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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비판막질환 심방세동(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NVAF)에서 뇌졸중의 예방에 대한 1998년 미국 신경과학회
의 기준을 갱신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기술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전에 확인하지 못한 NVAF을 발견하는가? 어떤 치
료가 두개내출혈을 포함한 출혈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허혈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가? 이 요약이 기초한 전체
가이드라인은 이 문헌의 온라인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법: 체계적 문헌 검토; modified Delphi 프로세스 추천 제제
주요 결론: 최근 원인불명뇌졸중이 있었던 환자에서 심장 리듬을 모니터하여 잠재적인 NVAF를 발견할 수 있다. NVAF
가 있는 환자에서 dabigatran, rivaroxaban 그리고 apixaban은 뇌졸중의 예방에 있어 warfarin만큼 효과적이며 두개
내출혈의 위험은 낮다. Triflusal과 acenocoumarol을 병용하는 것은 acenocoumarol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뇌
졸중의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Clopidogrel과 aspirin을 병용하는 것은 warfarin 보다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
이지 못하고, 두개내출혈의 위험도는 더 낮다. Clopidogrel과 aspirin을 병용하는 것은 aspirin 단독 투여보다 뇌졸중
위험은 감소시키지만 주요 출혈위험도는 증가시킨다. Apixaban은 aspirin보다 뇌졸중의 위험은 감소시키고 출혈의 위
험은 aspirin과 유사하다.
주요 권고사항: 임상의사는 원인불명뇌졸중이 있는 외래환자에서 잠재적인 NVAF을 심장 리듬 모니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Level C), NVAF를 동반한 일과성허혈발작(TIA)/뇌졸중이 있는 환자는 항응고제를 투여해야만 한다(Level B).
항응고제를 필요로 하는 NVFA 환자에서 환자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 항응고제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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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AF)환자는 20051년에 303만 명으로 추정되며 나이가 증가하는 것
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1 AF가 심인성 뇌졸중(cardioembolic stroke)의 주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2,3 모
든 연령에서 AF을 확인하고 심인성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AF가 있는 환자에서 허혈뇌졸중의 비율은 연간 평균 5% 이지만 나이, 성별, 인종/종교 그리고 뇌졸중
과 관계된 위험인자와 같은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뇌졸중이나 TIA의 병력은 이러한 뇌졸
3

중의 고위험 환자에서 연간 평균 10% 로 확인된다.
이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은 무판막 심방세동(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NVAF)환자 에서 뇌졸중의 예
방에 대한 1998년 미국 신경과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AAN)의 임상 기준을 갱신한 것이
4
®
다. 이 요약의 전체 가이드라인은 Neurology Web site, www.neurology.org에 있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뇌졸중 환자에서 NVAF을 확인하는 것과 NVAF 환자에서 뇌졸중을 예방
하는 방법에 대해 1998년부터 정립된 근거를 검토하였고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두었다. 1) 원인불명뇌졸
중 환자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NVAF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는가? 2) NVAF 환자에
서 항혈전제를 포함한 치료가 치료를 하지 않거나 다른 치료를 받는 것과 비교 시 최소한의 출혈 위험도로
뇌졸중의 위험도와 중증도를 감소시키는가?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
5,6

이 가이드라인은 AAN의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매뉴얼에 따라 개발되었다(20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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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13

MEDLINE, EMBASE, Cochrane 그리고 Web

환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불명뇌졸중 코호트의 자

of Science에서 1998년부터 2013년 4월 사이 발표

료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는 한 단계 강등하

된 관련 문헌을 적절한 검색 용어를 이용하여 조

였다.

사하였다. 조사는 영어로 쓰여진 인간을 대상으로

NVAF을 확인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Holter 모

한 문헌으로 전문가에 의해 검토된 것으로 제한하

니터링12-19이고 그 다음이 연속된 EKG (serial

였다.

