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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장기간 양파즙을 복용한 환자에서 안과 수술 중 발생한 출혈성 경향
2예
Two Cases of Bleeding Tendency in Patients with Long-term Taking
Onion-juice
이강민⋅김마르다⋅장민욱
Kang Min Lee, MD, Martha Kim, MD, PhD, Minwook Chang, MD, PhD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안과
Department of Ophthalmology,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oyang, Korea

Purpose: To report a two cases of bleeding tendency in patient with long-term taking onion-juice undergoing elective ophthalmic
surgery.
Case summary: (Case 1) A 56-year-old male visited our clinic due to blepharoptosis of both upper eyelid for 2 years. Marginal reflex distance1 was 1.5 mm in the both eyes. According to levator function test, the distance was 10 mm and 11 mm, respectively.
In diagnosis blepharoptosis of both eyes, levator advancement operation was performed. During surgery, massive hemorrhage
without hemostatsis occurred and took twice the usual operation time. In medical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and laboratorial
blood test performed prior to surgery, there were no underlying medical disease, including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and abnormal specific findings, but history of long-term taking onion-juice was confirmed through additional medical history
taking. (Case 2) A 65-year-old male diagnosed with primary open-angle glaucoma 10 years ago, visited our clinic due to uncontrolled intraocular pressure (IOP) of his left eye. IOP was 29 mmHg in his left eye and uncontrolled by glaucoma eyedrops. There
were no underlying medical disease and abnormal laboratorial findings. He underwent trabeculectomy after one week of discontinuation of aspirin. During surgery, hemorrhage without hemostatsis and massive subconjunctival hemorrhage occurred. As
in the first case, the history of long-term taking onion-juice was confirmed through additional medical history taking.
Conclusions: We should pay attention for the bleeding tendency in patient with long-term taking onion-juice, and physicians may
consider careful history taking of foods, such as onion-juice.
Ann Optom Contact Lens 2021;20(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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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는 수술 중 출혈 위험도를 높이나

술 전 복용 여부 및 중단 여부에 대한 중요도가 널리 알려져

무분별한 사용 중단은 혈전색전증의 위험도를 높이므로 수

있다. 반면, 양파 또는 마늘과 같은 파속 식물(allium genus)
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여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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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2예를 경험하여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중요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저자들은 기저질환, 복용
즙을 복용한 환자에서 안과 수술 중 발생한 출혈성 경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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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를 통해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한 병력을 확인할 수 있

례

었다. 지속적인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유
지하며 수술 1주일 후 외래를 통해 경과 관찰하였다. 양상

증례 1
56세 남자 환자가 2년 전부터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을

안검 부종 및 멍은 호전되었으며 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marginal reflex

양안 4 mm였으며 재출혈 및 합병증 발생은 보이지 않았다.

distance1, MRD1)는 양안 1.5 mm, 눈꺼풀올림근 기능은

수술 1개월 후 양상안검 부종 및 혈종 소견이 보이지 않았

우안 10 mm, 좌안 11 mm로 양안 안검하수 진단하 눈꺼풀

으며 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는 양안 3.5 mm로 대칭적으로

올림근 건막전진술로 치료하였다. 수술 중 지혈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Fig. 1B).

지속적인 출혈 및 양상안검 부종이 발생하였으며 평소 술
자의 눈꺼풀올림근 건막전진술 수술에 비해 2배 가까이 시
간이 소요되었다(Fig. 1A). 수술에 앞서 시행한 병력청취에

증례 2
10년 전 좌안 원발개방각녹내장으로 진단 받은 65세 남

서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기저질환 및 복용 중인 약물이

자가 좌안 고안압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최대교정시력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환자의 과거 외상력, 수술력, 수혈 경험

우안 1.0, 좌안 1.0이었으며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

및 유의한 가족력은 없었으며, 이전 치아 발치 또는 내시경

압은 우안 14 mm, 좌안 29 mmHg였다. 최대약물치료(Cosopt®,

시술 등에서 출혈성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출혈

Merck & CO., Whitehouse station, NJ, USA; Alphagan®-P,

원인 감별을 위해 혈액종양내과 협진을 통해 시행한 신체

Allergan, Irvine, CA, USA; Xalatan®, Pfizer, Gladstone,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전혈구검사에서 정상 혈소

NJ, USA)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섬유

판 수치는 270,000/μL (정상: 150,000-450,000/μL), 혈액응

주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에 앞서 시행한 병력청취에서

고검사에서 출혈 시간(bleeding time, BT)은 1분 30초(정상: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기저질환 및 복용 중인 약물이 없으

1-5분),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은 11.7초

며 외상력, 수혈 경험 및 유의한 가족력이 없음을 확인하였

(정상: 10.3-13.2초), 활성화 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다. 이전 치아 발치 또는 내시경 시술 등에서 출혈성 경향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은 32.0초(정상: 27.0-42.0

을 보인 병력은 없었다. 수술 전 시행한 전혈구검사에서 정

초)로 모두 정상 수치로 확인되었으나 추가적인 병력청취

상 혈소판 수치는 210,000/μL (정상: 150,000-450,000/μL)

A

B

Figure 1. Photographs of patient who underwent levator aponeurosis advancement. (A) Intraoperative photograph shows bruise and
edematous eyelid. (B) Photograph at postoperative 1 month shows improved bruise and edema of eyelid without any complication.

