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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기존 임상 시험과 관찰 연구에서 보고된 무증상 환자의 경동맥내막절제술(carotid endarterectomy, CEA)의 시간에 따른 

안전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방법: MEDLINE, EMBASE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carotid”, “endarterectomy”, “asymptomatic”의 용어를 이용하여 1947년부

터 2014년 8월 23일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 중, 50-99%의 협착을 보이는 무증상 환자와 관련된 문헌들을 포함하였고, 

적은 환자 수의 연구들은 제외하였다. 일차 평가 변수는 30일째 뇌졸중 발생 혹은 사망을 사용하였고 이차 평가 변수는 30일

째 모든 원인의 사망으로 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random-effects meta-regression for registry data 와 trial data graphical 

interpretation alone을 이용하였다.

결과: 1983년과 2013년 사이에 시행된 여섯 개의 임상시험(4,431개의 수술) 자료와 47개의 지역기반 등록 체계(204,622개의 수

술) 자료를 이용하였다. 등록체계 자료 분석 결과 1991년과 2010년 사이, 수술 전후 뇌졸중 혹은 사망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감

소하였으며, 이는 연당 6% 감소한 수치이다(95% 신용구간[credible interval, CrI] 4-7%; P<0.001). 수술 후 모든 원인의 사망은 
연당 5% 감소(95% CrI 3-9%; P<0.001)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임상시험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결론: CEA는 이전보다 안전하며, 많은 환자 수의 등록체계 자료 결과는 임상시험 자료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CEA 결과

의 새로운 평가 기준점은 뇌졸중 혹은 사망에 대한 위험은 1.2%, 사망에 대한 위험은 0.4%이다. 이러한 정보는 의료 질 개선 활

동, 의료비용 제공자, 무증상 환자의 재개통 치료의 장기 이익을 재평가하는 향후 이루어질 임상 시험들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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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환자의 경동맥내막절제술(carotid endarterectomy, CEA)은 병변 측 뇌졸중의 장기 예방을 위해 1970년대에 처
음 시작되었으며1 현재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CEA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2 그러나 가장 최근의 대규모 임상 시험인 
Asymptomatic Carotid Surgery Trial 1 (ACST-1)에서 보여준 10년 동안의 절대 위험 감소율은 4.6%밖에 되지 않았다.3,4

최근 약물치료의 발달로 인해 병변 측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률은 점점 감소하였으며,5 최근의 코호트 연구에서 50-
99%의 무증상 협착을 가진 환자의 연간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은 0.3-0.8% 정도로6-8 ACST의 0.96%보다 낮았다.4 
CEA가 향후에도 효과인 치료임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은 수술 전후 결과가 임상 시험에서 뿐 아니라, 실
제 임상에서도 더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경동맥의 50-90%의 협착을 보이는 무증상 환자에게서 CEA의 수술 전후 안전성이 시간에 따

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체계적 고찰을 통해 알아보기 위함이다. 증상성 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9 무증상 환자의 
재개통 치료의 이익은 덜 뚜렷하기 때문에 수술 안전도의 충분한 개선 없이는 무증상 환자의 재개통 치료는 역사 속
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다. 본 분석은 환자, 임상의사, 임상시험을 구상하거나, 안전한 수술 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기준 
점을 잡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방     법

검색 전략 및 선정 기준

2014년 8월 23일, 두 명의 독립적인 연구자(A.B.M., M.I.Q.)들이 “Preferred Reporting Instruction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guidelines”에 따라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10 MEDLINE과 EMBASE 자료
에서 “carotid”, “endarterectomy”와 “asymptomatic”로 하여 1947년 8월 23일과 2014년 사이의 모든 출판된 연구들을 
검색하였다. 검색 시 필터나 제한을 이용하지 않았다. 의견 불일치의 경우 다른 독립된 연구자(A.T.)가 최종적으로 조
율하였다. 자세한 검색 진행과정은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모든 언어로 출판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등록된 임상시험 혹은 수술 등록체계;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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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99%의 협착을 보이는 환자들로 병변 측 혹은 반
대측의 최근 증상이 없었던 경우; 30일째 수술 전 후 뇌
졸중 혹은 사망의 자료가 추출 가능한 경우. 다음 6가지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 되면 그 연구는 제외되었다: 
(1) 전적으로 경동맥 성형술이나 스탠트 삽입만을 고려
한 연구; (2) 재발한, 혹은 동맥경화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경동맥 질환으로 수술하는 경우; (3) 단계적으로 
반대측 경동맥 시술이나, 심장 시술을 함께 진행하는 경
우; (4) 종설 논문, 사설, 편지, 증례, 증례 시리즈, 동물 
실험, 동맥경화에 의한 경동맥 판의 모양이나 조직학과 
관련된 연구; (5) 수술 전후 위험이 1% 정도 차이가 나
는 것을 고려 시, 환자 수가 적은 연구에서는 정확한 결
과를 보일 수 없다고 생각되어, 100개 미만의 무증상성 
환자 수술을 보고하는 경우11; (6) 10년 이상 지속되었
던 연구들은 제외되었다. 한 연구에서12 1976년 7월 과 
1993년 11월 사이에 12개의 등록체계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하였으나, 이는 17년동안의 결과가 합산되어, 본 
연구의 목적과 합당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데이터 추출