EKG),8,16,17,19 event loop recorders,11,19,20,22 입원 환

위원들은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자의 연속 EKG 원격측정(continuous EKG tele-

Development and Evaluation process의 수정된 형

metry),10 외래환자의 transtelephonic EKG 모니터

식을 이용하여 근거를 만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7

링21 그리고 외래환자의 모바일 심장 원격측정

근거 작성 표는 전체 가이드 라인의 Appendix e-6

(mobile cardiac outpatient telemetry)9,23,24이다. 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 연구에서 연속된 EKG와 Holter 모니터링을 이

위원은 체계적으로 검토한 근거의 강도와 치료
의 공리 원칙, 단점에 비해 예상되는 의료 혜택의

용한 단계적인 과정을 보고하였다.16,17,19 모니터링의
기간은 24시간13-15,18부터 308,21,22일 까지 다양했다.

규모, 재정적 부담, 중재의 가능성 그리고 환자의

NVAF가 발견되는 환자의 비율(Figure 1)은 0%

선호도와 같은 요인에 기반하여 임상 권고사항을

부터 23%로 나타났다. 이러한 NVAF 발생률은

만들었다. 위원은 수정된 Delphi 과정을 이용하여

매우 짧게 발생하는(e.g., <30초) AF를 포함하며,

권고사항을 만들기 위해 수준을 부여하였다 (A, B,

이러한 환자에서 미래의 심인성 뇌졸중의 위험도

C, U).

는 알려져 있지 않다. 모든 연구에서 평균 확인 비율
은 10.7% (95% confidence interval [CI] 7.9%-14.3%)
(random effects model을 이용한 가중 평균을 계산)

근거의 분석

였다.

원인불명 뇌졸중환자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얼마나
자주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NVAF을 발견하는가?
8,9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두 개의 Class II 와
10-24

15개의 Class III

14

를 확인하였다. Figure 1에 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법8-15,18-20,22-24을 이용한 연
구들의 메타-회귀 분석에서 NVAF의 발견은 모니
터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000).

연구들을 나타내었고 모니터링 방법과 기간을 함

결론. 최근 원인불명뇌졸중이 있는 환자에서 심

께 표시하였다. NVAF가 있는 비원인불명뇌졸중

장 리듬 모니터링은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NV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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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0%에서 23%의 비율로 발견할 수 있다

인 것은 허혈뇌졸중의 빈도나 중증도를 감소시킨

(weighted average 10.7% [95% CI 7.9%-14.3%])

다(2 Class II 연구25,26).

(2 Class II 연구,8,9 15 Class III 연구10-24). 발견 비

Warfarin 또는 그 유도체와 항혈전제의 비교. 다
양한 항혈전제 치료법과 warfarin 또는 그 유도체

율은 아마도 모니터링 기간과 관계가 있다.

를 NVAF 환자에서 비교한 6개27-32(5 Class I 연

NVAF가 있는 환자에서 항혈전제를 포함한 어떤
치료가 치료를 하지 않거나 다른 치료에 비해 출
혈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뇌졸중의 위험도와 중
증도를 감소시키는가?
Warfarin,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수치의 영
향. 1998년 임상 기준이 정립된 이후 2개의 Class II 연
25,26

구,27-31 1 Class II 연구32)의 연구가 있다. 모든 연
구들은 눈가림 또는 보정된 결과 평가 방식을 이
용하였다. 항혈전제 요법은 dabigatran,27 rivaroxaban,28 apixaban,29 fluindione과 aspirin,32 clopidogrel과 aspirin30 그리고 triflusal과 acenocoumarol31
으로 연구되었다.

