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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허혈뇌혈관 질환 환자의 시술 전후 항혈전제 처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약에 대한 

전체 가이드라인은 논문의 온라인 부록 자료에 있다.

방법: 현실적인 권고사항을 담은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와 권고사항: 시술 전 항혈전제를 다루는 임상의는 약물 지속에 따른 출혈의 위험과 약물 중단에 따른 혈전

색전의 위험을 평가해야만 한다. 치과 시술을 받는 뇌졸중 환자는 통상적으로 아스피린을 유지해야 한다(Level 

A). 침습적 안구 마취, 백내장 수술, 피부과적 시술, 경직장 초음파유도 전립선 생검(transrectal ultrasound-guided 

prostate biopsy), 척수/경막외 시술, 그리고 수근관 수술을 받는 뇌졸중 환자는 대체로(probably) 아스피린을 유지

해야 한다(Level B). 유리체망막 수술, EMG, 경기관 폐 생검(transbronchial lung biopsy), 대장내시경 용종절

제술(colonoscopic polypectomy), 상부 내시경과 생검/조임근절개(sphicterotomy), 그리고 복부 초음파유도 

생검(abdominal ultrasound-guided biopsies)을 받는 일부 뇌졸중 환자들은 아마도(possibly) 아스피린을 유

지해야 할지도 모른다(Level C). 와파린을 복용하는 뇌졸중 환자는 치과 시술 시 통상적으로 와파린을 유지해야 

하며(Level A), 피부과적 시술을 할 때 대개는(probably) 와파린을 지속해야 한다(Level B). EMG, 전립선 시술, 

서혜부 탈장봉합술(inguinal herniorrhaphy)과 큰두렁정맥(great saphenous vein)의 흡열성 절제(endothermal 

ablation)를 받는 일부 환자들은 아마도(possibly) 와파린을 유지해야 할지 모른다. 신경과 의사는 안구 마취 시 

와파린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출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권고해야 하지만(Level B), 안과 연구들은 권고사

항을 만들기에는 통계적 정확성이 부족하다(Level U). 신경과 의사는 와파린이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을 할 때 

출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권고해야 한다(Level C). 장기적으로 항응고치료를 받던 환자에서 시술 전 헤파린 가

교치료(bridging therapy)가 혈전색전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지지하거나 반박하기에 근거가 부족

하다(Level U). 신경과 의사는 가교치료가 와파린 중단과 비교할 때 아마도(probably)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

다고 권고해야 한다(Level B). 와파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과 비교한 위험도 차이는 알 수 없다(Level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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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 의사는 종종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에서 항응고(anticoagulation, AC)와 항혈소판

(antiplatelet, AP) 제제를 침습적 시술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받는다. 이러한 

약물의 중단과 그에 따른 혈관 질환의 재발 위험과 이러한 약제의 유지에 따른 시술 전후 출혈 위험의 증가 

사이의 관계는 불확실하고, 환자의 처치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각각 차이가 난다. 
이 논문은 허혈뇌혈관 질환의 병력으로 AC나 AP를 복용중인 환자의 시술 전후 처치에 대한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의 발견, 결론과 권고사항을 요약하였다. 전체 가이드라인은 Neurology®의 웹사이트 www.neur-
ology.org의 부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4개의 질문에 대해 기술하였다: 

1. 항혈전제의 일시적 중단에 따른 혈전색전(thromboembolic, TE)의 위험은 어떠한가?
2. 항혈전제를 유지할 때 수술 전후 출혈 위험도는 어떠한가?
3. 만약 경구용 AC를 중단한다면, 가교치료를 해야만 하는가?
4. 항혈전제를 중단한다면, 언제 중단하여야 하는가?

분석 방법의 기술

미국신경과학회의 가이드라인 개발위원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Guideline Development 
Subcommittee (appendix e-1 and e-2)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하였다. 문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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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MEDLINE과 EMBASE를 통해 2011년 8월
에 시행하였다(appendices e-3 and e-4). 검색에서 

5,904개의 인용을 확인하였고 적절한 133개의 논

문을 포함하였으며, 바이어스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하고(appendix e-5) 근거에 따라 권고사항

을 만들었다(appendix e-6).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심방세동과 연관된 논문

도 포함)의 일차예방 또는 이차예방을 위해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적어도 

20명 이상을 포함하였으며, 대조군이 있고, 약물의 지

속이나 중단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중재와 결과 평가

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심혈관과 

뇌혈관 시술은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배제하였다. 
출혈은 GUSTO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1 중등도나 

중증의 출혈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하였다. 모
든 연구는 근거 표(Table e-1)에 나타내었고, 권고사

항에 대한 정보가 없는 Class III연구도 포함하였다. 

