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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시술은 빈번하므로 지혈

이 필요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치과의사는 생리적인 

지혈 과정과 이러한 과정의 이상이 초래한 병적인 상황을 숙

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지혈 과정을 조절하여 혈전

증이나 혈액응고이상 질환에 투여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

고 있다. 치과의사는 이러한 약들을 투약 받고 있는 환자들

에 대해 수술 전 약물투여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적절히 변

경시키는 것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혈의 복잡

한 과정과 지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약물에 대

해 명확히 이해하면 지혈장애를 가진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혈	생리

다양한 응고제나 항응고제가 인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치과의사는 지혈 생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치과시술, 특히 발치나 구강외과적 처치를 

하는 동안 세동맥, 세정맥, 모세혈관이 흔히 절단된다. 이

런 경우 지혈이 지연되면 과다한 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

다. 혈병(blood clot)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혈관 수축, 혈소

판 부착 및 활성화와 응집, 혈액응고 연쇄반응에 의한 섬유

소(fibrin)의 형성, 손상부위에 제한된 혈병 형성, 혈병 분해

에 따른 치유와 재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혈관수축

실험동물에서 평활근(smooth muscle)이 있는 소동맥과 

세동맥이 가로로 절단되면, 갑작스런 출혈 후 혈류가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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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상 감소한다. 이는 외상에 의해 혈관평활근이 수축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초기 지혈과정은 혈액응고나 혈소

판 응집과는 독립적이며 헤파린을 처리한 동물에서도 짧은 

기간(처음 5~20분) 안에 일어난다. 혈관 내벽은 내피세포

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피세포는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인자

인 산화질소와 prostacyclin을 계속 분비하고 있다. 이들 

산화질소와 prostacyclin이 내피세포 아래의 혈관평활근으

로 확산되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킨다. 혈관이 손상을 

입으면 이러한 작용이 중단되며 평활근은 반사적으로 빠르

게 수축하여 내강을 좁힌다. 이러한 수축효과는 수분 후에 

약해지며 평활근은 다시 이완된다. 건강한 개체에서 이 정

도 짧은 시간의 혈관수축은 손상부위로 혈소판과 응고인자

가 모이는 데 충분하다.

혈소판	부착,	활성화	및	응집

부착

혈관수축 후 다음 현상은 혈관 내피 손상면에 혈소판

이 부착되는 것이다(그림 30-1A).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혈관에서 혈소판은 내피세포에 잘 부착하지 않는데 그 이

유는 내피세포에서 생성된 prostacyclin이 혈소판에서 

cAMP 합성을 유도하여 혈소판 부착을 억제하기 때문이

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내피세포이완인자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 EDRF)(예: 산

화질소)가 혈소판 부착을 억제한다. 혈관벽은 괜찮더라도 

혈관내피가 손상되면 내피세포-아래 세포외기질단백질 

collagen, fibronectin, von Willebrand factor(vWF), 

thrombospondin, laminin 등이 노출된다. 혈소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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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세포외기질단백질에 결합하는 표면수용체를 많이 가

지고 있어 상처 부위에 빠르게 부착하고 혈전 형성이 개시

된다. 혈소판 부착에는 두 가지 수용체가 주로 관여하는데, 

아교질에 직접 약하게 결합하는 당단백(glycoprotein; GP) 

Ia/Ⅱa 이종이합체(heterodimer)와 결합조직의 vWF를 매

개로 아교질 표면과 간접적으로 결합하는 GP Ib/Ⅸ/V 이

종삼합체(heterotrimer)이다. vWF에 높은 강도로 결합하

는 GP Ib와 vWF의 결합은 혈소판을 기질에 잡아매는 역

할을 하고, GP Ⅱb/Ⅲa 결합은 부착을 견고하게 한다. 근육

층이 없는 혈관의 손상 시 혈소판에 의한 즉각적 지혈작용

은 매우 중요하다.

활성화

혈소판 활성화는 적절한 혈병 형성에 결정적인 단계이며 트

롬빈과 적혈구나 혈소판으로부터 분비된 ADP, thromboxane 

A2, 5-hydroxytryptamine(5-HT, serotonin), 에피네프

린, vasopressin, 섬유소원, 면역 복합체, 섬유소 용해효소

(plasmin), 혈소판 활성인자(platelet activating factor) 

같은 다양한 생체인자들에 의해 혈소판 활성화가 조절된

다(그림 30-1B). 혈소판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작용제는 

vWF가 GP Ib/Ⅸ/V 이종삼합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이

다. 이 결합은 혈소판 내 단백 연쇄반응을 유발시켜 혈소판 

내 Ca2+이 증가한다.

