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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심, 뇌혈관계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수술 전, 후에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수술과 마
취,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 항혈소판제는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동맥경화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차예방에 사용한다. 그리고 항응고제는 혈전
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장기관리를 위해서 사용한다. 항혈소판제는 아스피린 (aspirin), 클로피도그렐 (clopidogrel) 등이고, 항응고제는 와파린
(warfarin)과 NOAC (new oral anticoagulant) 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의 약리학적 특성 및 용법,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술전 관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약제별로 흐름도를 추가하였다.

1. 항혈소판제

1.1. 1차 예방 치료를 받는 경우 항혈소판제의 복용관리

Aspirin은 혈소판의 cyclooxygenase를 비가역적으로 억제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환자가 백내장 수술, 피

하여, 혈소판에서 강력한 혈소판 응집 인자인 thromboxane A2

부과적 시술, 치과적 시술, 그리고 점막 생검 등을 포함한 내시경적 시

의 생성을 막아 항혈소판 작용을 나타낸다. 시술 전후 가장 적절

술과 같은 저출혈성 위험도를 가진 시술을 받기 전에는 아스피린 복

한 항혈소판제 복용의 관리는 아직까 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용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3-6]. 반면, 두개 내 수술이나 경요도적 전

았으나 2012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CCP)

립선절제술 같은 출혈성 위험이 큰 수술에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중단

지침에서는 모든 시술 7일 전부터 항혈소판제 복용을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 그 외의 중증도의 출혈성 위험이 있는 시술을 위해서

중단하는 것은 과장된 방법이라고 밝힌다 [1]. 시술 전후 항혈

아스피린 복용을 지속할지 중단할 지의 여부는 시술 자의 재량에 맡

소판제 복용 관리를 위해서는 언제나 각 시술이 지닌 출혈의 위

긴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3개

험도와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으로 인한 혈전 생성의 위험도를

월 동안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의 과거력이 없어 심뇌혈관 합병증 발생

동시에 고려해주어야 한다. 항혈소판치료는 크게 1차 예방 치료

위험도가 낮은 환자에서는 시술 7-10일 전 아스피린을 중단하는 것을

(primary prevention therapy)와 2차 예방 치료(secondary

권장한다. 심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중증도 이상이면서, 비심장

prevention therapy)로 나뉜다. 1차 예방 치료는 50세 이상의

적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아스피린 복용을 지속하는 것이 권장된다

성인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하여, 또는 관상동맥 스텐

[1]. 혈소판의 수명이 평균 10일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스피린을

트를 삽입한 지 1년이 지나거나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지 1년

복용하던 환자가 약 7일간 중지하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

이 지나 안정적인 단계에 있는 환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아스피

의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3일 이상 중지하면 중대한 혈액 응고 저하의

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2]. 2차 예방 치료는 최

위험성은 거의 없어진다. 그러므로 발치 등과 같은 간단한 수술을 위해

근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스텐트를 삽입한 후 1년이 지

서는 아스피린을 3일에서 5일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큰 수술을

나지 않은 환자가 스텐트 내 혈전 발생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치

위해서는 약 7일간만 중단하는 것이 추천되며 목적한 수술이 끝난 후에

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는 지혈의 정도를 봐서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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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차 예방 치료를 받는 경우 항혈소판제의 복용관리
2차 예방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도 저출혈성 위험도의 수술 또
는 시술을 받는 경우는 1차예방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와 마찬가지
로 항혈소판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의 시술에서는
출혈의 위험성과 혈전 생성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1]. 그러나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한 환자의 가장 중
요한 합병증은 스텐트 안에 생성되는 혈전의 재생성으로, 64%의 환
자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7]. 스텐
트 내 혈전 발생은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복합치료로 감소시
킬 수 있다 [2]. 최소 4-6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항혈소판제 복합치
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1,8]. 스텐트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 크게
맨금속 스텐트(bare metal stent)와 약물방출 스텐트(drug-eluting
stent)로 나누는데, 맨금속 스텐트 삽입 6주, 약물방출 스텐트 삽입 6
개월 이내에 수술적 시술을 받는 경우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복용을 지속하는 것을 권장한다 [1,7]. 만약 출혈 위험성이 크다면, 심
장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약물방출 스
텐트를 삽입한 환자가 클로피도그렐을 중단해야 하는 시술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면 아스피린은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시
술이 끝난 후에는 클로피도그렐을 되도록 빨리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출혈로 인한 위험도가 스텐트 내 혈전 생성 위험도보다 크
다면 시술 전 항혈소판제 치료를 중단하고, 시술 후 최대한 빨리
항혈소판제 복용을 재개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위와 같은 권장 지
침사항을 [그림 1]에 정리해보았다 [1,8].