구 가 뇌졸중 발생 당시의 international normalized

Dabigatran은 직접적인 트롬빈 억제제(thrombin

ratio (INR) 수치와 뇌졸중의 중증도, 사망률의 관계

inhibitor)이다. Rivaroxaban과 apixaban은 factor
Xa 억제제이다. Dabigatran, rivaroxaban 그리고

를 조사하였다.
두 연구에서 INR이 2보다 낮을 때가 2보다 높

apixaban은 고정된 용량으로 투여되며 혈액의 항

을 때보다 장애가 있는 뇌졸중(odd ratio 1.9 [95%

응고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 하지 않다. 이러한 약

CI 1.1-3.4]) 또는 사망(30일 째 사망의 hazard ra-

제들의 항응고 효과를 역전시키는 제제는 없다.

tio [HR] 3.4 [95% CI 1.1-10.1])이 발생할 위험이

Triflusal은 구조적으로 aspirin과 관계가 있고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동남 아시아에서 사

결론. NVAF가 있는 환자에서 항응고 치료를
하면서 INR 수치가 2보다 낮은 것 보다 INR 2-3

용되고 있다(연관된 나라에 대한 전체 가이드라인
은 Appendix e-9를 참고).33,34 Acenocoumarol은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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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유도체이며 대부분 유럽에서 사용된다. Fluindione

도의 항응고(INR target 1.25-2.0) 치료는 aceno-

은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비타민K 길항제이다.

coumarol 단독 요법과 전통적인 강도의 항응고

Figure 2는 Class I 연구에서 이러한 항혈전 요

(INR 2.0-3.0) 치료보다 뇌졸중 위험도를 감소시

법을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 허혈뇌졸중, 주요

키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RRR 61%, 심혈관계 질

출혈, 두개내출혈, 위장출혈의 예후에 대해 용량-

환 사망, TIA, 비치명적 뇌졸중, 전신색전증과 동

조절 warfarin과 비교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반된 심각한 출혈) (단일 Class I 연구,31 최근 새로

Fluindione과 aspirin32에 대한 Class II 연구는 비

운 경구 항응고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작음).

타민K 길항제 단독 그룹과 비교 시 용량-조절 비

NVAF 환자에서 저용량 aspirin과 용량-조절 비

타민K 길항제와 aspirin을 병용한 그룹에서 출혈

타민K 길항제 치료의 병합 요법은 출혈 부작용의

합병증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risk difference

위험을 증가시킨다(1 Class II 연구32). Aspirin과

14.6% [95% CI 5.5%-24.8%]). 이 연구에서 혈전

비타민K 길항제를 병합하는 요법이 허혈뇌졸중

색전증의 위험에 대한 주요한 차이는 확인하지 못

또는 다른 혈전색전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했다.

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결론. NVAF가 있는 환자에서 dabigatran의 투

Aspirin과 항혈전제의 비교. 두 개의 Class I35,36

여는 warfarin보다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을 아

연구에서 NVAF 환자에서 aspirin과 다른 항혈전

마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150mg twice dai-

치료법을 비교하였다. 항혈전 치료법은 apixaban

ly, relative risk [RR] 0.66; RRR 34%). 출혈 위험

과 clopidogrel, aspirin 병합요법을 연구하였다.

도는 dabigatran 150 mg을 하루 두 번 투여하는 것

결론. 하나의 Class I연구35에 기반하면 색전

과 warfarin (INR 2.0-3.0)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했

증의 위험이 중등도인 NVAF 환자며 warfarin

지만, 두개내출혈은 dabigatran 150 mg을 하루 두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 apixaban 5

번 투여할 때 빈번하였다(dabigatran vs warfarin,

mg 하루 두 번 용법은 aspirin보다 뇌졸중이나 전

27

RR 0.40 [95% CI 0.27%-0.60%]) (1 Class I 연구 ).

신색전증의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Dabigatran 150 mg을 하루 두 번 복용하는 것은 위

(RRR 55.1% [95% CI 37.8%-67.6%]). 출혈 위험

장출혈의 비율이 더 높았다(1.51%/y vs 1.02%/y).

도는 두 치료군에서 유사하다.

