASO 군 8.92

±12.15일과, 비중증 ASO 군 10.75±19.41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행된 시술로는 중증 ASO 군에서는 스텐

트 삽입술(n=17, 26.2%)과 절단술(n=4, 14.3%)이 더

많이 시행되었고, 비중증 ASO 군에서는 우회로 수술

(n=4, 16.7%)과 기타 보존적 치료(n=13, 54.2%)가 더

많이 행해졌다. 폐쇄부위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

이 없었다(Table 3).

3. 연구 상의 혈액검사 결과

혈액검사에서 평균 백혈구 수치는 중증 ASO 환자 군에

서 12,029×103/mm3로 비중증 ASO 군의 평균 백혈구 수

치보다 높게 조사되었다(p=0.040). 평균 적혈구침강속도

도 중증 ASO 환자 군에서 45.57 mm/hour로 더 높게 측

정되었으며(p=0.000), 평균 젖산 탈수소효소, 크레아틴키

나아제, 크레아틴키나아제-MB, 미오 로빈도 각각

651.57 U/L (p=0.002), 1841.25 U/L (p=0.000),

26.24 U/L (p=0.002), 966.17 ng/mL (p=0.000)로 비

중증 ASO 군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C-

반응단백에서도 중증 ASO 군이 8.33 mg/dL (p=0.000)

로 확인되어 비중증 ASO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지질관련 수치, D-dimer, 젖산 수치, 중탄

산이온 등은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4. 다리 ASO의 중증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

단일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인자들을

상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이 항

목 중에서 적혈구침강속도(OR, 1.066; 95% CI, 1.010-

Table 3.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more severe and less severe clinical features in lower limb ASO patients.

Variable More severe ASO (n=28) Less severe ASO (n=24) p value

Age (years) 74.00±11.92 72.12±7.67 0.408*
Sex (male, n) 20 20 0.346�

SBP (mmHg) 129.35±35.750 134.16±26000. 0.624*
DBP (mmHg) 80.35±12.90 80.00±12.51 0.909*
Pulse rate (/min) 88.10±15.16 78.83±17.85 0.017*
Respiration rate (/min) 21.64±2.980 21.83±4.370 0.701*
Body temperature (�C) 36.36±0.390 36.61±0.560 0.123*
Onset (day) 08.92±12.15 10.75±19.41 0.437*
Past history

HTN 14 (50.0%) 22 (91.7%) 0.002�

DM 05 (17.9%) 06 (25.0%) 0.735�

Dyslipidemia 06 (21.4%) 04 (16.7%) 0.736�

CVA 06 (21.4%) 09 (37.5%) 0.234�

Current smoking 11 (39.3%) 06 (25.0%) 0.04�

ACS 04 (14.3%) 09 (37.5%) 0.106�

ASO 03 (10.7%) 06 (25.0%) 0.272�

AF 06 (21.4%) 04 (16.7%) 0.736�

Management (n, %) 0.02�0
Stent insertion 17 (46.2%) 07 (29.2%)
Bypass surgery 03 (10.7%) 04 (16.7%)
Amputation 04 (14.3%) 00 (00.0%)
Others 04 (14.3%) 13 (54.2%)

Occlusion site (n, %) 0.562�

Above knee level 08 (28.8%) 09 (37.5%)
Below knee level 20 (71.2%) 15 (62.5%)

* Statistical significant by Mann-Whitney U test
� Statistical significant by Fisher’s exact test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ACS: acute coronary syndrome,
ASO: arteriosclerosis obliterans, AF: atrial fibr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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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p=0.021), 젖산 탈수소효소(OR, 1.015; 95% CI,

1.002-1.029; p=0.027), 크레아틴키나아제-MB(OR,

1.229; 95% CI, 1.028-1.468; p=0.023), C-반응단백

(OR, 1.533; 95% CI, 1.074-2.188; p=0.019)이 유의

한 위험인자로 조사 되었다(Table 5).