안정상태의 혈소판 형태는 평탄하고 매끈한 원반 모양이

나, 세포 내 Ca2+이 증가하면 actin filament가 분절되면서 

둥근 구형으로 전환되고 짧은 actin filament가 신속히 재

조합되면서 sprout filopods 모양으로 변화한다. Filopods 

형태 변화는 혈병수축(clot retraction)에 중요하다. 또한 증

가된 세포 내 Ca2+ 농도는 α과립, 밀도가 높은 δ과립, 세포

질 소포를 세포막 표면으로 이동시켜 내용물을 방출시킨다. 

 그림 30-1  A, 혈소판 부착 및 응집. 상처 부위에 노출된 아교질(collagen)이 GP Ia/Ⅱa 수용체와 결합하며 초기 혈소

판 부착이 시작된다. vWF와 GP Ib/Ⅸ/V 복합체를 통해 좀 더 강한 부착을 형성한다. 이것이 혈소판 활성을 자극하여 GP 

Ib/Ⅸ/V 복합체에 결합되어 있는 GP Ⅱb/Ⅲa 수용체에 의한 초기 응집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결합은 나중에 섬유소원

(fibrinogen)과 상호작용하는 GP Ⅱb/Ⅲa 수용체에 의해 대치되어 매우 강하고 성숙한 형태의 섬유소(fibrin) 섬유 다발을 

형성하고 다른 다발과 교차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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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1  (계속) B, 혈소판 활성. (좌측하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혈소판 세포막의 GPs Ia/Ⅱa와 GP Ib/XI/V와 vWF 복

합체에 의해 강하게 붙어 혈소판을 활성화시키고 칼슘저장고로부터 칼슘을 이끌어낸다. 세포 내 칼슘의 증가는 actin을 

자르고 다시 긴사슬로 새로 짜 맞추어 filopod를 형성한다. 칼슘의 증가는 GP Ⅱb/Ⅲa의 변형을 일으켜 활성화된 형태

로 바꾼다. δ(dense) 과립은 표면 쪽으로 가서 ADP와 같은 많은 활성 물질을 분비한다. ADP는 활성과정을 가속화시키

는 P2Y1과 P2Y12 수용체를 자극한다. Thienopyridine 계열 약들은 P2Y12 수용체를 막는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칼슘

의 증가는 또한 α 탈과립을 일으켜 이후의 응집에 중요한 많은 물질들을 분비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혈소판 막의 인지

질은 arachidonic acid(AA)를 내어놓고 이것은 cyclooxygenase(COX)에 의해 prostaglandinsG2(PGG2)와 H2(PGH2)로 

변환된다. Thromboxane synthase(TS)는 이 물질들을 G 단백질과 연관된 수용체에 작용하여 혈소판 저장 칼슘의 방

출을 가속화하여 혈소판 응집을 매개하는 TXA2로 변환한다. Aspirin에 의한 COX의 비가역적 acetylation은 TXA2의 합

성을 억제하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한다. HMWK: high-molecular-weight kininogen, PDG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Pi: pyrophosphate.

δ과립에는 Ca2+과 무기 피로인산염(pyrophosphate)뿐만 

아니라 ADP, ATP, 혈관 수축제 5-HT 내용물이 있고, α과

립에는 응집과 부착, 세포의 유사분열촉진, 단백분해효소의 

억제와 다른 기능에 관여하는 많은 단백이 포함되어 있다. 

세포질 소포에는 섬유소원, 응고인자, vWF, fibronectin, 

고분자량 kininogen, plasminogen, plasminogen 활

성억제제-1(PAI-1),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GP Ⅱb/Ⅲa, 

thrombospondin 같은 것들이 모두 들어 있다.

δ과립의 ADP가 세포 외로 분비되면 혈소판 자신과 근처

의 혈소판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ADP는 P2Y1, 

P2Y12와 같은 퓨린성 수용체에 붙는데, 이러한 수용체의 활

성화는 혈소판이 최대로 응집하기 위해 필요하다. P2Y1이 

자극되면 Ca2+을 동원하여 혈소판의 모양을 바꾸고 일시적

으로 응집시킨다. P2Y12가 활성화되면 adenylate cyclase

를 억제하고, α과립과 δ과립의 분비를 상승시켜 혈소판을 

지속적으로 응집시킨다. 또한 ADP는 혈소판 내 Ca2+ 유입

과 관련된 통로인 P2X1 막수용체에 결합한다.