뇌색전증 또는 전신색전증의 고위험 NVAF 환

비타민K 길항제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NVAF

자에서 rivaroxaban은 위장출혈을 제외한 주요 출

환자에서 clopidogrel과 aspirin 병용(aspirin 단독

혈의 위험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뇌색전증과 전

투여와 비교 시)은 뇌졸중과 같은 주요 혈관 질환

신색전증의 예방에 warfarin만큼 효과적이다. 그러

의 위험도(aspirin과 비교 시 RR 0.72 )를 감소 시

나 rivaroxaban은 warfarin과 비교 시 두개내출혈

키지만 두개내출혈(RR 1.87 [95% CI 1.19-2.94])

과 치명적 출혈의 빈도는 더 낮다(RRR 22% [95

(1 Class I 연구36)을 포함한 주요 출혈(aspirin과 비

% CI 5.5%-35.3%]) (단일 Class I 연구28).

교 시 RR 1.57)의 위험도는 증가시킨다.

Apixavan 5 mg 하루 두 번 복용은 색전증의 위

특정 인구에서의 항응고제. 하나의 Class I연구37

험도가 중등도인 NVAF 환자에서 warfarin보다

가 연령 ≥75세 NVAF 환자를 warfarin (INR

효과적이다(RRR 20.3% [95% CI 4.8%-33.3%]).

2.0-3.0) 또는 aspirin 75 mg/d로 무작위 배정하였

Apixaban의 우월성은 출혈 위험도(두개내출혈 포

다. 장애가 남는 뇌졸중(두개내출혈 포함) 또는 전

29

함)와 사망률 감소(1 Class I 연구 )와 관계된 것이

신색전증에 대한 RRR은 52%로 warfarin에 유리

며, 뇌색전증과 전신색전증의 감소에 있어서는

하게 나타났다(95% CI 20-72%). 두개외출혈의 비

29

warfarin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NVAF가 있고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Class II연구38에서 연령 ≥75세 NVAF 환자를

경구 항응고 치료는 clopidogrel과 aspirin 병용 요

목표 INR 1.8 (1.5-2.0 범위) 또는 2.5 (2.0-3.0 범

법보다 뇌졸중 예방에 있어 효과적이다(RR 뇌졸

위)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혈전색전증과 주요 출혈

중 1.72). 두개내출혈은 clopidogrel과 aspirin 병용

로 이루어진 결과는 낮은 INR 군에서 유의하지 않

요법 보다 warfarin투여군에서 더 흔하다(단일

지만 약간 드물게 나타났다(R 0.7 [95% CI 0.4-1.1]).

Class I 연구30).

16

율은 두 치료군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Stroke Prevention in Atrial Fibirillation III

NVAF가 있는 뇌졸중의 중등도 위험군에서 tri-

(Class III)39연구에 참여한 만성신장질환(chronic

flusal과 acenocoumarol의 병용 요법과 중등도-강

kidney disease, CKD)환자에서 조절-용량의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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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in (INR 목표 2.0-3.0)은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대 위험도는 다른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느냐에 따

CKD에서 aspirin이나 저용량 warfarin과 비교 시

라 크게 차이가 난다.4 NVAF가 있으면서 뇌졸중

허혈뇌졸중/전신색전증의 위험을 감소시켰으며

이나 TIA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뇌졸중의 절대 위

주요 출혈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험도가 가장 높다(10%/y로 절대 위험도 증가).4 비

Stage 3 CKD환자에서40 aspirin과 비교 시 apix-

록 NVAF 환자의 절대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한

aban은 주요 출혈의 위험(절대 비율 apixaban 2.5%

다중 위험 층화법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추

vs aspirin 2.2%)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정된 뇌졸중의 절대 위험도는 매우 다양하다.e5

뇌졸중과 전신색전증의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

NVAF 환자의 정확한 절대 위험도를 결정하기

켰다(HR 0.32 [95% CI 0.18-0.55], p<0.001) (1

어렵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 감소라는 장점이 어느

Class I 연구).

시점에 출혈의 증가라는 단점을 능가하는 지 여부
37

결론. 항응고 치료는 노인 환자(1 Class I 연구 )
39,40

와 CKD환자(2 Class I연구

)에서도 도움이 될

또한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선호도와 임상의사의 판단이 특히 중요하다.

