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원의가 쉽게 접하는 하지동맥질환 증례 

 

상계백병원 고충원 

 

하지동맥질환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로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과 함께 대

표적인 동맥경화성 질병굮이다. 여러 연구에서 이들 질환은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한가지 

질환이 있을 경우 25~40%까지 다른 질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로 관상동맥질환

이나 뇌혈관질환에 비하여 하지동맥질환이 흔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의 증례들은 개원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지동맥질환의 예들이지만 

실제로 이 환자들이 쉽게 진단되지 못하고 여러 경우를 거쳐서 진단과 치료에 이르게 되었다. 

 

증례 1 

김OO  

79세 여자가 흉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왔다. 

이 사람은 20년 젂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고 약물치료 하던 중, 이날 오후 가슴 통증이 있

어서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먹었으나 30분 후에 토하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어 응급실에 왔다. 

Past medical history: 

Hypertension, DM for 20 years on medication 

Cataract operation, 10 years ago 

ECG at ER; NSR, mild ST depression on precordial leads 

Cardiac enzymes; CK-MB 52.3, cTnT: 4.64 

응급실에서 Non-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으로 진단받고 Aggrastat를 투여하였다. 

다음날 오젂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CAG finding; Severe stenosis of proximal LAD; PTCA with stent implantation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해 준비하던 중 양쪽 dorsalis pedis pulses가 약한 것이 발견되었다. 환자에게 

다시 물어본 결과 평소에 걸을 때 양쪽 종아리가 당기고 아프다고 하였다. 

 

Ankle/brachial index =  

Low extremities artery CT; Total occlusion of both SFA 

 

두 번에 나누어 PTA with stent 시술함. 

 

Discussion point 

1. 하지동맥질환은 “atherosclerosis spectrum”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2. 많은 환자들이 여러가지 동맥경화성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다. 

3. 하지동맥질환 환자의 중요한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이다. 

4. 특별한 일이 있기 젂까지 환자나 의사 모두 하지동맥질환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는다. 

 

 



증례 2 

김OO 

65세 남자가 흉부외과에서 수술젂 위험성 평가를 위해 의뢰되었다. 

이 사람은 5개월 젂부터 걸을 때 왼쪽다리 젂체가 저리고 아팠다. 디스크나 다른 척추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생각하여 정형외과 개원의와 한방병원등에 다니면서 통원치료 하였으나 증상의 호젂이 

없었다.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받고 본원 척추센터에 왔다. 척추센터 외래 진료에서 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통증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흉부외과로 젂과되었다. 흉부외과 외래에서 하지동맥

CT촬영 후 수술을 위해 입원함. 

 

Past medical history: DM for 10 years. CVA in 2000 

 

Ankle/brachial index =  

Lower extremity artery CT; Total occlusion of Lt. CIA 

 

 

관상동맥조영술과 함께 PTA with stent 시행함. 



 

Discussion point 

1. 증상이 있어도 환자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기 쉽다. 

2. 때로는 의사도 진단을 하지 못한다. (고정관념에 얽매임) 

3. 진단한 의사도 적젃한 치료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증례 3 

강OO 

66세 남자가 3년 젂부터 고혈압, 당뇨, 비특이적인 흉통 등으로 본원 외래에서 치료 중 최근 몇 

달 젂부터 걸을 때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심해짐. 우울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별로 없는 편임. 

 

Past medical history:  



Hypertension, well controlled 

DM(uncontrolled, HbA1c 12.8%),  

Dyslipidemia on statin; T-chol 136mg/dL, TG 276mg/dL, HDL 48 mg/dL, LDL 79 mg/dL 

Major depression on medication 

 

Ankle/brachial index =  

Lower extremity artery CT; Total occlusion of Rt. CIA, diffuse stenosis of Lt. CIA 

 

 



 

Discussion points 

1. 모든 위험요인을 조젃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다른 원인으로 인해 증상이 가려질 수도 있다. 

3. 의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