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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의 혈관내 재관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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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적인 혹은 기계적인 혈관내 급성 허혈뇌졸중 치료는 임상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막힌 뇌혈관을 재개통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여러 제한점이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 본문에서 논의될 것 중 하나가 

재폐색이다. 시술 중이나 시술 전후 항응고 및 항혈소판 제제가 재폐색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 보고에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가 급성 허혈뇌졸중의 혈관내 혈관재형성 치료의 보조적인 치료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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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허혈뇌졸중(acute ischemic stroke, AIS)에서 혈관내 치료의 목적은 빠른 혈관재형성인데 이것은 추가

적인 혈전의 전파와 혈관 재폐색을 방지하며 관류를 회복시키고, 동시에 지혈의 약리적 변화와 기계적 조작

에 의한 출혈의 잠재적 증가에 대해 모두 섬세한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완전한 재관형성(recanalization)은 

임상적으로 예후의 개선1과 연관되어 있고, AIS에서 기계적 혈전 파괴와 약리적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혈관

내 혈관재형성 치료의 급격한 발전을 이끌었다. AIS에서 혈관내 치료는 세 가지의 주된 혈전증 관련 문제에 

직면했다: 혈전용해의 시작 또는 확대, 재폐색의 예방, 그리고 시술 연관 색전증의 예방이 그것이다. 혈전용

해는 혈소판응집을 증가시키고 섬유소 생성을 증가시키는 트롬빈의 생성을 통해 혈전이 잘 생성되도록 한

다. 재조합체조직플라스미노겐활성제(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rtPA)를 이용한 동맥내

(intra-arterial, IA) 혈전용해는 정맥주입 rtPA와 비교 시 낮은 재폐색률을 보인다(17% vs. 34%); 그러나 혈

관 열림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2,3 혈관내 치료는 카테터나 와이어, 기구로 인한 혈전생성

의 도입과 내피 손상으로 인한 혈전증의 위험 때문에 예방 항응고 치료를 필요로 한다. AIS의 혈관내 관리

에 대한 이번 시도는 보조적인 항혈전 치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지  혈

  Virchow’s triad는 혈전형성을 조장하는 요소로서 혈류의 변화, 내피 세포의 혈전성 및 순환하는 활성화된 

지혈 인자의 혈전성을 의미한다. 포함되는 혈소판 및 순환 응고인자는 혈전형성에 관여하는 2개의 주된 시

스템이다(Figures 1 and 2). 일차 지혈은 혈소판과 섬유소원(fibrinogen)으로 구성된 혈소판 응괴의 형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순환하는 응고인자를 포함한 이차 지혈과정을 통해 강화된다. 연속단계 과정은 혈소

판 부착, 활성화와 응집을 포함한 초기 혈소판 혈전 형성을 이끈다. 궁극적으로, 혈소판에 있는 당단백질

(glycoprotein, GP) IIb/IIIa 수용체에 섬유소원이나 von Willebrand factor가 부착되어 혈전을 형성한다. 혈
소판은 트롬빈(thrombin) 생성에 중요하며, 트롬빈은 혈소판 활성화의 유력한 자극제가 된다. 이 튼튼한 피

드백 회로는 혈전 형성을 촉진한다. 활성화된 GP IIb/IIIa 수용체는 섬유소원과 다른 유착성 단백질과 고도의 

결합 친화성을 가지며 응집을 촉진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혈전형성은 불활성화 상태의 전구물질 전효소 

플라스미노겐이 포함된 섬유소용해 시스템과 균형을 이룬다.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는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

제(tissue plasminogen activator)와 우로키나아제(urokinase) 플라스미노겐 활성제가 포함되며, 플라스미노겐을 

활성 단백분해효소인 플라스민으로 전환하는 데 이것은 혈전의 섬유소(fibrin)를 가용성 분해산물로 분해한다.