논문의 제목, 초록, 전편을 심사하였으며, 충분한 자료

가 없는 경우 e-mail을 통해 저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
구하였다. 두 개의 자료 군으로 나누어 수집 후 분석하
였다: 임상 시험 자료 와 임상 등록 체계(Table e-1 및 
e-2). 자료가 군집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명의 환자
에게서 한 쪽 동맥의 자료만 추출되었다. 질에 대한 평
가는 임상 등록 체계 연구에 최적화된 CONSORT13 
(Table e-3 및 e-4)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수술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였던 지표인, 30일째 수술 전후 발생한 
뇌졸중 혹은 사망을 일차 평가 변수로 채택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CEA의 국제 가이드라인에 있는 
안전 지표이다.14,15 이차 평가 변수는 모든 종류의 사망
을 포함했으며, 이는 신경과 의사의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아 편향을 보고하는 데 있어 덜 민감하다.9 심근경색
에 관한 자료들은 사용 가능하였으나 시간에 따라 심근
경색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16 오직 3개의 임상 시험 자
료만 사용하였다. 평가 변수들은 개별 연구의 연구자 평
가를 사용하였으며, 본 분석을 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
어지지 않았다. 각 사건의 빈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 되었다: 분모는 무작위 배정된 수(즉, per-protocol 
분석)가 아닌 실제 이루어진 CEA의 수를 이용하였다. 
분자는 수술 30일째 평가한 사건의 수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한 사람의 독립적인 통계학자(A.J.F)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 별로 30일째 수술 전후 사건의 수와 
전체 수술의 수가 임상시험 기간 중 보고되었다. 이러한 
형식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사건 발생률은 환자 등
록 기간의 중간 지점의 30일째 수술 전후 사건 발생률로 
사용하였다. 임상시험 자료와 등록체계 자료는 따로 분
석되었다. 임상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적은 수의 연구들로 
인해 산점도의 자료를 눈으로 읽어 사용하여 제한이 따
랐다(Figure 2와 3). 임상 등록체계 연구들은 logistic me-
ta-regression random-effects model for the intercept의 
방법으로 30일째 발생률을 결과로 시간을 설명 공변량으
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ure 4와 5). Random-effects 
meta-regression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포함된 연구들 간
의 다른 변수들은 무작위로 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적인 수술 전후 결과에 대한 시간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별첨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JAGS 3.4.0 버전을 이
용하여 베이지안 접근법을 이용하였다.17

결    과

배제된 연구

현재 진행 중인 Stent-Protected Angioplasty in As-
ymptomatic Carotid Artery Stenosis vs. Endarterectomy 

Figure 1 Preferred Reporting Instruction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es diagram illustrates 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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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2),18 Asymptomatic Carotid Surgery Trial 2 
(ACST-2),19 European Carotid Surgery Trial 2 (ECST-
2)의 자료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고위험 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한 Data from Stenting and Angioplasty with 
Protection in Patients at High Risk for Endarterectomy 
(SAPPHIRE)의 자료도 배제되었다.20 각 연구에서 무
증상 환자에게 시행한 100개 이하의 CEA 결과(범위: 
7-84개)를 보고한 4개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의 자료
들은 포함되지 않았다.21-24 최종적으로 6개의 임상시험 
자료와3,4,25-28 47개의 등록체계가 보고된 17개의 연구 
결과가 사용되었다.29-45

포함된 연구의 특성

1983년과 2008년 사이 총 6개의 임상시험에서 
4,431개의 경동맥내막절제술 자료가 사용 가능하였다. 
1991년과 2013년 사이에 총 47개의 임상 등록체계에서 
204,622의 경동맥내막절제술 자료가 사용 가능하였다. 