응집 

활성화된 혈소판이 상호작용하면서 응집이 시작된다(그

림 30-1A). 응집은 Ca2+-매개 GP Ⅱb/Ⅲa의 입체구조 활

성화에 의해 시작된다. GP Ⅱb/Ⅲa는 α과립에 저장되어 있

다가 탈과립에 의해 혈소판 표면이나 근처 혈장으로 분비된

다. 순환혈액 내 활성화되지 않은 혈소판은 GP Ⅱb/Ⅲa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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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의 섬유소원 같은 리간드에 대한 친화력이 낮으므로 혈

관 내 혈전 생성이 최소화된다. 그러나 한 번 활성화가 일

어나 입체형태가 변화되면 리간드에 대한 친화력이 커진다. 

섬유소원, fibronectin, vitronectin, vWF와 같은 단백은 

GP Ⅱb/Ⅲa 수용체와의 결합에 필요한 특이적 아미노산잔

기 서열이 있다.

α과립과 δ과립의 내용물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면 근처 혈

소판이 활성화되며 혈소판의 GP Ⅱb/Ⅲa 수용체가 활성화 

형태로 변형된다. 섬유소원 리간드는 이러한 인접한 혈소판 

표면의 GP Ⅱb/Ⅲa에 결합하여 다리를 형성한다. 혈소판의 

활성화와 응집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TXA2와 트롬빈의 

생성은 혈병 형성을 가속화시킨다. 

혈소판 활성화의 가장 큰 효과는 혈액응고 촉진으로 

phosphatidylserine이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Factor Va와 

Ⅷa가 결합하고 각각 Factor Xa와 Ⅸa를 끌어들인다. 이

런 복합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

환이 가속화된다. 혈소판 세포막에 활성화된 응고인자가 결

합함으로써 응고인자들이 혈장 억제제로부터 보호받게 되

고, 손상부위에서는 응고 연쇄반응을 지속할 수 있다. α

과립 안에 factor V와 Ⅸ이 들어 있으며 그 중 factor V는 

multimerin 운반단백질과 복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트롬빈이 생성되면 이것이 G 단백질연계 수용체인 PAR 

(protease-activated receptor)을 통하여 다른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며 GP Ib/Ⅸ/V 활성을 감소시키고 GP Ⅱb/Ⅲa 

활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트롬빈에 의해 혈소판 부착에서 

혈소판 응집으로 전환된다.

혈소판의 중요한 작용이 두 가지 더 있는데 첫째, 혈소판

의 α과립이 P-selectin이라고 하는 막단백을 가지고 있어

서 호중구와 단핵구를 국소부위로 끌어 모은다. 이것은 조

직 손상부위에 국소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것

으로 보인다. 둘째, 혈소판은 작은 혈관들의 절단된 끝부분

을 가깝게 붙여 줌으로써 상처 치유를 도모하는 혈병 수축

에 필요하다. 

혈액응고	연쇄반응

혈소판 응집, 섬유소 형성, 혈병수축 등 지혈의 각 과정

이 구분될 수는 있지만 전 과정은 상호상승적으로 일어난

다. 혈액응고에 관련된 많은 인자들은 효소반응의 보조인자

이며 대부분의 반응은 세포와 혈소판 세포막 위에서 일어

난다(그림 30-2). 표 30-1은 여러 응고인자들과 결핍요인, 

특징을 보여준다. 혈관내피세포 손상 후 개시되는 혈액응고

는 연쇄적인 효소 활성화 반응을 통해 트롬빈을 생성(활성

화)하고 활성화된 트롬빈은 섬유소원(fibrinogen)을 섬유소

(fibrin)로 전환하는 과정을 매개한다. 먼저 중요한 응고인

자들과 보조인자들, 그리고 그들의 작용기전에 관한 간략한 

검토 후 혈액응고 조절에 대해 알아본다.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 

간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로는 

Factors Ⅱ(프로트롬빈), Ⅶ, Ⅸ, X와 protein C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세린 단백분해효소로서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들은 아미노말단(N-terminal)

에 9~12개의 γ-carboxyglutamic acid(Gla) 잔기가 있는 

Gla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Gla 도메인은 응고인자들이 세

포막 인지질층에 자리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Gla 잔기는 γ-carboxylation되어