선택된 항혈전제의 기전

  AIS 환자에서 혈소판의 과활성화는 혈소판 연관 혈전증 치료의 목표가 된다. 이런 제제는 약간 다른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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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혈소판 혈전증을 

방해한다. Acetylsalicylic acid (aspirin, ASA)는 비

가역적으로 cyclooxygenase type 1 효소를 억제하여 혈소판

에서 트롬복산(thromboxane) A2의 생성을 감소시

키고 혈소판응집을 저해한다(Figure 1). Clopidogrel의 
활성 대사물은 비가역적으로 adenosine diphosphate
가 혈소판 표면에 결합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 차

단은 GP IIb/IIIa 수용체의 고도의 결합 친화상태로의 전

환을 방해하여 혈소판응집을 억제한다. Clopidogrel이 
혈소판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aspirin과 비

슷하다; 둘 다 비가역적으로 결합하며 혈소판의 수

명과 함께 지속된다. GP IIb/IIIa 수용체의 직접적

인 비가역적 결합은 abciximab과 같은 단일클론군 

항체와 함께 혈소판응집을 방해한다. 혈장에서의 

abciximab의 반감기는 약 10분 정도이다; 그러나 

혈소판 기능은 주입이 끝나고도 4~6시간 동안 저

해된 상태로 지속된다. Tirofiban과 eptifibatide는 
가역적인 GP IIb/IIIa 수용체 대항제인데 가역적이

고 낮은 결합 운동 친화력으로 인해 짧은 생물학적 

반감기를 가진다. 
응고 연속단계를 목표로 하는 제제들 역시 사용

되었는데 주로 헤파린이 포함되었다. 헤파린은 

antithrombin III에 고도의 결합친화력을 가지는 글

리코사미노글리칸인데, 이것은 응고 효소인 트롬

빈 (factor IIa), factor Xa, 그리고 factor IXa를 불활

성화시킨다(Figure 2). 헤파린의 반감기는 약 1.5시
간 정도이고, 항응고는 효과는 활성화된 부분트롬

보플라스틴시간이나 응고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AIS에서 혈관내 치료 시 항혈전제

IV 혈전용해는 치료시간 제한점이 있으므로 IA 
접근이 치료 시간을 확장시켜 줄 잠재성이 있는 방

법으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AIS에서 IA를 포함

한 혈관내 치료는 약리적 혈전용해를 투여하면서 

기계적 혈전 조작이나 제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rtPA를 이용한 IV 혈전용해의 재

관형성률은 약 19%인데,4 추가적인 IA rtPA 시 

60%에 달한다.5 비록 많은 플라스미노겐 활성제가 

있지만, 재관형성률에는 차이가 없다.6 기계적인 조

작을 한 IA 혈전용해 이후 재폐색은 나쁜 임상 예

후와 관련이 있다.2 이것은 보조적인 요법들이 재



Neurology 한국어판 Vol. 6 No. 2 5

관형성률을 높이고 임상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다

는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항응고 제제 

IA prourokinase (rpro-UK)에 더하여 헤파린은 

재관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

의하지는 않지만 고용량 헤파린 투여군에서 증상

성 두개내출혈(symptomatic intracranial hemorrhage, 
sICH)의 발생률(27.3%)이 저용량 헤파린 투여군

(6.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IA 혈전용

해의 보조적 요법으로서의 헤파린에 대해서는 철

저한 자료 검증은 부족한 상태이다. 혈관내 치료를 

하는 동안 IV 헤파린을 이용한 전신성 항응고 요법

은 이론적으로는 카테터 연관 색전증의 위험을 줄

이는 이점이 있다. 말단부 색전형성 발생은 혈관내 

뇌졸중 치료 중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쁜 예후와 관련 있는 재폐색은 18%의 경우에서 

발생하였다.8 말단부 색전형성은 기계적인 파괴나 

혈전용해제에 의한 혈전의 파괴로 발생하고, 재폐

색은 내피의 손상과 혈소판 연속단계의 재활성화

로 발생한다. 고분자(unfractionated) 헤파린이 시술

하는 동안 투여되었고, 활성화된 응고시간으로 감

시하였으며 목표 수치는 150초에서 200초였다.9 
Interventional Management of Stroke (IMS)와 PROACT 
Endovascular AIS Therapy trial에서 혈전이 확인되

면 2,000 units의 헤파린을 투여하였고, 시술 동안 

시간당 450 units를 투여하였다.5,7 조금 더 최근에, 
multi MERCI trial의 작은 규모의 후속연구에서 시

술 전후 중앙치 3,000 units의 IV 헤파린을 다양한 

방식의 혈관재형성 치료 중 사용하였는데 sICH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시술 전후 헤파린을 투여 받

은 군(24)에서 투여 받지 않은 군(27)보다 높지 않

았다.10

비경구 항혈소판 제제

혈전용해는 혈소판응집을 자극하는 트롬빈의 유

리를 유발하고 이론적으로는 혈전용해를 감속시킨

다. 혈전용해 후 혈소판 활성화는 성공적인 재관형

성 이후의 재폐색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주시는 AIS에서 혈전용해의 보조적 치료로 GP 
IIb/IIIa 제제의 사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