질인 Proetin C, S 등은 생성/활성화 과정에 비타민 K가 필요한데
Warfarin은 이러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차단하여 혈액 응고 인자
의 활성화를 억제하게 된다.
와파린 투여시에는 혈액 응고 인자는 물론 항응고 인자의 혈장
내 농도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투여 초기에는 반감기가 짧
은 Protein C의 농도가 먼저 감소하게 되어 오히려 혈전 형성이 유
발될 수 있어 투여 초기에는 Heparin과 동반 투여하다 항응고 효
과가 목표 범위에 이른 후 Heparin을 중지하여야 한다.
항응고 효과는 표준화된 Prothrombin time인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를 이용하여 INR이 2.0~3.5 범위를 유지하도록한다.
2.1.2. Direct thrombin inhibitor
최근에는 Direct thrombin inhibitor는 thrombin에 직접 부착
되어 작용을 차단한다. Heparin에 비하여 이미 fibrin과 결합하였
거나 액체 상태의 thrombin의 작용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antidote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단점이다. 현재 FDA에서 사
용이 허가된 Direct thrombin inhibitor에는 hirudin, argatroban,
bivalirudin 등이 있는데, hirudin은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
(HIT) 환자에서 heparin의 대체 용도로, argatroban은 HIT에서의
heparin 대체와 HIT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관동맥 중재술시,
bivalirudin은 관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heparin의 대
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1.3. Factor Xa inhibitor
Factor Xa inhibitor에는 factor Xa에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작

2. 항응고제
대표적인 항응고제인 와파린과 같은 비타민 K 길항제는 심방세
동(atrial fibril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을
가진 환자, 인조 심장 판막(artificial heart valve)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혈색전증(thromboembolism)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
한다. 또한 이런 환자들 시술 혹은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역시 출혈
의 위험성과 혈색전증 발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술 전, 후 항응
고제 복용 관리를 하여야 한다.

2.1. 항응고제의 종류

용을 억제하는 direct inhibitor와 factor Xa에 대한 antithrombin
의 작용을 증강시키는 indirect inhibitor가 있다. Indirect factor
Xa inhibitor에 대표적인 약제는 fondaparinux로 피하 투여로 흡
수율이 높으며 혈중 반감기가 17시간으로 1일 1회 투여가 가능하
며, heparin과 같은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위험성
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정맥 혈전증 환
자 대상의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Direct factor Xa inhibitor는
indirect inhibitor에 비하여 유리된 형태의 활성 factor Xa는 물론
이미 혈소판과 결합된 factor Xa의 작용도 차단할 수 있다는 우월성
을 지닌다. 경구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인
데 가장 먼저 개발된 약제는 Rivaroxaban으로 정맥 혈전증 예방, 심

2.1.1. 와파린

방세동 환자에서의 뇌졸중/혈전 합병증 방어에 대한 3상 연구가 진

간에서 만들어지는 응고 인자인 factor II, VII, IX, X과 항응고 물

행 중이다. 그 외 Apixaban 을 비롯한 여러 약제가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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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술에 따른 출혈 위험도
몇몇 시술들은 출혈성 위험도가 매우 낮아 항응고제 복용을 중
단하지 않고 시행하여도 안전하다. 이러한 경우, 항 응고제 복용을
중단하고 교락 치료(bridging therapy)를 시 작함으로써 발생하
는 위험성과 비용이 감소한다.
2.2.1. 저출혈성 위험도의 시술: 항응고제 복용을 지속
치과, 피부과 시술, 특정 내시경적 시술, 천자술(paracentesis), 중심정맥관 삽
입술(central venous catheter placement), 관절강세정술(arthrocentesis),
흉강천자술(thoracentsis), 백내장 수술 점막 생검을 포함하는 식도위십이지
장경검사술(esophagogastroduodenoscopy), 연성 구불결장경검사(flexible
sigmoidoscopy), 결장경 검사(colonoscopy), 장내내시경 검사(enteroscopy),
담관/췌관 스텐트 삽입술(biliary/pancreatic stent placement), 생검을 하지
않는 내시경적 초음파(endoscopic ultrasound), 괄약 근절제술을 하지않는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without sphingectomy)