야 하며 이 반응에 산소, 이산화탄소, 비타민 K가 필요하다

(그림 30-3). 비타민 K는 γ-carboxylation 반응에 환원제

로서 기능하며, 비타민 K epoxide reductase는 비타민 K

의 지속적인 기능을 위해 환원 형태로 전환시켜준다. 이 환

원효소는 warfarin과 같은 항응고제의 표적분자이기도 하

다. 더불어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들은 세린 단백분해

효소 도메인을 가지며 기질의 Arg 잔기에 작용한다. 활성화

된 factor Ⅶ, Ⅸ, X은 각각의 보조인자를 가지는데 Ⅶa(a는 

활성화되었다는 뜻)는 조직인자(tissue factor), Ⅸa는 Ⅷa, 

Xa는 Va와 각각 결합한다. 이러한 보조인자는 모두 기질과 

효소 양쪽에 결합하며 기질이 존재할 때 효소활성이 커지도

록 입체구조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가깝게 한다. 

효소의 보조인자들 

조직인자는 일반적으로 혈관 밖에 있는 세포(extrava-

scular cell type)들의 표면에서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있

다. 조직인자는 다른 혈액응고인자들과는 달리 IL-10 수용

체나 Interferons 수용체와 유사성을 갖는 막관통 단백질

이다. 일부 박테리아 산물과 염증성 cytokines와 같은 자극

치과약리학.indb   400 2019. 8. 29.   오후 1:01



401제 30 장 응고촉진제, 항응고제 및 혈전용해제

에 반응하여 혈관 내의 단핵구나 내피세포의 표면에서도 발

현이 유도되며, 혈소판의 α과립에서 분비되는 P-selectin

도 활성화된 혈소판에 결합하여 단핵구에서의 조직인자 발

현을 유도한다. 

혈관이 손상되면 조직인자가 노출되고, 순환 중인 factor 

Ⅶ이 빠르게 조직인자에 결합하여 Ⅶa로 활성화된다. 조직

인자/Ⅶa 복합체는 factor X을 Xa로, factor Ⅸ를 Ⅸa로 

자르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Factor Xa와 factor 

Ⅸa는 별개의 다른 기능을 한다. 새롭게 형성된 factor Xa

는 순환하고 있던 factor V에 빠르게 결합하여 Va로 활성

화시킨다. 이어 Factor Xa/Va 복합체는 순환하고 있던 프

로트롬빈에 작용하여 매우 소량의 트롬빈을 생성시킨다. 이 

소량의 트롬빈은 섬유소원을 현저하게 분할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지만 더 많은 양의 트롬빈 생성기반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네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1) 근처 혈소판

이 트롬빈 수용체를 통해 활성화되어 과립을 방출한다. (2) 

혈소판의 α과립으로부터 방출된 추가적인 factor V를 활성

화한다. (3) factor Ⅷ을 활성화시키고 vWF로부터 분리시

킨다. (4) factor XI을 활성화한다. Factor Xa는 국소적으

로 작용하며 조직인자/Ⅶa 복합체 부위에서 이탈된 factor 

Xa는 조직인자경로억제제(TFPI)나 항트롬빈Ⅲ(ATⅢ)에 의

해 빠르게 파괴된다. 

Factor Xa/Va 복합체와는 달리 조직인자/Ⅶa에 의한 

factor Ⅸa의 활성화는 TFPI에 의해 억제되지 않으며 항

트롬빈Ⅲ에 의해서 훨씬 완만하게 억제되기 때문에 세포 표

면 근처에 국한되지 않고 혈장을 통해 근접 활성화된 혈소

판에까지 확산된다. 활성화된 혈소판은 표면에 factor Va

와 Ⅷa를 빠르게 발현시키므로 factor Ⅸa가 이 Ⅷa 보조

인자에 결합하여 Ⅸa/Ⅷa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복합체는 

효율적으로 factor X를 Xa로 활성화시킨다. Xa는 인접 Va

와 결합하고 많은 양의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전환시킨

다. 대량의 트롬빈 형성은 지속적인 활성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섬유소원의 분절과 응고 형성을 시작하게 한다.

 그림 30-2  혈액응고 연쇄반응. 노출된 내피세포 아래 결합조직 내에 위치한 세포들의 세포막에 위치한 TF(factor Ⅲ)