A

B

Figure 2. Photographs of patient who underwent trabeculectomy. (A) Photograph at postoperative 1 week shows bleeding tendency
with diffuse subconjunctival hemorrhage. (B) Photograph at postoperative 1 month shows improved subconjunctival hemorrhage
and high functioning bleb.
40

- 이강민 외 : 양파즙 복용 후 발생한 출혈성 경향 2예 -

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혈액응고검사에서 출혈

7
8
여겨지나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불명확하다. Ali et al 은

시간(bleeding time, BT)은 1분 30초(정상: 1-5분), 프로트

흰 쥐(rat)를 대상으로 양파와 마늘 추출물을 주입한 군에서

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은 11.3초(정상: 10.3-13.2초),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트롬복산의 농도가 감소하였다고

활성화 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을 대상

plastin time, aPTT)은 35.7초(정상: 27.0-42.0초)로 이상 소

으로 한 역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파와 같은 파

견이 보이지 않았다. 섬유주절제술 수술 중 지혈되지 않는

속 식물의 혈액응고 과정에 미치는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술 1주일 후에도 광범위한 결막하출

는 추가적인 연구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혈 소견을 보여 재시행한 병력청취에서 첫 번째 증례와 동

본 증례들에서 발생한 수술 중 과도한 출혈의 발생 기전

일하게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한 병력을 확인할 수 있

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장기간 양파즙을 복용함으로써 혈

었다(Fig. 2A). 수술 후 양파즙 복용을 중단하며 보존적 치

소판 기능의 억제로 발생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료를 시행하였고, 재출혈 및 합병증 소견이 보이지 않아 외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양파즙이 지혈 과정에 미친 객관적인

래에서 경과 관찰하였다. 수술 1개월 후 방수누출 없이 여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최근 Platelet Function

과포 융기 형성이 잘 관찰되었고 안압은 안압하강제 사용

Analyzer-100 (PFA -100; Dade Behring Marburg, Duisburg,

없이 7 mmHg였다. 수술 후 발생한 결막하출혈은 호전되었으

Germany)을 이용하여 혈소판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며 이후 재출혈 및 합병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2B).

여 출혈성 질환의 일차 선별 검사로 사용되고 있다.9 본 증

®

례에서 모두 유의한 과거력이나 출혈성 경향을 보이지 않

고

찰

았으며, 정상 혈소판 수치 및 출혈 시간을 보인다는 점에서
Platelet Function Analyzer를 통해 혈소판 부착과 응집 정

지혈 과정은 혈관, 혈소판, 응고인자 및 상응하는 억제
작용의 조절로 일어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으로, 혈관 손

도의 측정을 하였다면 양파즙이 일차 지혈 과정에 미친 객
관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면 혈관 수축에 이어 혈소판 부착

양파나 마늘과 같은 파속 식물을 복용하는 환자군에서의

및 응집으로 인한 혈소판 마개(platelet plug)의 형성(1차 지

출혈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합병증으로 볼 수

혈 과정)과 조직인자(tissue factor)의 발현 및 내인성 경로

있고,6,7 특히 치료 전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한 병

(intrinsic pathway)와 외인성 경로(extrinsic pathway)로 인

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혈액응고인자의 활성화로 인한 섬유소(fibrin)의 형성

그러므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게 현재 복

1-3

(2차 지혈 과정)이 일어난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는

용 중인 식품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

각각 1차 지혈 과정과 2차 지혈 과정을 억제하여 수술 중

와 같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이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겠

출혈 위험도를 높이고 술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

다. 또한 위와 같은 출혈이 발생하는 환자군에서 기존 식품

하나 무분별한 사용 중단은 혈전색전증의 위험도를 높이므

복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자연적인 호전이 일어날 수 있

로 수술 전 복용 여부 및 중단 여부에 대한 중요도가 널리

으므로 적극적인 병력청취를 통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4

알려져 있다. 반면, 양파 또는 마늘과 같은 파속 식물

식품들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allium genus)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여 심혈관질환 예방
5,6

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고,

환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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