2.3.2. 혈전생성도 위험도가 높은 경우
⦁ 주요 흉부 수술, 두개내 혹은 척추 수술, 주요 혈관 수술, 주요 정형외과 수술,
방광 혹은 전립선에 관련된 비뇨기과 수술, 주요 종양 수술, 성형외과적 재
건술, 용종제거를 하는 결장경, 신장 혹은 전립선 생검술, 심박조율기, 심제
세동기 삽입술(cardiac pacemaker/defibrillator placement)
⦁ 시술 전 관리
시술 24시간 전에 마지막 헤파린을 투여하고, 만약 전 용량의 저 분자 헤파
린(a full once-daily dose)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시술 시 잔여 항응고작용
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 전날에는 용량을 반으로 줄여 투여해야 한다고 권장
하고 있다 [1].
⦁ 시술 후 관리
수술 후 헤파린 치료의 재개는 출혈 위험성 정도가 높은 시술의 경우 시
술 후 48시간 이후에 한다. 항응고치료 재개 시 지혈 정도와 출혈 정도를
증가시키는 환자 자체 요인으로는 고령, 항혈소판제 혹은 비스테로이
드 성소염제 동반 복용, 신기능 부전, 척추, 경막외 카테터 삽입, 간질환
악화, 악성 종양과 같은 동반 질환의 여부 등이 있다 [27]. ACCP는 수술
후 출혈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환자에서는 수술 후 48-72시간까지
전용량 항응고치료(full- dose anticoagulation)를 보류하는 것을 추천하
고 있다.

2.2.2. 고출혈성 위험도의 시술: 항응고제 복용 중단 필요.
요추 천자(lumbar puncture)와 심도자술(cardiac catheterization)의 경우는
출혈성 경향이 있어 항응고제를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13-15]. 용종절제
술(polypectomy), 담관 괄약근절제술(biliary sphingectomy), 정맥류 치료
술(variceal treatment), 경피적 내시경적 위절개 삽입술(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tomy placement), 협착 확장술(dilation of strictures), 초
음파를 이용한 내시경적 미세바늘흡인검사(endoscopic ultrasound-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3. 결론
장기적으로 항혈소판제 혹은 비타민 K 길항제를 복용하는 환자
가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받아야 할 때, 환자 평가와 관리
는 복잡하고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임상의들이 반
드시 숙지해야 한다. [그림 1]은 수술에 따른 개념도이고 [표 1]은
중단 원칙을 설명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다.

2.3. 환자에 따른 혈전생성위험도
항응고제 복용 중인 환자에서 언제, 어떻게 시술 전후 헤파린 교

표 1. 각 약제당 중단 원칙(혈전생성 위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락치료(bridging therapy)를 하는 경우는 혈전생성위험도에 따라

일반명

작용 지속 시간

투여 중지 시기

다르다. 혈전 생성의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헤파린 교락치료가 필

아스피린

5-7일

7~10전

요하지 않고, 높은 경우는 헤파린 교락치료가 필요하다 [1,17-22].

클로피도그렐

10-14일

14일전

티클로디핀

10-14일

10~14일전

실로스타졸

48시간

3일전

디피리다몰

1일

1~2일 전

이마프로스트

3시간

1일전

와파린

48~72시간

5~7일전

다비가트란

-

24시간 전
위험성 높은 경우:
2일전

아피사반

-

24시간 전
위험성 높은 경우:
2일 전

리바로사반

24시간

24시간 전

항혈소판제

2.3.1. 혈전생성도 위험도가 낮은 경우
⦁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의 과거
력이 없고 CHADS2 점수 체계(CHADS2 scoring system)에서 추가적인 2
개 이상의 혈전 발생 위험 요소가 없는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환자
⦁ 활동성 악성종양, 고도의 혈전성향증(high risk thrombophilia), 혹은 항
인지질항체증후군(antiphospholipid antibody syndrome)과 같은 진행
중인 위험요소가 없으면서, 12개월 이상 전에 발생한 단일 정맥 혈색전증
(single venous thromboembolic event), 심방세동,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발작의 과거력을 가진 환자
⦁ 고혈압, 당뇨, 혹은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이 없는 75세
미만 환자와 같이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 이첨 대동맥 판막(bileaflet aortic
valve)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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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management algorithm of antiplatelet therapy in the periprocedural period. Modified from Douketis JD, et al. Chest 2012;141(2 Suppl):e326S-e350S [1] and
Kushner FG, et al. Circulation 2009;120:2271-2306 [8].