가 순환 중이던 factor Ⅶa(칼슘에 의해 활성화된 것)와 결합하여 factor X와 factor Ⅸ에 대한 활성화 복합체를 형성한

다. Factor Va에 의해 막에 부분적으로 붙어 있는 factor Xa는 프로트롬빈(factor Ⅱ)을 트롬빈(factor Ⅱa)으로 변환한

다. 동시에 변환된 factor Ⅸa는 factor Ⅷa에 의해 혈소판 세포막에 결합된다. 이 복합체는 factor Xa의 변환을 가속화하

며 추가적인 factor Va의 결합을 증가시키고 결국 많은 양의 트롬빈 형성을 주도한다. 트롬빈의 단백분해 작용에 의해 섬

유소원으로부터 형성된 섬유소는 교차결합되고 factor XⅢa에 의해 안정화된다. 세린 단백분해효소인 트롬빈은 XI의 XIa

로의 분할을 촉매하여 혈소판으로 하여금 막투과성 PAR에 의한 활성을 자극하여 전체적인 연쇄반응을 가속화하며 XⅢ

의 XⅢa로의 변환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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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1.	응고인자들

국제 번호 또는 용어* 혈장인자 및 대치용어† 결핍 요인 또는 특징

Ⅰ Fibrinogen 간질환

Ⅱ Prothrombin 간질환 또는 비타민 K 결핍증

Ⅲ TF, thromboplastin TF 결핍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음

Ⅳ Ca2+ 강직이 반드시 일어남

Ⅴ Proaccelerin 측혈우병, 희박

Ⅶ Proconvertin 간질환 또는 비타민 K 결핍증

Ⅷ Antihemophilic globulin, AHF A A형 혈우병, 혈우증 80%

Ⅸ Christmas factor, AHF B B형 혈우병(Christmas병), 비타민 K 결핍과 함께 기

능저하를 보임

Ⅹ Sruart-Prower factor 간질환 또는 비타민 K 결핍증

ⅩⅠ Plasma thromboplastin antecedent, AFH C Factor XI 혈우병(C형 혈우병)

ⅩⅡ Hageman factor 보통 임상적 징후는 없으나 혈전증이 의심됨, 희박

ⅩⅢ Fibrin-stabilizing factor, Laki-Lorand factor, 

fibrinase

출혈지연, 상처치유 결손, 희박

PF3 Platelet factor 3 혈소판감소증

- Protein C 간질환 또는 비타민 K 결핍증

- Protein S 간질환 또는 비타민 K 결핍증

- Protein M 간질환 또는 비타민 K 결핍증

vWF von Willebrand factor I, IIa, IIb, IIc 및 III형의 vWD

Pre-K Prekallikrein, Fletcher factor

HMWK High-molecular-weight kininogen

*	로마숫자는	1958년	국제혈전학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Blood	Clotting	Factors)에	의해	제정되었다.	Factor	VI는	본래	prothrombin	변환	성분
(prothrombinase)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제거되었다.

†	현재는	많은	곳에서	인자	번호를	사용한다.
AHF:	antihemophilic	factor,	TF:	tissue	factor

섬유소원(Fibrinogen)과 Factor XⅢ

혈액응고의 마지막 단계에는 트롬빈에 의해 섬유소원이 

섬유소로 전환된다. 섬유소원은 이황화물(disulfide) 결합

에 의해 엮인 3개의 폴리펩티드 사슬 다발 2개가 거울상 

이합체(mirror-image dimer)로 형성하고 있다. 트롬빈

의 단백분해(proteolytic cleavage) 작용에 의해 단량체

들은 엇갈린 사다리 모양의 원시섬유(protofibril)를 형성

하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연합하면서 섬유소 그물은 더욱 

두꺼워지고 가지를 형성한다. 초기 혈액 응고는 수소 결합

에 의해 일차적으로 형성되어 안정적이지 않지만 시간이 경

과됨에 따라 섬유소 가닥이, 피브린을 안정화하는 factor 

XⅢ(transglutaminase 일종)의 작용에 의해,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응고괴(coagulum) 안에 갇혀 있던 백혈구와 혈

소판은 혈병수축(clot retraction)을 촉진시킨다. 이후 염증

과 상처치유의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은 섬유소 분해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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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의	조절

응고가 적절히 일어나는 과정만큼 부적절한 응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혈액응고의 목적이 혈관 

손상부위를 밀봉하는 것이므로 응고가 손상부위에 국한되

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항응고기전이 정확히 작동해야 한다. 

몇 가지 항응고 기전이 그림 30-4에 요약되어 있다. 

혈액응고 연쇄반응의 엄격한 조절은 생리적인 항응고제로 

작용하는 몇 가지 단백질(thrombomodulin/Protein C/

Protein S, Anti-thrombin Ⅲ, tissue factor pathway 

inhibitor)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모두는 활성화되기 

위해 상처 근처에서 유출되는 트롬빈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항응고제들은 혈액응고인자들이 

혈관손상부위를 벗어나 있을 때 이들과 결합하여 격리시키

거나 분해시킨다. 동시에 혈관 손상부위는 생리적인 항응고

제의 작용으로 벗어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트롬빈이 주요 혈액응고인자이기 때문에, 트롬빈의 불활

성화는 생리적인 항응고제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수행된다. 