근거의 분석

일시적인 AP 약제의 중단에 따른 TE 위험도는 

어떠한가?

일시적인 AP 약제 중단에 의한 TE 위험도에 대

해 기술한 1개의 Class I 연구1와 2개의 Class II 연
구2,3에 근거하면, 아스피린을 중단하는 것은 뇌졸

중이나 일과성 허혈발작을 증가시키는 것과 대개

(probably) 연관되어 있다. 뇌졸중의 추정 위험도는 

아스피린 중단 기간에 따라 다양했다: 2주간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 RR)는 1.97이었고, 4주간 교차

비(odds ratio)는 3.4였으며, 5개월간 RR은 1.40이
었다(각각의 Class II 연구).

일시적인 AC 약제 중단에 따른 TE 위험도는 어

떠한가? 

AC 중단에 대한 연구는 AC 적응증이 다양하여 

TE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 수를 충분히 확보

하면서, 와파린을 지속하는 것과 중단(시술 전후 

헤파린 연결치료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포

함)하는 환자에서 TE 위험도를 비교한 연구는 없

었다. 하나의 Class I 연구4는 AC를 7일 이상 중단

하면 TE가 발생할 위험이 대개(probably)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R 5.5, 95% 신뢰구간 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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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Class I 연구).

항혈전제를 유지할 때 수술 전후 출혈의 위험도

는 어떠한가?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을 토대로 내린 결

론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

던 과정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위험도에 대한 정

량적 기술을 비롯한 특정 세부 사항은 전체 가이드

라인 문서를 참고해야 한다(www.neurology.org).

만약 경구용 AC를 중단한다면, 가교치료가 필요

한가? 

헤파린 가교치료를 할 때(vs 가교치료 없이 경구

용 AC를 중단) TE의 발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

지하거나 반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대

부분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헤파린 가교치료가 대

개(probably) 수술 전 후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

다고 제시한다(2개의 Class I 연구, 1개의 Class II 
연구, 그리고 1개의 Class III 연구가 위험이 증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1개의 Class I 연구는 위험도

의 증가가 크지 않다고 보여준다).
경구용 AC를 유지하는 것과 헤파린 가교치료를 

하는 데 있어 TE 발생의 위험에 대해서는 지지하

거나 반박할 근거가 부족하다. 하나의 Class I 연구

에서는 치과 시술에서 저분자량 헤파린 가교치료

와 AC를 유지하는 것은 출혈의 위험이 대개

(probably)는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항혈전제를 중단한다면, 언제 중단하여야 하는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임상적 맥락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항혈전 효과가 지속

되는 기간은 7일 정도로 추정된다.5 단일 용량의 와

파린이 작용하는 기간은 2일에서 5일로 추정된다.5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항혈전 효과를 반전시

키기 위해 시술 전 AP 제제는 7일에서 10일간 중

단하고 와파린은 5일간 중단하기를 권고한다.6 
항혈전제를 중단하는 것은 TE의 발생 위험을 증

가시킨다. 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혈전제 중

단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항혈전제 중단의 위험과 이점을 고려할 때, 바람

직하지 않은 결과의 빈도와 장기적인 예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TE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다. 이와 반

대로, 출혈은 발생하였을 때 비교적 경미한 결과를 

일으킨다. 시술 전 후 항혈전 치료에 대한 결정은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여 결

정된다.
환자의 선호도는 이러한 위험-이득 관계를 판단

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심방세동 환자와 주치의들

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와파린의 경우 평균 17.4회, 아스피린의 경우 

14.7회의 과도한 출혈 빈도를 감수할 의향을 보였

다. 이 연구 가이드라인 응용에 대한 표본 임상 시

나리오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권고사항

1. 임상의사는 질 높은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도 시술 전후 약제 중단에 따른 TE 위험도와 약