수 있다. Warfarin을 복용하는 CKD 환자에서 출

임상 권고사항.

혈의 위험이 증가한다.

B1. 임상의사는 NVAF 환자에게 뇌졸중의 위험
도가 증가하며 이러한 위험도는 잠재적으로 항혈전

권고사항

제 사용으로 인해 감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잠재적 NVAF가 있는 환자의 발견
임상적 맥락. 최근 원인불명뇌졸중이 있는

환자들은 또한 항혈전제 사용이 주요 출혈의 위험

환자에서 삽입하지 않는 장비를 이용한 외래환자

B2. 임상의사는 주요 출혈을 증가시키는 잠재적

의 심장 리듬 모니터링은 0-23%의 비율로 NVAF

위험과 비교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

를 발견할 수 있고(weighted average 10.7% [95%

점이 클 때에 한해 항혈전제를 사용하도록 모든

CI 7.9%-14.3%]), 모니터링 기간이 길수록 발견

NVAF 환자와 상의해야 한다. 임상의사는 이러한

비율도 높아진다. NVAF에서 대부분의 NVAF 삽

결정을 할 때 판단과 선호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화는 임상적으로 무증상이며 따라서 모니터링 기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Level B).

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Level B).

구는 환자가 지시하는 기록보다는 지속적이거나

B3. 임상의사는 NVAF를 동반한 TIA 혹은 뇌

자동으로 발견하는 연산법이 추천된다. 매우 짧거

졸중 환자에게 이후의 허혈뇌졸중 위험도를 감소

나(e.g., <30초) 매우 드문 빈도의 NVAF 삽화가

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여

있는 환자에서 뇌졸중 재발의 위험도는 명확하지

야 한다(Level B).

않다. 그러나 이전 보고들은 NVAF의 기간이 점

B4. 임상의사는 다른 위험인자가 없는(“lone”

점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발작성 NVAF 환자와

NVAF 환자) NVAF 환자에게 항응고치료를 해서

지속성 NVAF 환자에서 뇌졸중의 위험이 유사하

는 안될 것이다. 임상의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e1-e4

aspirin과 같은 항혈전제를 투여하거나 항혈전제를

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혀 투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Level C).

임상 권고사항.

B5. 어떤 NVAF 환자에서 항응고 치료가 더 도

A1. 임상 의사들은 잠재적 NVAF을 발견하기

움이 될 지 판단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

위해 알려진 NVAF가 없는 원인불명뇌졸중 외래

상의사는 NVAF 환자 중 임상적으로 유의한 위험

환자에서 심장리듬검사를 해야 한다(Level C).

도가 없거나 뇌졸중 위험이 높은 환자를 구분하는

A2. 임상 의사들은 알려진 NVAF가 없는 원인

데 도움이 되는 위험 층화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불명뇌졸중 환자에서 잠재적 NVAF의 발견 확률

그러나 임상의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시된 항응

을 높이기 위해 단기(24시간) 심장리듬검사 보다

고 치료에 대한 기준이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환

는 장기 검사(e.g., 1주 또는 그 이상)를 시행하여야

자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도록 엄격하게 해

한다(Level C).

석해서는 안 된다(Level B).

항혈전 치료 환자의 선택
임상적 맥락. NVAF 환자에서 허혈뇌졸증의 절

특정 경구 항응고제의 선택
임상적 맥락. 우리의 검토는 여러 항응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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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NVAF 환자에서 허혈뇌졸중의 위험도를 감

apixaban을 NVAF 환자로 항응고치료가 필요하면

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상 시험에서 새로운

서 두개내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투여하

경구 항응고제는 뇌졸중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여야 한다(Level B).

warfarin보다 열등하지 않거나 우월했고, 대부분의

위장출혈의 위험도. NVAF 환자에서 위장출혈

환자에서 허혈뇌졸중 감소가 출혈 부작용의 위험

은 warfarin 투여와 비교 시 dabigatran 150 mg 하

e6

루 두 번 복용하는 환자에서 더 많았다(1.51%/y vs

을 능가했다.

warfarin 1.02%/y). 혈색소 수치가 감소하거나 수

임상 권고사항.