손상 받지 않은 온전한 혈관 내피세포는 지속적으로 세포

막에 thrombomodulin을 발현한다. Thrombomodulin

은 막관통단백질인데 효소 활성이 없는 보조인자로서 혈소

판 표면에서 유출된 트롬빈과 결합하여 트롬빈의 입체구조

 그림 30-3  간접작용 항응고제(warfarin)에 의한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 합성의 억제. 프로트롬빈(factor Ⅱ), factor 

Ⅶ, factor Ⅸ, factor X, protein C 및 protein S가 최종적인 번역후 수식과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중에 비타

민 K는 산화되어 γ-carboxylase에 의해 각 단백질 아미노 말단의 글루탐산 잔기가 카르복실화되는 과정의 보조인자로 

작용한다. 이 결과로 형성된 γ-carboxyglutamic acid group은 칼슘 이온을 킬레이트하고 정상적인 지혈 유지를 위해 인

자들이 안착되는 인지질 막 안으로 소수성 도메인을 드러내는 구조적 변형을 일으킨다. 간접작용 항응고제는 nicotamide 

adenine dinucleotide(NADH)를 통하여 비타민 K epoxide를 환원하는 비타민 K epoxide reductase를 경쟁적으로 억

제하여 비타민 K의 재순환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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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rmation)를 변화시킨다. 트롬빈 입체구조의 변화는 

트롬빈의 섬유소 형성, 혈소판 활성화, factor V와 Ⅷ 활성

화 작용을 저해한다. 오히려 입체구조가 변화된 트롬빈은 

Protein C와 친화력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Protein C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Protein C는 Protein S와 결합하

여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복합체는 factor Va와 Ⅷa를 파

괴시켜 응고를 지연시키고 손상부위 이외에 아무데서나 응

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다른 생리적인 항응고제인 항

트롬빈Ⅲ(anti-thrombin Ⅲ)는 혈장에 존재하는 세린 단백

분해효소 억제제로 이것은 트롬빈과 factor Ⅸa, Xa, ⅩⅡa

와 같은 다른 세린 단백분해효소의 활성 부위에 1:1로 공유

결합하여 응고를 억제한다. 이러한 반응은 보통 느리게 일어

나나 내피세포 표면에서 합성되는 proteoglycan인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있을 때는 가속화된다. 마지막

으로 간과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되어 혈장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조직인자경로 억제제(TFPI)가 있는데 이는 대부

분 순환하는 지단백(lipoprotein)이나 내피세포막의 헤파란

에 결합되어 있다. TFPI는 유리되어 떠도는 factor Xa의 주

요 저해제로서, 먼저 Xa에 결합한 후 조직인자/Ⅶa 복합체

에 결합하여 factor Xa와 조직인자/Ⅶa 복합체 모두를 불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응고촉진제

관혈적인 시술을 할 때 심한 출혈을 되도록 피하도록 최

대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혈우병 환자, 조혈계 이상이 있는 

환자, 지혈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응고인자를 투여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반면 일반 환자는 국소적인 지혈 처치만으로도 정상

적인 지혈과 응고가 가능하다. 표 30-2에 출혈을 제어하는 

방법들을 나열하였다.

 그림 30-4  응고억제계: 응고인자들을 불활성화시킴으로써 섬유소 형성을 혈관 손상이 일어난 곳으로 제한하도록 하

는 단백질. 항트롬빈Ⅲ는 heparin/heparan의 존재하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factor Ⅱa(thrombin), Ⅸa, Xa 및 ⅩⅡa와 

결합하고 이들을 분리시킨 후 나중에 간에서 제거된다. 미량의 트롬빈이 내피세포 막에 있는 thrombomodulin에 결합할 

때 트롬빈-thrombomodulin 이합체는 구조적 변형을 일으켜 protein C를 활성화하고 protein C는 protein S에 의해 막

에 결합하여 factor Va와 Ⅷa에 특이적인 단백분해효소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 두 factor들의 손실은 응고 연쇄반응을 파

괴하여 혈관응고를 억제시킬 수 있다. 마지막 억제제인 TFPI는 먼저 factor Xa에 의해 활성화된 후 TF/Ⅶa 복합체에 결

합하여 추가적인 factor X의 변환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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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2.	출혈	조절	방식

결과 생리적 방식 물리적 방식 화학제제

지혈 혈관수축, 혈소판전, 핏덩이뒷당김 압력, 전기소작, 냉각, 봉합 Epinephrine, 수렴제*

혈병 Procoagulants: 트롬빈, 혈소판, 다른 

혈전요소

물리적 기질: 젤라틴, cellulose, 아교질 국소 트롬빈, 섬유소 밀폐제, 항섬유소

용혈제

*	단백질	분해성	화학약품은	알루미늄,	아연,	철	및	은의	염과	알코올,	tannic	acid	및	cellulosec	acid를	포함한다.