고 찰

다리의 ASO는 응급센터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 초음파 또는 혈관조 단

층촬 등의 상학적 진단으로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

는 질환이다. 그러나 이 질환을 가진 환자 중 무증상인 경

우도 상당수 존재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리 ASO 환자의 가장 흔한 특징적인 증상은 간헐절뚝거

림이다. 이는 환자가 걸을 때 허혈로 인해 종아리 부근에서

통증을 느껴 발생하는데, 휴식 시에 혈액 공급의 수요가 줄

어들면서 통증이 재빨리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ASO의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으며, 이중 흡연은 다리

의 ASO 질환에서 간헐절뚝거림 증상과 접한 관계가 있

음이 알려져 있다6). 또 다른 위험인자인 당뇨는 다리동맥

폐쇄를 촉진하여 ASO로 이행하는데 관계가 있으며, 고혈

압과의 연관성에 해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6-8).

다리 ASO의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검사는 방법으로 크

게 비 상학적 검사와 상학적 검사로 나눌 수 있다. 비

상학적 검사 중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발목-윗팔 동맥

압지수(ankle-brachial index, ABI) 검사는 병변 쪽 발목

동맥 수축기혈압과 윗팔 수축기 혈압(양쪽 팔 중 높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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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laboratory findings between more severe and less severe clinical features in lower limb ASO patients.

Variable More severe ASO (n=28) Less severe ASO (n=24) p value*

White blood cell count (103/mm3) 12,029.64±4,183.74 9,965.00±4,677.25 0.040
Platelet count (103/mm3) 0275.35±117.91 261.04±117.91 0.819
Segmented neutrophil (%) 076.29±13.75 70.29±13.75 0.135
ESR (mm/hour) 045.57±27.20 19.87±27.20 0.000
INR (%) 01.17±0.46 1.04±0.46 0.383
Lactate dehydrogenase (U/L) 0651.57±416.06 407.95±416.06 0.002
CK (U/L) 01841.25±3605.31 0097.29±3605.31 0.000
CK-MB 026.24±34.09 03.22±34.09 0.002
Myoglobin (ng/mL) 00966.17±1447.42 0110.37±1447.42 0.000
Troponin I (ng/mL) 00.16±0.59 0.12±0.59 0.282
CK/CK-MB (%) 02.96±2.08 3.84±2.08 0.212
Total cholesterol  (mg/dL) 166.03±56.88 167.37±56.880 0.545
Triglycerides (mg/dL) 110.53±57.54 111.45±57.540 0.720
High-density lipoprotein (mg/dL) 032.19±10.60 39.75±10.60 0.245
Low-density lipoprotein (mg/dL) 105.04±49.36 102.70±49.360 0.814
Glucose (mg/dL) 0151.50±135.90 138.86±135.90 0.564
CRP (mg/dL) 08.33±6.12 2.87±6.12 0.000
Hemoglobin A1c (%) 06.47±2.48 6.33±2.48 0.244
Bicarbonates (mmol/L) 21.87±5.72 19.35±5.720 0.117
D-dimer (μg/mL) 04.95±6.62 2.26±6.62 0.839
Lactate (mmol/L) 01.54±0.91 2.15±0.91 0.197

* Statistical significant by Mann-Whitney U test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CK: creatine kinase, CRP: C-reactive protein.

Table 5. Risk factors correlated with more severe lower limb ASO which determin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Variable Odds ratio
95% CI

Low High p value

ESR 1.066 1.010 1.125 0.021 
Lactate dehydrogenase 1.015 1.002 1.029 0.027 
Creatine kinase-MB 1.229 1.028 1.468 0.023 
CRP 1.533 1.074 2.188 0.019 

CI: confidence interval,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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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의 비율을 얻어 ASO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건

강한 사람에게서는 ABI 수치가 1.0 혹은 그 이상으로 측정

되나 다리의 허혈이 존재하면 그 수치가 0.9 미만으로 측

정되므로, ABI 수치는 다리 ASO의 중증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다른 방법인 운동부하 검사는 전형

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앞서 언급한 ABI 검사수치가

정상으로 측정되거나 모호한 경우에 시행하며, 숨겨져 있

는 다리의 허혈을 운동을 시킴으로써 드러나게 유발한 후

ABI를 측정하는 방법이다11).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

은 다리의 ASO를 확진 하기가 어렵고 응급센터에서 시행

자체가 용이하지 않아 응급센터에서 확진 검사로는 이용하

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상학적 검사로는 도플러 초음파 검

사와 혈관조 전산화단층촬 , 자기공명조 검사 등이 있

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폐쇄가 의심되는 부위의 동맥 혈

류상태를 검사하여 협착이나 폐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

고, 수술 후 추적 관찰 검사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그러나 초음파 검사 역시 주관적이며, 시행하는