혈이 필요한 위장관의 출혈은 warfarin 그룹보다

C1. 뇌졸중이나 뒤이은 뇌졸중의 위험도를 감

rivaroxaban 그룹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헤모글

소시키기 위해 경구 항응고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로빈 ≥2 g/dL 감소, rivaroxaban 그룹 2.8%/y vs

된 NVAF 환자에서 임상의사는 아래 사항 중 하

warfarin 그룹 2.3%/y). Warfarin (0.86%/y)에 비

나를 선택해야 한다(Level B):

해 apixaban (0.76%/y)에서 위장관 출혈은 낮은 빈

x Warfarin, 목표 INR 2.0-3.0

도로 관찰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x Dabigatran 150 mg 하루 두 번(creatinine
clearance [CrCl]>30 mL/min인 경우)
x Rivaroxaban 15 mg/d (CrCl 30-49 mL/min인
경우) 또는 20 mg/d
x Apixaban 5 mg 하루 두 번(혈중 creatinine

임상 권고사항.
C4. 임상의사는 항응고치료가 필요한 NVAF이
있는 환자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apixaban을 투여할 수 있다(Level C).

<1.5 mg/dL인 경우) 또는 2.5 mg 하루 두번 (혈중
creatinine>1.5 그리고 <2.5 mg/dL인 경우, 체중
<60 kg 또는 80세 이상 [또는 둘다])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의 투여에 영향을 주는 다
른 요인들. Dabigatran, rivaroxaban 그리고 apix-

x Triflusal 600 mg과 acenocoumarol의 병용, 목

aban에서 치료 범위 내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표 INR 1.25-2.0(대부분 개발도상국, 중등도의 뇌

위한 INR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다. 빈번하게

졸중 위험도가 있는 환자)

주기적 IN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주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없거나 하기 싫어하

이미 warfarin을 복용중인 환자들

는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Warfarin 치료 기간과 적절한 INR 치료범위
(2.0-3.0)에 도달한 기간은 효율성과 안전성의 양
25

호한 예측인자이다.

임상 권고사항.
C5. 임상의사는 빈번하게 INR 수치를 검사할 수
없거나 하기 싫어하는 환자에게 dabigatran, rivar-

임상 권고사항.

oxaban 또는 apixaban을 투여해야 한다(Level B).

C2. 임상의사는 warfarin 치료가 잘 조절되는 환자
들은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뇌졸중의 위험이 있고 warfarin 치료에 적절하

warfarin 복용을 지속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Level C).

지 않은 NVAF환자는 aspirin과 같은 대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aspirin에 의한 예방

두개내출혈 위험도.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들은

(22% RRR)은 warfarin에 의한 예방(RRR 68%)과

warfarin보다 두개내출혈의 위험도에 있어 양호한

비교 시 효과가 상당히 낮다.e7 Clopidogrel (75 mg)

결과를 보여준다(dabigatran 150 mg bid vs warfar-

과 aspirin (75-100 mg)의 병합은 aspirin 단독(75-100

in, 0.3%/y vs 0.74%/y, RR 0.40 [95% CI

mg)과 비교 시 모든 뇌졸중 위험도(RR 0.72 [95%

0.27-0.60], p<0.001; rivaroxaban 20 mg daily,

CI 0.62-0.83])를 감소시키지만 두개강내 출혈을 포

0.5%/y vs 0.7%/y, HR 0.67 [95% CI 0.47-0.93],

함한 주요 출혈의 위험은 증가시킨다(RR 1.87

p=0.02; apixaban 5 mg bid, 0.33%/y vs 0.809%/y,

[95% CI 1.19-2.94]).

HR 0.42 [95% CI 0.30-0.58], p<0.001).