국소적 지혈 처치 

손상된 세동맥, 세정맥, 모세혈관에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스며나오는(oozing) 출혈은 복잡한 지혈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혈관들은 결찰할 수 없으므로 압박 붕대, 발치와 내 

생체재료 끼워 넣기, 혈관수축제, 응고제 등의 방법을 사용

해서 국소적으로 출혈을 제어한다. 한때 광범위하게 사용하

였던 수렴제는 더 이상 적합한 지혈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

으며, 다만 일부 수렴제가 치은퇴축(gingival retraction)

에 사용된다. 

치아치조골 수술로 인한 출혈은 대부분은 멸균거즈로 직

접 압박하여 조절할 수 있으나, 직접 압박이 부적절한 경

우 임상의는 원천적인 출혈 지점(연조직 또는 뼈조직)을 찾

아내야 한다. 원천 출혈 지점이 연조직인 경우, 지혈겸자

(hemostat), 결찰, 전기지짐기(electrocautery) 또는 미

세섬유 아교질(microfibrillar collagen) 또는 아교질판

(collagen sheets: 넓은 면적 출혈 시) 등의 방법을 사용

한다. 일반적인 지혈 처치로 되지 않을 때는 소의 피부 아

교질을 정제하여 만든 미세섬유 아교질을 국소적으로 사용

한다. 아교질은 혈소판의 응집을 가속화하여 지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소판 질환이나 혈우병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발치와 처리

발치와(extraction socket) 같은 뼈조직에서의 출혈은 다

양한 수단으로 제어할 수 있다. 멸균 거즈로 압박하는 초기 

지혈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젤라틴 스펀지, 변성 셀루로오

스 스펀지, 아교질 마개(collagen plug)를 발치와에 끼워 넣

는다. 젤라틴 스펀지는 혈소판을 파열시키고 젤라틴 스펀지 

무게의 40~50배에 해당하는 혈액을 흡수함으로써 혈액응

고를 도우며 4~6주 안에 생체 내 분해·흡수된다. 젤라틴

은 아교질이 변성된 단백질로 마른 상태에서 적용해야 한다. 

한 번 젖으면 다루기 어려워 많은 의사들은 변성 셀룰로오

스 제제나 아교질 스펀지를 선호한다. 변성 셀룰로오스 스

펀지나 거즈는 물리적인 또한 화학적인 지혈 작용을 하는데 

이들은 혈색소(hemoglobin)를 변성시키는 cellulosic acid

를 유리하여 응고 촉진작용을 한다. 그러나 cellulosic acid

는 tannic acid와 유사하게 트롬빈을 불활성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변성 셀룰로오스 스펀지에 트롬빈을 적셔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변성 셀룰로오스 스펀지에는 두 가

지 종류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는데, oxidized cellulose와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이다. 2종의 셀루로오스 

생체재료, 특히 oxidized cellulose는 뼈 재생과 상피화를 

저해하여 창상 치유를 지연시킨다.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가 창상 치유 지연 저해 효과가 덜 하지만 여전히 

드레싱 후 제거가 가능하면 제거해주어야 한다. 아교질 마개

는 미세섬유 아교질과 같이 혈소판이 응집을 가속화하여 물

리적인 장벽을 이룬다. 보통 소의 아교질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물질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교질 마개가 

혈소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 발치와 내 삽입하는 

제품으로 가장 선호된다.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응고인자들

생리적인 지혈 보조제 대부분은 응고인자 그 자체이며 임

상에서는 트롬빈이 흔히 사용되는데, 트롬빈은 국소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트롬빈을 정맥주사하면 급작스런 혈전

증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혈액응고

이상 환자나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는 젤라틴 스

펀지 같은 물질과 함께 트롬빈을 국소적으로 사용하여 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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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혈액의 흐름이 클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트롬빈을 적

용하기 전에 물리적인 지혈을 일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현

재 시판 중인 트롬빈, 특히 소에서 추출한 것인 경우 비교

적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섬유소용해효소(plasmin)나 섬유

소 분해 기능을 가진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의 트롬빈이나 factor V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어 사람의 

factor V와 교차반응을 일으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현

재는 재조합단백질 형태의 트롬빈이 상용화되어 사용된다.