각 사건의 발생률, 각 임상시험의 특징과 임상시험 등록
에 관한 자료는 Table e-1와 e-2에서 확인 가능하다.

6개의 시험 중 4개는 북미에서 2개는 유럽에서 진행
되었다. 5개는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었고 1개는 잘 
진행된 양질의 코호트 연구였다.27 한 연구에 포함된 경
동맥내막절제술의 수는 170에서 1,405개였다. 수술자
의 경험은 최소 일년에 25에서 50개의 수술을 2년 이
상 수행하면서25 뇌졸중 혹은 사망의 발생률이 3% 미
만인 의료진으로 구성되었다.27 모든 임상시험에 포함
된 환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은 비슷하여 나이는 
64-72세였고 65-70%의 환자가 남자였다. 내과적 치
료는 Veterans Affairs 연구에서는 아스피린만 사용하
였으며,; Asymptomatic Carotid Atherosclerosis Study 
(ACAS) 연구에서는 아스피린과 위험인자 조절, ACST 
연구와 Carotid Revascularization Endarterectomy ver-
sus Stenting Trial (CREST)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스타
틴, 항고혈압제가 사용되었으며; General Anaesthesia 
Versus Local Anaesthesia for Carotid Surgery (GALA) 
연구와 Carotid Revascularization Using Endarterecto-
my or Stenting Systems (CaRESS) 연구에서는 언급되
지 않았다. 등록 기준은 Veterans Affairs에서는 50-99%
의 협착, CaRESS 연구에서는 75-99% 협착이었으며, 
GALA 연구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무증상 협착은 Vet-
erans Affairs 연구에서는 “뇌경색이 없는 경우”, ACAS
에서는 “뇌혈관계 사건 혹은 지난 45일 이내 반대측 대
뇌 반구에 합당한 증상이 없는 경우”, ACST와 CREST
에서는 “뇌졸중, 일과성허혈성 발작, 또는 관련된 신경
학적 증상이 지난 6개월간 없는 경우”로 정의되었다. 
GALA 연구와 CaRESS 연구에서는 따로 정의되어 있
지 않았다. 평가 변수의 판단은 모든 경우에 독립된 신
경과 의료진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6개 중 4개의 연구
에서 눈가림한 평가 변수 위원회가 존재하였다. 6개 중, 
4개의 연구는 정부 혹은 자선 기금으로 진행되었고, 하
나는 회사에서 지원하였고 남은 하나는 정부 혹은 자선
기금과 회사 지원을 모두 받았다.

47개의 등록체계 연구 중, 미국에서 17개, 독일에서 
11개 캐나다와 영국에서 각각 4개, 스웨덴에서 3개 호
주에서 2개,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노
르웨이, 스위스에서 각 1개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혈
관 학회, 보상 청구, 재향 군인 자료 등록체계, 지역 조
사로 이루어졌다. 한 등록체계당 동맥내막절제술의 수
는 113에서 17,962개이었다. 수술자의 경험이나 환자
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내과적 치료나 연구 재원에 관한 
정보는 없었다. 오직 한 연구만이 독립된 신경과 의료진
에 의해 수술 후 평가된 자료를 일부(7%) 포함하고 있
었다.34 등록 기준은 “병변 측 뇌경색의 병력이 없는 경

Figure 2 Temporal trends in 30-day perioperative stroke or death incidence in
clinical trials

Horizontal bar corresponds to recruitment period and size of bubble proportional to preci-
sion (reciprocal of variance) of results. ACAS 5 Asymptomatic Carotid Atherosclerosis
Study; ACST 5 Asymptomatic Carotid Surgery Trial; CaRESS 5 Carotid Revascularization
Using Endarterectomy or Stenting Systems; CREST 5 Carotid Revascularization Endarter-
ectomy versus Stenting Trial; GALA 5 General Anaesthesia Versus Local Anaesthesia for
Carotid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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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33부터 “병변 측 대뇌 반구 증상이 지난 6개월간 없
는 경우”38까지이었고 6개의 경우에는 언급이 없었다. 
제외 조건은 다양했다. Medicare claims registries에서
는 의료 비용 상환 목적으로 환자의 자료가 연속적으로 
수집되었음을 가정하였다. 단 다른 자료들에서는 이 가
정이 필수적이지는 않았다.