제 유지에 따른 출혈의 위험도를 개별 환자에 맞추

어 항혈전약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심지어 항혈전약제로 인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출혈이 약간 증가하거나 출혈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배제하기에 근거가 부족할 때도 의사는 위험과 TE
의 이환이 이러한 출혈과 관련된 위험을 넘어서는

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2. 신경과 의사는 뇌졸중 이차예방을 위해 아스

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와 그들의 의사에게 아스피

린 중단이 대개(probably) 뇌졸중과 TIA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권고해야 한다(Level B).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추정치는 연구마다 다르고 아스피린 

중단기간에 따라 다르다.
3. 신경과 의사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AC를 복

용하는 환자에게 서로 다른 시술 전후 AC 치료 전

략(경구용 AC 유지 또는 헤파린 가교치료를 하거

나 하지 않으면서 중단하는 것)과 관련된 TE의 위

험도는 알 수 없지만(Level U), TE의 합병증의 위

험도는 AC 중단 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 대개

(probably) 더 높다(Level B).
4.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아스피린을 

유지하는 것이 치과 시술 시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

혈 합병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권고

해야 한다(Level A). 최소한의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혈 위험도를 감안할 때, 치과 시술을 받는 뇌졸

중 환자는 통상적으로 아스피린을 유지해야 한다

(Level A).
5.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가 침습적인 안구 마

취, 백내장 수술, 피부과적 시술, 경직장 초음파유도 

전립선 생검(transrectal ultrasound-guided pro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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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sy), 척수/경막외 시술, 그리고 수근관 수술을 

받을 때 아스피린을 유지하는 것이 대개는

(probably)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혈 합병증을 증가

시키지 않는다고 권고해야 한다(Level B). 최소한

의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혈 위험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시술을 받는 뇌졸중 환자는 아스피린을 유

지해야만 한다(Level B).
6. 유리체망막 수술, EMG, 경기관 폐 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대장내시경 용종절제

술(colonoscopic polypectomy), 상부 내시경을 통

한 생검, 조임근절개(sphicterotomy), 그리고 복부 

초음파유도 생검(abdominal ultrasound-guided bi-
opsies)을 받을 때 아스피린을 유지하는 것은 임상

적으로 중요한 출혈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최
소한의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혈 위험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술을 

받는 특정 환자는 가능하면(possibly) 아스피린을 

유지해야 한다(Level C).
7. 출혈 부작용이 드물기는 하지만, 전립선의 경

요도 절제에 대한 연구에서 아스피린 유지와 연관

되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혈이 발생할 위험을 배

제하기에는 통계적 정확성이 부족하다(Level U).
8.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가 정형외과적 고관

절 시술을 받을 때 대개(probably) 출혈 위험이 증

가한다고 권고해야 한다(Level B).
9. 신경과 의사는 대부분의 경우 시술 전후 클로

피도그렐, 티클로피딘(ticlopidine) 또는 아스피린/
디피리다몰(dipyridamole) 처치에 대해 권고사항을 

만들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언해야 한다

(Level U). 아스피린 권고사항을 특정 다른 AP 약
제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10.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치과 시술 시 

와파린 유지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혈 부작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권고해야 한다

(Level A). 최소한의 출혈 위험을 감안할 때, 통상

적으로 뇌졸중 환자가 치과 시술을 받을 때 와파린

을 유지해야 한다(Level A). 
11. 와파린을 복용중인 환자는 서로 다른 종류와 

모순되는 연구로 이루어진 메타분석에 근거하면 

대개(probably) 피부과적 시술을 하는 동안 출혈의 

위험이 아주 약간(1.2%) 증가한다고 권고해야 한

다(Level B). 피부과 시술을 하는 환자는 대개는

(probably) 와파린을 유지하여야 한다(Level B).
12.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와파린을 유지

하는 것이 안구 마취와 관련하여 임상적으로 중요

한 출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권고해야 한다

(Level B). 그러나 안과적 시술을 하는 동안 AC 치
료는 마취 후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비록 출혈 부작용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안과 

연구(안구 마취 관련 이외)는 와파린 유지에 따른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혈의 위험을 배제하기에는 