다. 초기 보고에서는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의 AIS 
환자에서 abciximab의 투여가 안전함을 보고하였

다11,12; 그러나 이후의 phase III Abciximab in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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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Stroke Trial (AbESTT-II)은 증상관련 

치명적인 두개내출혈 위험의 증가로 조기 종료되

었다.13

AIS의 혈관내 치료에서 abciximab의 사용은 많

이 연구되지 않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중재

적시술로 이루어진 증례 보고이다(Table).14-17 소규

모 기초 연구에서 IA 우로키나아제와 IV 투여의 

병행 투여가 IA 우로키나아제 단독 시술과 비교 시 

재관형성률이 개선되고 예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Abciximab은 증상 시작 3시간에서 6시
간 이내의 AIS 환자에게서 IA reteplase와 병용 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15 Abciximab은 급성 뇌졸중

에서 성공적인 혈전용해 후에 발생하는 재폐색에

서 쓰이는 것처럼 혈관내 동맥류 코일(coiling) 시
술을 하는 동안 혈전이 생성되는 경우 구조 요법으

로도 사용되었다.18 Abciximab은 혈관내 치료 시 보

완적인 치료 및 구조적 치료로 이점을 제공하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ReoPro Retavase Reperfusion 
of Stroke Safety Study-Imaging Evaluation (ROSIE) 
trial의 예비 결과는 abciximab이 증상 발생 3시간

에서 24시간 이내의 AIS 환자에게 reteplase와 병용 

투여가 안전하다고 보고하였다.19

Tirofiban과 eptifibatide는 짧은 반감기를 가지는 

매력적인 GP IIb/IIIa 억제제이다. rtPA와 tirofiban
를 함께 정맥 주입하는 것은 안전하며, rtPA 단독 

투여와 비교 시 병합 요법이 신경학적 예후의 개선

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뇌경색 크기가 더 작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20,21 Safety of Tirofiban 
in Acute Ischemic Stroke (SaTIS) trial은 무작위 배

정, 위약-대조군 연구인데 유의한 출혈 위험의 증

가가 없음을 보여주어 tirofiban의 안정성을 분명히 

하였다.22 Combined Approach to Lysis Utilizing 
Eptifibatide and rtPA in Acute Ischemic Stroke 
(CLEAR) trial에서 증상 시작 3시간 이내 환자에게

서 감량된 용량의 rtPA와 eptifibatide의 병용 투여

가 안전한 것을 보여주었다.23 AIS 환자에서 중간 

용량의 IV rtPA에 IV eptifibatide를 추가하는 요법

이 표준 IV rtPA 단독 요법보다 결과가 좋을 것임

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CLEAR-ER)가 진행 중에 

있다.24

다양한 방식의 혈관내 재관류 치료를 검토해 보

았을 때, IA 혈전용해와 GP IIb/IIIa 억제제의 병

용은 재관형성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이다.25 비록 

AIS에서 GP IIb/IIIa 차단의 이점에 대한 더 큰 규

모의 무작위 배정 연구가 필요하지만, AIS의 치료

에서 보조적인 치료로서 GP IIb/IIIa 억제제를 사용

하는 것이 재관형성률을 높이고 예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많은 문헌이 있다. 당단백질 
IIb/IIIa 억제제는 다양한 방식의 혈관내 치료 시 

난치 혈전이 있고, 말단의 색전형성이 존재하거나, 
부분적인 재관형성만이 이루어졌을 때 재관형성률

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적인 치료로 사용된다. 전신

성 그리고 부분성 투여 요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

다. 전신성 투여법은 부하용량을 포함하며 24시간 

동안 유지용량을 주입할 수도 있고,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용량법에 대해서는 수정된 요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용량은 심장 접근 시 사용하

는 것과 유사하고 0.25 mg/kg의 abciximab 부하용

량과 0.125 μg/kg/min의 유지 용량을 주입한다.
우리는 적은 부하용량인 10 mg IV만큼의 abciximab

을 혈관내 시술 이후 부분 재관형성 되거나 난치성

의 경우 사용하였고, 유지용량 주입은 사용하지 않

았다. GP IIb/IIIa의 부하용량 투여 이후 머리 CT 
촬영에서 ICH는 없었고, clopidogrel을 경구나 코

위관(nasogastric tube)으로 부하용량을 투여하였다. 