의사가 많은 경험이 없을 경우 동맥폐쇄를 쉽게 진단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ASO가 확실한 환자에게는 수술,

경피적 혈관확장중재술 및 혈전용해술과 같은 치료에 도움

을 받기 위하여 혈관조 전산화단층촬 과 자기공명혈관

조 술 등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5,9,11,14-16). 응급센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혈관조 전산화단층촬 은 동맥폐쇄

여부와 위치, 범위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검사이

다5). 또한 동맥뿐만 아니라 깊은정맥혈전 등의 정맥의 질

환까지 감별진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응급센터에서 혈관조 전산화단층촬 을 다리의 ASO의

최종 진단 도구로 사용하 다.

이번 연구에서 다리 ASO로 확진된 환자를 Fontaine 분

류법을 이용하여 비중증 ASO군(Fontaine stage I, II)과

중증 ASO군(Fontaine stage III, IV)으로 나누어 두 군의

일반적인 특징, 임상양상, 혈액학적 소견 및 경과 등의 특징

에 하여 비교하 다. 상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73.1세로

고령의 환자들이 부분이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3배 더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증 ASO 군에서 현재 흡연 중인 환

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다리 ASO의 임상적 중증

도와도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리의

ASO 환자 중 고혈압 약물 치료중인 환자가 69.2%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나, 고혈압 이외의 과거 병력과 임상적 중

증도와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또한 총 콜레스테

롤과 고 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의 비율에 따라 이 질환의

위험도에 독립적으로 관여한다는 연구도 있었으나, 이번 조

사에서는 지질 사 이상 환자는 각각 20% 정도를 보 고,

각각 지질 검사 수치도 중증 ASO 군과 비중증 ASO 군과의

차이가 없어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가 있었다6-8,17). 초기 활

력징후는 체로 안정적으로 조사되었다. 비중증 ASO 군에

비해 중증 ASO 군의 맥박수가 조금 빨랐으나 정상범위 내

에 있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다리의

괴사가 발생한 몇몇 환자들의 활력징후는 불안정하 다.

다리 ASO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보

존적 치료인 위험인자 조절, 운동요법, 항혈소판제제 투여

등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인 혈전용해술, 경피적 혈관중재

술, 그리고 수술적 재건술이 알려져 있다18-27). 전체 다리

ASO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는 우회로 수술보

다는 스텐트삽입술이나 약물 치료임을 알 수 있었고, 중증

ASO 군에서는 스텐트삽입술이, 비중증 ASO 군에서는 약

물치료가 더 많이 시행됨을 알 수 있었다. 다리 동맥 폐쇄부

위는 퇴동맥 이하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두 군의

폐쇄부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리의 ASO의

임상적 중증도는 동맥의 폐쇄부위 보다는 개존율이나 폐쇄

범위가 더 중요한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혈액 검사에서 중증 ASO 군의 평균 백혈구 수치, 평균

적혈구침강속도, 평균 C-반응단백, 젖산 탈수소효소, 크레

아틴키나아제, 크레아틴키나아제-MB, 미오 로빈 수치가

유의 하게 높게 확인 되었다. 이 중 적혈구침강속도, 젖산

탈수소효소, 크레아틴키나아제-MB, C-반응단백 항목은

중증도에 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C-반응단백이 위험인자로 보고된 기존 연구와 유

사한 것으로, 동맥폐쇄에 의한 병변 부위 조직의 경색과 괴

사에 의한 염증반응에 의해 근육효소 수치도 상승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17).

이번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일개

학병원에서 시행한 후향적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로 다

리의 ASO가 흔하지 않은 질환이었고, 응급실 내원 시점에

서 다른 질병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게 되어 선별된 연구

상 환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셋째로 많은 결측치의

발생으로 인해 발목-상완 동맥압지수를 본 연구 포함하지

못하 다. 마지막으로, 다리동맥의 폐쇄부위만 조사하 고

폐쇄된 정확한 범위를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 다.  향후 다

기관 연구 등 향후 더 많은 조사를 통하여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응급센터로 내원한

다리의 ASO환자에 하여 단순한 증례보고가 아닌 검사

결과와 임상적 중증도와의 관련성과 중증도에 향을 미치

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한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다리의 ASO 환자의 초기 맥박수, 현재 흡연율, 염증반응 수

치, 그리고 근육효소 수치는 임상적 중증도와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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