Apixaban을 색전증에 예방에 있어 warfarin을
투여하기가 부적절 하거나 원하지 않는 대상자에

18

임상 권고사항.

서 aspirin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고, apixaban이

C3. 임상의사는 dabigatran, rivaroxaban 또는

뇌나 전신색전증의 예방에 있어 aspirin보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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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apixaban 그룹, 1.6%/y vs aspirin 그룹,

또 다른 중요한 하위 그룹은 신부전 환자이다.

3.7%/y), 두개내출혈을 포함한 주요 출혈의 위험

새로운 항응고제의 하나인 dabigatran에서 CrCl이
15-30 mL/min에 달하는 사람은 US Food and

도는 차이가 없었다.

Drug Administration에서 75 mg 하루 두 번 복용

임상 권고사항

하는 낮은 용량을 권고하고 있다. Apixaban은 혈

C6. 임상의사는 warfarin치료에 적합하지 않거

중 creatinine <1.5 mg/dL인 환자에서 5 mg 하루

나 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apixaban을 처방해야 한

두 번, 혈중 creatinine >1.5 그리고 <2.5 mg/dL인

다(Level B).

환자에서 2.5 mg 하루 두 번 복용하는 것을 권고

C7. Apixaban이 불가능 하다면. 임상의사는 da-

하고 있다.

bigatran이나 rivaroxaban을 투여할 수 있다(Level C).

Rivaroxban은 CrCl 30-49 mL/min인 환자에서

C8. 경구 항응고제가 불가능한 경우 임상의사

하루 15 mg, CrCl >50 mL/min인 환자에서 하루

는 aspirin과 clopidogrel을 병용 투여할 수 있다

20 mg 투여를 시험하였으며 이러한 환자군에서

(Level C).

권고사항은 제한되어 있다. Warfarin과 관련하여
자료들은 warfarin 치료가 말기가 아닌 CKD 환자

뇌졸중 위험도가 중등도인 NVAF환자에서 tri-

에서 뇌졸중이나 전신 혈전색전증의 위험을 감소

flusal 600 mg/d와 acnocoumarol을 이용한 중등도

시키고, 출혈의 위험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도의 항응고 치료(INR 1.25-2.0)를 병용하는 것

보여준다.

은 모든 뇌졸중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acenocoumarol 단독(INR 2.0-3.0) 투여보다 더 효과

임상 권고사항.

적이다(RRR, 혈관 사망, TIA 그리고 치명적이지

D1. 임상의사는 최근 원인이 없는 출혈이나 두

않은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에서 61%). 혈관 위

개내출혈의 병력이 없는 NVAF이 있는 고령 (>75

험도의 감소는 또한 중증출혈 감소와 관계되어 있

세)의 환자에게 경구 항응고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고 이전 연구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하는 생물학적

(Level B).

33,34

D2. 임상의사는 치매가 있거나 자주 넘어지는

현상이다.

NVAF환자에게 경구 항응고제를 투여할 수 있다.

임상 권고사항.

그러나 임상의사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NVAF이

C9. 중등도의 뇌졸중 위험이 있고 출혈의 위험

있는 환자에서 중등도나 중증의 치매 또는 빈번하

이 높은 NVAF환자에서 triflusal을 사용할 수 있

게 넘어짐이 있는 환자에서 경구 항응고제의 위험

고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 투여가 불가능 하거나

도와 이점의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원하지 않는 경우(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임상의

야만 한다(Level B).

사는 acenocoumarol(목표 INR 1.25-2.0)과 triflusal
을 투여해야 한다(Level B).

D3. NVAF이 있는 말기 신장질환 환자에서 경
구 항응고제의 위험도와 이점의 비율은 알 수 없
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만들기에는 근거가 부족하

특별한 인구
임상적 맥락. 어떤 임상의사들은 고령의 NVAF

다(Level U).

환자에서 출혈의 위험도가 높아 항응고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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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꺼려한다.

그러나 ≥75세 NVAF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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