References
1. Douketis JD et al.,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Perioperative management of antithrombotic therapy: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hest, 2012
2. Vandvik PO et al., Spencer FA;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Pri- 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hest, 2012
3. Assia EI et al., Effect of aspirin intake on bleeding during
cataract surgery, J Cataract Refract Surg, 1998
4. Burger W et al., Low-dose aspirin for secondary cardiovascular prevention: cardiovascular risks after its
perioperative withdrawal versus bleeding risks with its
continuation: review and meta-analysis, J Intern Med,
2005
5. Herth FJ et al., Aspirin does not increase bleeding
complications after transbronchial biopsy, Chest, 2002

www.urodigest.com

6. Khalifeh MR et al., The management of patients on
anticoagulants prior to cutaneous surgery: case report
of a thromboembolic complication,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Plast Reconstr
Surg, 2006
7. Grines CL et al., American Heart Association;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giography and Interventions;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Prevention of premature dis-continuation of
dual antiplatelet therapy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stents: a science advisory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giography and Interventions,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and American Dental Association,
with representation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J Am Dent Assoc, 2007
8. Kushner FG et al.,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2009 Focused Updates: ACC/AHA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updating the 2004 Guideline and
2007 Focused Update) and ACC/AHA/SCAI Guidelines

57

김희진, 주술기의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의 관리

o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updating the
2005 Guideline and 2007 Focused Update):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Circulation, 2009

19. Jafri SM, Periprocedural thromboprophylaxis in patients
receiving chronic anticoagulation therapy, Am Heart J,
2004

9. Holmes DR Jr et al., ACCF/AHA clopidogrel clinical alert:
approaches to the FDA “boxed warning”: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 Task Force
on clinical expert consensus documents and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endorsed by the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giography and Interventions and the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J Am Coll Cardiol, 2010

21. Tiede DJ et al., Modern management of prosthetic valve
anticoagulation, Mayo Clin Proc, 1998

10. Bavry AA et al., Late thrombosis of drug-eluting stents: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Am J Med,
2006
11. Daemen J et al., Early and late coronary stent
thrombosis of sirolimus-eluting and paclitaxel-eluting
stents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data from a large
two-institutional cohort study, Lancet, 2007
12. Eisenstein EL et al., Clopidogrel use and long-term
clinical outcomes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JAMA, 2007
13. Roberts JR et al., Clinical procedures in emergency
medicine, 4th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2004
14. Fink MP, Textbook of critical care, 5th ed. Philadelphia:
Else- vier Saunders; 2005
15. Gohlke-Barwolf C et al., Guidelines for prevention of
thromboembolic events in val-vular heart disease. Study
Group of the Working Group on Valvular Heart Disease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ur Heart J, 1995
16. Eisen GM et al.,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Guideline on the management of anticoagulation
and antiplatelet therapy for endoscopic procedures,
Gastrointest Endosc, 2002

20. Kearon C et al., Management of anticoagulation before
and after elective surgery, N Engl J Med, 1997

22. Gage BF et al., Selecting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for anticoagulation: stroke risk stratification in patients
taking aspirin, Circulation, 2004
23. Pharmacology Weekly, Why is the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enoxaparin (Lovenox) dosed in mg while the
other LMWH’s (dalteparin (Fragmin) and tinzaparin
(Innohep)) are dosed in IU/kg and is this difference
clinically relevant? [Internet]. San Antonio: Pharmacology
Weekly; 2014 [cited 2014 Apr 17]. Available from:
http:// www.pharmacologyweekly.com/articles/lmwhenoxaparin- lovenox-dalteparin-fragmin-dosing-differences.
24. Douketis JD et al., Bridging anticoagulation with lowmolecular-weight heparin after interruption of warfarin
therapy is associated with a residual anticoagulant
effect prior to surgery, Thromb Haemost, 2005
25. O’Donnell MJ et al., Brief communication: preoperative
anticoagulant activity after bridging low-molecularweight heparin for temporary interruption of warfarin,
Ann Intern Med, 2007
26. Landefeld CS et al., Anticoagulant-related bleeding: clinical epidemiology, prediction, and prevention, Am J
Med, 1993
27. Spyropoulos AC et al., REGIMEN Investigators. Clinical
outcomes with unfractionated heparin or low-molecularweight heparin as bridging therapy in patients on
long-term oral anticoagulants: the REGIMEN registry,
J Thromb Haemost, 2006

17. Douketis JD, Perioperative anticoagulation management
in patients who are receiving oral anticoagulant therapy:
a practical guide for clinicians, Thromb Res, 2002
18. Bonow RO et al.,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2008 Focused update i corporated into the ACC/AHA
2006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alvular heart disease: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Writing Committee to revise the
1998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alvular heart disease). Endorsed by the Society of
Cardiovascular Anesthesiologists,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giography and Interventions, and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J Am Coll Cardiol, 2008

58

www.urodig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