경구 항혈소판 제제

대부분의 프로토콜을 따라, 항혈소판제 치료는 

증상성 두개내출혈의 잠재적 위험의 증가 때문에 관

습적으로 IV 혈전용해 24시간 내에는 투여하지 않는

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aspirin과 thienopy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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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도체이다. Aspirin의 작용기전은 트롬복산 A2
와 Cox I과 연관되어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26 
Aspirin은 사망률과 뇌경색 재발에 있어 작지만 유

의한 감소 효과를 나타내며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투여가 권고된다27; 그러나 혈관내 재관형성에 있

어 aspirin의 역할은 확인되지 않았다. AIS에서 스

텐트 삽입을 통한 혈관재형성은 응급한 혈관재형

성 시 혈전용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출혈의 위험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28

Thienopyridines (ticlopidine, clopidogrel, prasugrel)
는 P2Y12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혈소판 활성화와 

응집을 억제한다. 이들은 간 효소인 cytochrome 
P450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

전적으로 다양하며, thienopyridine 내성과 관계있

다. Thienopyridine을 복용 중인 환자에서 재발성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항혈소판제의 효과를 시

험해보는 것은 다른 제제로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 
새로운 제제인 prasugrel은 clopidogrel에 비해 작용 

시간이 빠르며 혈소판 억제효과가 뛰어나다.26 이
러한 약력학은 혈관내 치료로 부분적 재관형성이 

이루어졌거나 기계적 또는 섬유소용해 국소 AIS 
치료에서 보조적인 치료로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스텐트 삽입 시에는 급성과 지연성 스텐

트 혈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혈소판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안전성과 용량, 약의 조합에 대해

서는 합의된 것이 없으나 몇몇 수술자는 빠른 흡수를 

위한 직장내 aspirin의 부하용량 투여와 thienopyridine 
산물 중 하나인 clopidogrel이나 ticlopidine을 매일 

aspirin과 함께 3개월간 투여한다.9

주로 phosphodiesterase를 억제하여 혈소판응집을 

저해하는 두 가지 제제로 dipyridamole과 cilostazol
이 있다. Dipyridamole은 aspirin과 함께 투여하거나 

aspirin 없이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 Dipyridamole 복
용 중단이 높은 이유는 두통을 포함한 부작용 때문

이며 스텐트 삽입 후 장기적 항혈소판 치료에 적합

하지 않게 만든다. Cilostazol은 조금 더 최근에 뇌

졸중의 이차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

은 phosphodiesterase type III 억제제에 더 선택적

으로 작용하며 dipyridamole과 유사하게 혈관 확장

효과가 있다.26 이러한 phosphodiesterase 억제제들

은 뇌졸중의 이차예방에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급성 혈관내 치료에서의 역할은 알려진 바가 없다.

고   찰 

AIS에서 혈관내 시술의 보조적인 항혈전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며 이 치료에 대해

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다.29 IA 약물치료

는 기계적인 혈전 처치나 제거의 보조적인 치료로 

이용되거나 혈전이 카테터로 접근 불가할 때 빈번

히 사용된다. 당단백질 IIb/IIIa 억제제는 성공적인 

혈관재형성 후의 재폐색의 치료로 비경구적으로 

투여할 수 있으며, 보조적인 치료로 큰 잠재성이 

있다. 경구 항혈소판 치료는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

을 감소시키기 위해 aspirin과 clopidogrel이 일반적

으로 사용된다. 복합 약물 요법은 혈관내 치료에서 

기계적 혈전 파괴의 보완요법으로 이론적으로 혈

전용해를 촉진하고 혈전생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복합 치료에 있어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분야이

다. 급성 허혈뇌졸중의 복합 치료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변수의 이상적인 조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혈전용해와 보조 제제의 최적용량, 혈
관내 치료의 종류 및 환자의 선택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뇌졸중의 크기와 중증의 임상적 결

손은 자발성 뇌출혈 및 치료와 연관된 sICH의 유

의한 위험인자로 제기되었고, 이런 환자들은 시술 

후 전신성 당단백질이나 복합 항혈전 치료를 고려

하지 않는다. 직장내 aspirin이나 prasugrel과 같은 

빠른 작용을 가지는 단일 제제가 이런 환자 군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혈관조영술

이 CT로 가능하게 된 것은 시술 전후의 항응고 및 

항혈전 치료의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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