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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후증후군 환자의 치료기술 영역에서의 오랜 시간 기다려 왔던 작은 진전

혈전후증후군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는 임상적으로 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

임상적으로 용이한 부분은 임상적인 증상과 진단이다.
환자가 한쪽 다리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 할 때, 같은 다리에 심부정맥혈전력이 있을 때, 그리고 혈전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혈전의 양상이 보일 때, 도플러 초음파로 정맥판막 기능부전을 확인 했을 때나 이상이
없을 때.

심한 경우에 피부의 정맥궤양과 기저조직의 궤양으로 발전 될 수 있다.
또 다른 증상들은 다리에 가려움증이나 콕콕 쑤시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런 증상들은 전형적으로
오래 서 있거나 하루 일과를 종료한 후 더욱 더 악화 되다가 휴식을 취하면 없어진다.

이번엔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다.
정맥 기능부전은 치료하기 참 어려운 과제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치료 전략도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재술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환자들이 잘 견뎌내질 못하기 때문이다.
혈전후증후군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환자에게 알맞은 탄력압박스타킹의 사용이 포함되며 압박스타킹은 여러
연구에서 혈전후정맥기능부전의 증상들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 직후 압박스타킹의 처방은 실제로 혈전후증후군으로의 진척을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Brandjes et al.에 의한 무작의 대조군 시험에서 급성 심부정맥혈전증을 나타낸 환자군은 탄력압박스타킹의
착용이 경도~중등도(mild to moderate) 혈전후증후군의 발생률이 약 50% 정도 감소된 반면, 중증도(severe)
혈전후증후군은 발생률이 대조군 28%에서 압박스타킹 그룹에서 15%로 감소되었다.
정맥기능부전에 대한 연구에서 압박스타킹의 사용이 혈전후증후군으로의 진행을 예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압박스타킹의 사용이 혈전후정맥기능부전의 치료와 예방에 관련해서는 여러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치료법이 대부분의 환자에게 효율적 일지라도 많은 환자들이 압박스타킹의 사용에 대한 불평이
많으며 어떤 경우는 압박스타킹 치료방법이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한다.

두번째, 압박스타킹 치료를 둘러싼 사실상 많은 의구심들이 있다, 그것은 치료기간을 포함하여, 스타킹이
종아리부분보다 근위부가(환자들에게 편리함이 덜 하다) 좀 더 효과적인지 여부, 그리고 압박스타킹에
가해지는 이상적인 압력 등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압박스타킹은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기를 꺼린다.
그 이유는 불편해서 꺼려하고, 신기가 어려우며(특히,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또는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년층의 환자들), 미관상으로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받아드리기 쉬운 보다 나은 치료전략이 요구된다.
Thrombosis and Haemostasis, O’Donnell et al. 논문은 중증 혈전후증후군(severe PTS)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정맥복원 기구에 대한 임상연구를 발표했다.
비노웨이브(VENOWAVE)라는 기구는 연동방식의 작은 펌프로 종아리주위에 착용하고 걸어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이다. VENOWAVE는 이전의 임상연구에서도 대퇴부 정맥의 정맥혈액 흐름을 현저하게 증가 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저자는 VENOWAVE를 중증 혈전후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맹검교차 비교연구를 시행했다.

이 임상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치료와 대조군 치료의 비교이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대조 군과 비교했을 때 4배수 이상의 환자들이 VENOWAVE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으며 이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VENOWAVE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VENOWAVE 사용이 대조 군과 비교해서 혈전후증후군을 의미 있게 개선 시켰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VENOWAVE에 잘 적응하고 치료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임상연구에서 시험된 새로운 VENOWAVE는 혈전후증후군의 치료방법을 개선시킬 유망한
새로운 치료방법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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