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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Complications Following 
Splenectomy

이  동  식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비장절제술은 외상과 혈액학적 질환 등 다양한 원인과 이에 기인한 질환의 치료로 모든 연령대에서 시행

되어 지고 있다. 수술 중 합병증은 다른 수술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 없으나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비장을 

절제함으로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OPSI는 적절한 예방과 환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나 적절한 대

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비장절제술 후 생길 수 합병증에 간략히 알아보고 OPSI에 비중을 두어 발표하고

자 한다.

술 중 합병증     

1. 출혈

술 중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hilar 박리시나 견인 등의 조작으로 비장의 피막손상으로 발생한다. 개복에 

비해 복강경비장절제술시 더 많다.

2. 췌장손상

0∼6%에서 발생하며 주로 hyperamylasemia형태로 나타나며 췌장손상이 의심스러운 경우 closed suction 

drain을 거취 시키며 식이는 drain amylase의 정상여부를 보고 시작한다.

3. 장(대장, 위), 횡경막손상

위손상은 주로 직접적 손상이나 short gastric vessels을 잡을 때 thermal injury에 기인한다. 횡격막손상은 

비장의 superior pole을 박리할 때 생기며 복강경비장절제 시 기복강으로 인하여 발견하기 더 어렵다.

술 후 초기 합병증     

1. 호흡기합병증

개복환자에 약 10%정도에서 발생하며 무기폐, 폐렴, 삼출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복강경시술시 더 적은 

발생율을 보인다.

2. 횡격막하 농양

개복시술 시 2∼3%, 복강경시술시 0.7%로 복강경시술에서 빈도가 낮다. 치료는경피적배농과 항생제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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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처합병증

Hematoma, seroma, wound infection 등이며 이는 혈액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빈도가 증가되면 개복시술

에서 4∼5%, 복강경시술시 1.5%의 빈도를 보인다.

4. 혈소판증가증

일시적인 현상이며 2년 내 정상범위로 돌아온다. 하지만 혈소판의 수가 1,500,000 이상인 경우는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5. 혈관 내 혈전증

혈전의 원인은 혈소판증가증, 혈소판 기능의 변화, 결찰된 비장정맥의 저혈류등으로 생기며 약 8∼10%의 

빈도를 보인다. 비장증대증과 골수섬유증이 문맥혈전증의 주 위험인자이다.

술 후 후기 합병증     

1. Overwhelming postspelenectomy infection (OPSI)

비장절제술 후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유아에서 2년 내에 잘 생기나 무비장이나 비장기능저하환자등에서 

모든 연령에서 발생가능하고 술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생기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발생 빈도는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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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5.7%, 청소년인 경우 4.4%, 성인의 경우 발생빈도는 일반적 폐렴과 비슷하나 사망률은 비장을 가진 사

람에 비해 58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인균은 Streptococcus pneumonia (Pneumococcus),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Neisseria menin-

gitides (meningococcus)와 같은 encapsulated bacteria이며 이중 Pneumococcal infection이 가장 흔하다. 발

병 시 사망률은 50∼70%정도이며 사망의 80%정도가 48시간 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OPSI는 적절한 예방접종과 교육으로 피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무

비장이나 비장기능저하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에서 2010년 성인예방접종최신권고안에서 폐렴사슬알균과 인플루엔자에서 기능

적,해부학적 무비증에서 접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또한 사

실이며 예방접종만이 아닌 환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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