최근에 개발된 유력한 지혈보조제로 fibrin glue라고도 

불리는 fibrin sealant가 있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

어져 있는데 한 쪽에 트롬빈과 염화칼슘 혼합액, 다른 쪽

에 factor XⅢ과 함께 정제된 사람 섬유소원, aprotinin, 

fibronectin, plasminogen 같은 다른 혈장단백들이 들어 

있다. 이것을 함께 섞고 3~5분 후면 혈병이 만들어진다. 혈

병 형성 속도는 트롬빈 농도에 의존적이다. 4IU/mL 트롬

빈의 경우 1분 이내에 혈병이 형성되고, 500IU/mL 트롬빈

의 경우 수초 이내에 형성된다. 혈병의 물리적 강도는 섬유

소원 농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사용할 부위가 혈병이 너

무 빨리 파괴되는 곳이거나 지혈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aprotinin과 같은 단백분해 억제제를 첨가하면 섬유소용해

를 지연시킬 수 있다. Aprotinin은 plasmin의 작용을 저해

하여 fibrin 분해를 지연시키는데, 이 작용은 트롬빈과 함께 

수행된다. Fibrin sealant는 현재 동결 건조된 형태로 시판

되며 사용하려면 멸균된 상태로 37℃에서 약 30분간 재료

를 전처리해 주는 작업이 필요해서 응급환자에게는 사용하

지 않지만, fibrin sealant는 치과시술에서 수반되는 스며 

나오는 출혈이나 모세혈관 출혈에서 지혈 효과가 탁월하다. 

수렴제 

많은 화합물들이 혈관수축이나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기

능을 가지고 있으나 치과에서는 몇 가지만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아연, 은, 철,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성분의 염 제

제로 주로 사용하는데 알루미늄염과 철염은 강한 산성(pH 

1.3~3.1)이어서 자극적이다. 게다가 철은 불쾌감과 치아 법

랑질 표면에 일시적인 착색을 일으킨다. 치은염에 의한 착색

은 영구적일 수도 있다. 

수렴제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치은퇴축을 하는 동안 지

혈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사용되며, 수술 후 출혈 제어를 

위해 자주 사용되던 20% ferric subsulfate와 8% zinc 

chloride는 현재 선호되지 않는다. 알루미늄염과 철염은 혈

액과 조직 단백질을 변성시켜 응집을 일으키고 모세혈관의 

입구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두

면 심한 이물질 반응과 상처 치유 지연을 초래한다. Tannic 

acid(0.5~1.0%)는 효과적인 수렴제이지만 트롬빈을 포함한 

단백질을 침전시키므로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다른 약물

이나 금속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렴제 

사용은 출혈의 양이 적은 환자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지혈효

과가 있기는 하나 화학적인 영향에 의해 조직이 딱지를 형성

한 후에 더 심한 지연성 삼출을 유발할 수 있다.

혈관수축제

일시적인 지혈은 에피네프린과 같은 아드레날린성 혈관 

수축제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혈관 수축제들은 반

드시 국소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야 허혈과 조

직괴사를 막을 수 있다. 에피네프린을 염증이나 찰과상 조직

에 적용해서 전신적인 순환계에 에피네프린이 흡수되면, 심

혈관계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치은퇴축처치 시 지혈제로 

racemic 에피네프린을 cotton pellet에 묻히거나 에피네프

린 용액을 국소적으로 도포하여 사용되기도 하나, 다른 지

혈제들이 더 선호된다.

전신적 방법

후천적 또는 유전적 출혈장애를 가진 환자는 보통 혈소판

의 수나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응고인자에 이상이나 결손이 

있다. 이러한 환자는 외상이나 수술 후 몇 시간 출혈이 일어

날 수 있다. 얕은 찰과상일 때는 조절되지 않는 지속된 출혈

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나 심부 손상에서는 관절혈증

(hemarthrosis)이나 출혈이 흔히 일어난다. 혈소판감소증

은 흔히 약물에 의해 유도되거나 다른 골수성 질환에 연관

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혈소판감소증 환자의 경우 적절한 

평가와 치료법(표 30-2)을 병행하면 일반적으로 관혈적인 

치과 처치가 가능하다.

혈소판질환

혈소판 수치가 50,000/mm3 이하인 환자의 경우 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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