임상시험 결과의 시간에 따른 변화

Figure 2에 있는 산점도는 수술 후 30일째 뇌졸중 및 
사망의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Veterans Affairs 연구에
서 4.3%였던 것이 CaRESS와 CREST 연구에서 1.8%
까지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Veterans Affairs와 ACAS 결과의 유효성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연구의 결과 없이 이러한 경향이 지
속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뿐만 아니라, 초기 임상시
험인 Veterans Affairs와 ACAS의 경우, 0.4-1.2%의 환
자들이 뇌졸중 혹은 사망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초음파
가 사용되기 이전에 일률적으로 진단적 동맥조영술을 

시행했던 것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동맥조영술의 합
병증은 30일째 결과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추가 자료
에 제시되어 있다.
수술 전후 사망을 따로 분석 시에(Figure 3), Vet-

erans Affair 연구에서 1.9%이었던 것이, CaRESS와 
CREST 연구에서 <0.2%으로 감소하여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 역시 Veterans Affairs와 ACAS 결과에 의존
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 결과 없이 이런 경향
이 지속될지 이 또한 미지수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Vet-
erans Affairs와 ACAS 연구에서 모두 0-0.2%의 환자들
에게서 혈관조영술로 인한 수술 전 사망이 있었다.

등록체계연구 결과의 시간에 따른 변화

1991년과 2013년 사이, 30일째 뇌졸중 및 사망의 발
생률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교차비가 0.94 (95% credible interval [CrI] 0.93–0.96, 
p < 0.001)으로 연간 감소로 따지면 매년 평균 6%정
도 감소하였다. 등록체계를 이용한 자료는 이질성이 높
게 측정되었다(I2 = 78, 95% CrI 70–85%). 기대되는 뇌
졸중 및 사망의 발생률은 1992년에는 3.9% (95% CrI 
3.0–4.9%) 와 95% 예측 구간(predictive interval, PrI)은 
1.9–7.7%이었고, 연구 자료의 마지막 시점인 2013년에
는 1.2% (95% CrI 1.0–1.5%)와 95% PrI는 0.6–2.4%
이었다. 이는 수술 전 동맥조영술에 의한 사건은 제외한 
수치이다.
이와 비슷하게, 30일째 사망률 역시 1991년에서 

2013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교
차비는 0.95 (95% CrI 0.92–0.97, p < 0.001)으로, 연
간 평균 5%의 사망률 감소를 보였다. 사망이라는 견
고한 종료점(endpoint)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등
록체계간 이질성은 높게 관찰되었다(I2 = 57% [95% 
CrI 18–77%]). 1992년도의 평균 사망률은 1.3% (95% 
CrI 0.9–1.8%)이었고 95% PrI는 0.6–2.5%이었다. 연
구 자료의 마지막 시점인 2013년에는 0.4% (95% CrI 
0.3–0.5%)이었고 95% PrI는 0.2–0.8%이었다. 이는 수
술 전 동맥조영술에 의한 사건은 제외한 수치이다.

연구간 이질성

각 연구의 코크란 Q의 후방 중간 기여도 분포에 따
르면, 연구간 이질성은 5개의 연구에 의한 것이었다: 이 
중 4개의 연구는 뇌졸중 및 사망 발생률32,37,40,43 (Vikat-
maa et al.40: Italy data from VASCUNET [2007–2009])
에 관한 것이었고 1개36는 사망률에 관한 것이었다. 민
감도 검사는 이 자료를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예상한대로 이질성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차비 추정치는 기존 분석과 유의한 변화를 보

Figure 3 Temporal trends in 30-day perioperative death incidence in clinical
trials