통계적 정확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안과적 시술 시 

와파린 중단에 대한 임상적 권고사항을 만들기에

는 근거가 부족하다(Level U).
13. 와파린은 EMG, 전립선 시술, 서혜부 탈장봉

합술(inguinal herniorrhaphy)과 큰두렁정맥(great 
saphenous vein)의 흡열성 절제(endothermal ablation)
와 관련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혈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술을 받는 환자는 가

능한(possibly) 와파린을 유지해야 한다(Level C).
14.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을 받을 때 와파린을 유지하면 출혈이 증가

할 수 있다고 권고해야 한다(Level C). 따라서 이 

시술을 받는 환자는 가능하면(possibly) 일시적으

로 와파린을 중단해야 한다(Level C).
15. 신경과 의사는 와파린이 아닌 경구용 AC에 

대한 적절한 시술 전 후 처치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을 만들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언해야 한다

(Level U). 와파린의 권고사항을 특성 다른 AC 약
제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16. 장기적으로 항응고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헤

파린 가교치료를 하는 것이 경구용 AC를 중단하

거나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TE가 차이가 있는 

지를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와파린을 복

용하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헤파린 가교치료가 AC
를 중단하는 것보다 출혈을 증가시킬 수(probably) 
있다고 권고해야 한다(Level B). 가교치료는 대개

는(probably) 치과 치료에서 와파린을 유지하는 것

과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출혈을 감소시키

지 않지만, 다른 시술에서 연결치료와 와파린 유지

를 비교한 출혈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가
교치료의 이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교치

료가 대개(probably)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가교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Level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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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ample clinical scenarios for guideline application. Clinical sce-
nario 1: Patient A is a 65-year-old man with a history of hyper-
tension and hypercholesterolemia who had a stroke 1 year ago 
attributed to intracranial large-artery atherosclerosis. He has 
mild residual left hemiparesis, and his secondary stroke pre-
vention therapy includes risk factor control and aspirin 325 mg 
daily. He is due for routine colonoscopy screening. His neurolo-
gist reviews the guideline and assesses that the patient’s risk for 
recurrent stroke includes his known intracranial large-artery 
atherosclerotic event. Given that the patient may not need poly-
pectomy with his colonoscopy, that the risk difference for bleed-
ing with polypectomy associated with aspirin is approximately 
2.0%, and that bleeding with polypectomy is likely to have lower 
morbidity risk than recurrent stroke risk, the neurologist recom-
mends that aspirin be continued pericolonoscopy and obtains 
the opinions of both the patient and his gastrointestinal 
physician. The patient wants to have his colonoscopy, as his 
cousin was recently diagnosed with colon cancer, and is willing 
to accept an increased bleeding risk to avoid recurrent stroke. 
Thus, he proceeds with colonoscopy and possible polypectomy 
while continuing aspirin 325 mg daily. Clinical scenario 2: 
Patient B is a 70-year-old woman who had a small-vessel dis-
tribution ischemic stroke associated with uncontrolled hyper-
tension 5 years previously. She has no residual deficits and has 
been diligent in controlling her vascular risk factors. She has re-
cently been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requiring mastectomy. 
Her neurologist reviews the guideline and notes that there is 
minimal literature for the risks associated with more invasive 
procedures. The neurologist counsels the patient and her oncolo-
gist that the patient likely has a relatively low risk of recurrent 
stroke with brief aspirin cessation and that there is little research 
on bleeding risks with aspirin during invasive procedures. 
Together, they choose to stop the aspirin 7 days before the sur-
gery and restart it the day after the surgery. The importance of 
restarting the aspirin postoperatively is stressed, and a specific 
start date is provided to the patient. Clinical scenario 3: Patient C 
is a 60-year-old man with chronic atrial fibrillation and prior car-
dioembolic stroke treated with chronic warfarin. He is the pri-
mary caregiver for his wife with Alzheimer disease, but his cata-
racts have worsened to the degree that surgery is needed for him 
to continue to care for her and drive her to appointments. The 
patient’s neurologist reviews the guideline and finds that the 
risks associated with warfarin during ophthalmologic proce-
dures have not been established with sufficient precision. The pa-
tient feels strongly, however, that he would rather tolerate the 
chance of increased bleeding complications than risk a recurrent 
cardioembolic stroke that might impair his ability to care for his 
wife. Given the risk–benefit ratio and patient preference, the 
ophthalmologist, neurologist, and patient decide to continue 
warfarin during the catarac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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