Horizontal bar corresponds to recruitment period and size of bubble proportional to preci-
sion of results. ACAS 5 Asymptomatic Carotid Atherosclerosis Study; ACST 5 Asymptom-
atic Carotid Surgery Trial; CaRESS 5 Carotid Revascularization Using Endarterectomy or
Stenting Systems; CREST 5 Carotid Revascularization Endarterectomy versus Stenting
Trial; GALA 5 General Anaesthesia Versus Local Anaesthesia for Carotid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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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지난 30년간의 많은 수의 대규모 국제 
등록체계 연구와 임상 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일
째 뇌졸중 및 사망의 평균 발생률이 4%에서, 2013년에 
1.5%정도로 2/3 가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술 안전도
에 관한 변화는 등록체계 연구에서는 뚜렷하였으나, 임
상시험 자료의 경우 덜 뚜렷하였는데 이는 제한된 자료 
때문일 수도 있다. 등록체계 연구에서 1992년과 2013의 
95% 예측구간이 겹치는 것을 보면, 1992년에 좋은 결과
를 보이던 기관들이 2013년 나쁜 결과를 보이는 기관들
과 결과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수술 안전도에 있어 시간에 따라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 
또한 초기 연구들은 일률적으로 진단적 혈관조영술을 모
두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1%정도의 수술 전 

뇌졸중이 발생하였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망만 따로 
떼서 보았을 때도, 지난 30년간 >1% 에서 <0.5%으로 줄
어들어 전체 발생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뇌졸중과 사망 발생률뿐만 아니라 비교적 견고한 종

료점인 사망률에 있어서도 등록체계 연구결과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다. 이는 낮은 질의 연구들이 포함되어 발
생한, 선택 치우침, 수술자의 경험치 차이, 판정과 보고
에 의한 치우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무증상에 대
한 명백한 정의, 협착도 측정 방법, 동반된 내과적 치료, 
종료점 판단기준, 수술의 기술도, 수술 전후에 사용되는 
약물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이질성의 원인을 더욱 자세
히 찾아볼 수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2013년의 좋지 않
은 성과를 내는 기관들과 비슷한 정도의 결과들이 2000
년 이전에도 성과가 좋은 기관들에서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분석은 없

었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시행된 임상 시험 연구와 
등록체계 연구 자료를 따로 분석하여 무증상 환자들의 
평균적인 CEA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실제로 달성되는 내용과 함께 달성될 수 있는 정
보를 제공 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관의 선택적인 결과와 
광범위하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 결과를 비교하
였다. 시간에 따른 뇌졸중 및 사망의 발생률의 변화는 
견고한 종료점인 사망률과 시간에 따른 비슷한 변화를 
보였으며, 등록체계 자료에서 이질성의 원인이 될만한 
자료들을 제거한 후에도 결과는 비슷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개개 연구 결과들이 연구 시행 시간의 범위로 주어지
고, 일부 연구들이 긴 기간 동안 시행되어, 결과를 일년
의 단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없었다. 이는 10년 이상의 
오래 걸린 연구들을 배제하고, 연구가 진행된 기간의 중
간 지점을 이용하여 그 시점의 30일째 발생률로 설명함
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일부 환자들이 하
나 이상의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약간의 군집화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경동맥 수술에 있어 의료 양과 
결과 사이에는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46 따
라서 등록체계 연구는 의료의 양이 크고 안전성이 높은 
기관들 위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관 
외부에서의 위험도는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없다. 네 번
째, 등록체계에 의한 자료가 임상 연구 자료보다 덜 견
고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등록체계 
연구 자료를 잘 결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하였다: 등록체계 자료는 실제 임상을 잘 반영하고, 
많은 수의 환자로 구성되어 발생률이 낮은 사건의 시간
에 따란 변화를 찾기에 더 강력한 힘을 지니며, 미국이

Figure 4 Temporal trends in 30-day perioperative stroke or death incidence in
clinical registries

Meta-regression using random effects model with bubble size proportional to study preci-
s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30-day perioperative stroke or death
incidence over the period 1991–2013, odds ratio 0.94 (95% credible interval 0.93–0.96,
p , 0.001), translating into a 6% year on year mean risk reduction. The limits of the 95%
credible interval and prediction interval have been drawn respectively in red and in blue.
These data do not include preprocedural arteriography-related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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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된 무작위 시험 결과가 보고
되려면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결과를 보고하는데 5년 까
지도 걸리므로, 비교적 최신의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문제는 임상시험 자료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결
과의 일관성을 찾고, 신경과 의료진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사망률을 종료점으로 지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협착 정도에 따른 하위그룹의 자료를 
추출할 수 없어 하위그룹의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그러
나, 협착의 정도는 뇌졸중의 재발에 대한 약한 예측인자
이고47, ACAS3나 ACST4에서 경동맥내막절제술의 이
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술의 위험도를 따지
는데 있어서 크게 관계가 없다. 여섯째, 임상 시험자료
의 적은 양으로 인해 동떨어진 자료에 의해 민감하게 결
과가 반응할 수 있어 정량적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마지
막으로 Veterans Affairs 연구 결과는 동떨어진 자료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이루
어진 미국의 증례 시리즈들도 7.7%48와 4.2%49 정도의 

수술 전 후 뇌졸중 발생률과 3.1%정도의 사망률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 Veterans 
Affairs의 결과와 잘 부합한다.
증상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 결과. 

1985년과 2008년 9월 사이에 뚜렷한 수술 결과의 변화
는 관찰되지 않았다.9 이 기간 동안 환자들은 뇌졸중 발
생 후 더 빨리, 더 고령에서 수술을 받아 수술 전후 위험
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었다.50 무증상 경동맥 임의 수술
은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술 전에 약물 치료를 
최적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선택에 있어 더욱 엄격할 수 
있어 증상성 경동맥 수술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 될 수 있다. 지난 

30년간 CEA에 의한 수술 전후 뇌졸중 및 사망 발생률
과 사망률은 2/3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
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으
리라 생각한다: 수술의 기술적 숙련도 증가, 수술 전 스
타틴 제재51 및 복합 항혈소판제재의 사용,52 수술 후 혈
압 조절,53 환자 선택의 향상, 경동맥 수술의 집중화,46 
패치를 이용한 수술 마감.54 예를 들어 초기의 Veterans 
Affairs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나, 
2007년의 ACST-1에서는 80% 이상의 환자들이 항고혈
압제와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었다.4 ACST-1의 초기 결
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75세 이상의 환자들도 일률적으
로 수술을 하였으나, 이 임상시험 이후 유럽 가이드라인
이 바뀌어 남자의 경우 75세까지, 여자의 경우 55세 이
하까지만 수술을 권유하도록 하였다.55 영국에서 의료
의 양이 많은 대규모 기관의 결과들이 출판되면서 혈관 
학회에서는 더 적은 양의 대규모 혈관 유닛만 유지할 것
을 권장하였다.56 마지막으로 패치의 사용이 수술 전후 
뇌졸중 및 사망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코크란 리뷰의 
보고가 있었다.54 이러한 인자들의 다양한 효과를 알아
보려면, 지속적인 국가의 심사를 통해 기관별로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확장되
어 개별 외과의사별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
은 국제적으로 수술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외
과의와 임상시험을 진행하거나, 의료비용 상환과 관련
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몇 몇 학자들은 최근 약물의 발달로 무증상 동맥경

화 환자에게 CEA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차 예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EUROASPIRE 
연구에 의하면 많은 수의 유럽 인구가 심혈관 위험인자
인 담배, 고혈압 당뇨와 비만을 조절하는데 실패한다고 
한다.57 뇌졸중의 위험이 많고 최선의 약물치료에 불구
하고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있어 예방
적 경동맥 수술도 치료 방법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의사와 환자에 대한 본 연구의 의미는 자주 인용되

Figure 5 Temporal trends in 30-day perioperative death incidence in clinical
registries

Meta-regression using random effects model with bubble size proportional to study preci-
sion. There was similarl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30-day incidence of mor-
tality over the period 1991–2013, odds ratio 0.95 (95% credible interval 0.92–0.97,
p , 0.001), translating into a 5% year on year mean risk reduction. The limits of the 95%
credible interval and prediction interval have been drawn respectively in red and in blue.
These data do not include preprocedural arteriography-related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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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CST-1이나 ACAS와 같은 기념비적인 임상연구에
서 보고한 위험은 기한이 다 된 결과라는 것이다. 양질
의 경동맥내막절제술의 새로운 평가기준은 30일째 뇌
졸중 혹은 사망 발생률 1.2%와 30일 사망률 0.4%이다. 
임상시험 결과들은 오늘날 등록체계 자료들을 등록하
는 기관들에서 근접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특정 인구 집단에서 경동맥내막절제술의 장
기적인 효과가 약물 치료에 비해 높게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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