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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pinephrine, ADP 수용체 등 여러 인자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1). 임상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항혈소판제 중 혈소판
활성화를 막기 위해 aspirin, clopidogel, ticlopidine, hepairn 등
을 사용하고, 혈소판 응집을 막기 위해 혈소판 GP IIb/IIIa
길항제를 사용할 수 있다(Fig. 1)(1-5).

론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모든 혈관질
환의 발생에 있어 동맥경화증이 중요하게 관여한다. 동맥
경화증이란 동맥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하여 혈관
내경이 좁아져서 혈류 장애를 초래하는 혈관질환으로 일반
적으로 죽상반의 파열로 혈관내 혈전이 생성되거나 죽상반
내로 출혈이 되어서 급격히 혈관내경이 좁아지게 됨으로써
임상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결국 동맥경화증과 관련
된 혈관질환 환자에서 동맥경화증의 예방과 함께 죽상반의
안정화, 혈전 생성의 방지, 생성된 혈전의 용해 등은 환자의
치료 및 예후 결정에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죽상반의 안정화와 혈전 생성의 방지에 관련된 항혈소판
제, 항응고제, 고지혈증 및 고혈압 치료제 등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1) Aspirin
Aspirin은 cyclooxygenase (COX)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함
으로써 혈소판의 TXA2의 생성을 억제하여 항혈전 효과를
나타낸다(6). Arachidonic acid는 COX를 통해 TXA2와 prostacyclin (PGI2)으로 변환되며, TXA2는 주로 혈소판에서 COX-1
을 통해 생성되어 혈소판을 응집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반면 PGI2는 주로 혈관내피세포에서 COX-2를 통해 생성되
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갖
는다. Aspirin은 TXA2와 PGI2를 동시에 억제시키나 혈관내
피세포는 새로운 COX를 재생할 수 있어 aspirin 투여 후에
도 혈관 확장기능이 곧 회복되나, 혈소판은 COX를 재생할
수 없어 비가역적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결국 aspirin은
TXA2 생성을 억제시켜 항혈전 효과를 나타낸다(6). Aspirin
은 상부위장관에서 신속히 흡수되어 15∼30분에 혈소판 기
능을 억제하며, 혈장 반감기는 20분이지만 혈소판은 새로
운 COX를 재생시키지 못하므로 aspirin의 항혈전 효과는 혈
소판의 수명인 약 10일 동안 지속된다. Aspirin은 관상동맥
질환 및 뇌혈관질환 환자에서 사망률을 의미있게 감소시켰
으며, 장기간 투여할 때는 75∼165 mg으로 감량하여 사용
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

항혈소판제
혈관내 혈전은 죽상반의 파열, 혈소판의 활성화, 혈소판
의 유착, 및 혈소판의 응집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죽상반의
균열 및 파열에 의한 혈관내피 손상부위에 von Willebrand
factor (vWF)와 혈소판의 glycoprotein (GP) Ib 수용체가 관여
하여 혈관내피세포에 혈소판의 유착(platelet adhesion)이 일
어나고, 활성화된 혈소판의 GP IIb/IIIa 수용체에 fibrinogen
을 매개로 혈소판끼리 엉겨붙는 혈소판 응집(platelet aggregation)이 일어나면 혈전이 생성된다. 혈소판의 활성화는
thromboxane A2 (TXA2), collagen, tissue factor, thrombin,

2) Ticlopidine과 Clopidogrel
Ticlopidine과 clopidogrel은 thiendopyridine 계의 약물로 작
용기전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ADP 수용체에 의해 유발되는
혈소판의 활성화와 응집을 억제함으로써 항혈소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7). Ticlopidine과 clopidogrel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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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quence of the platelet activation and aggregation with targets for antiplatelet therapy. Platelet adhesion to the injured vascular
intimal surface is mediated by von Willand factor (vWF) binding to its receptor on platelet membrane GP Ib. Several stimuli,
including thrombin, epinephrine (Epi), thromboxane A2 (TxA2), and adenosine diphosphage (ADP), bind to their own respective
platelet receptors and amplify the activation process. Platelet aggregation is mediated by the interaction of fibrinogen with its platelet
glycoprotein (GP) IIb/IIIa receptors. Aspirin partially inhibits platelet aggregation by inhibiting TxA2 pathway. Clopidogrel and
ticlopidine inhibits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ADP. Heparin and low-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inhibits thrombininduced platelet activation. GP IIb/IIIa antagonists, such as abciximab, tirofiban, and eptifibatide, inhibits platelet aggregation by
direct inhibition of the GP IIb/IIIa receptor.

cytochrome P-450 효소계에 의해서 대사되어 활성대사물질
로 변환된 후에 작용하므로 작용발현시간이 늦어 약물투여
3∼5일이 경과해야 최대 억제 효과를 나타내며, 중단 후에
도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는 3∼5일 지속된다. Ticlopidine과
clopidogrel은 뇌혈관질환의 이차예방과 불안정형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이나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며, 그 효과는 aspirin과 같거나 약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또한 Ticlopidine과 clopidogrel은
aspirin과 함께 사용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전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9,10).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혈소판 활성은 2∼3일 후
에 최대에 도달하기 때문에 적어도 스텐트 삽입 24시간 전
에는 투약을 시작하여야 효과적이다. Clopidigrel은 ticlopidine
과 비교하여 항혈전 효과는 비슷하나 합병증의 발생률과
중증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ticlopidine의 중증 부
작용인 호중구 감소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다(9).

3) 혈소판 당단백(glycoprotein; GP) IIb/IIIa 길항제
혈소판 GP IIb/IIIa 수용체는 intergrin계 수용체로 혈소판
표면에 약 5∼8만개 가량 존재하며, fibrinogen과 결합하여
혈소판 응집에 관여하는 중요한 혈소판 수용체이다. 휴지
기 혈소판의 GP IIb/IIIa 수용체는 리간드와 거의 결합하지
않으나, TXA2, ADP, thrombin과 같은 촉진제에 의해 혈소판
이 활성화되거나 혈관내피 손상으로 내피하 기질에 혈소판
이 부착되면 GP IIb/IIIa 수용체의 입체 형태적 변화가 생겨
리간드에 대한 친화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대표적인 리간
드인 fibrinogen은 혈소판 사이에서 활성화된 GP IIb/IIIa 수
용체와 결합하여 혈소판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
여 혈소판을 응집시킨다. 결국 혈소판 GP IIb/IIIa 수용체와
fibrinogen의 결합은 혈소판 응집의 최종 공통경로이며, GP
IIb/IIIa 길항제는 활성화된 GP IIb/IIIa 수용체에 fibrinogen
대신 결합하여 혈소판 응집의 최종 공통경로를 차단하므로
다른 항혈소판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수 있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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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중인 혈소판 GP IIb/IIIa 길항제로는 단세포군 항
체(Abciximab), 펩티드 합성물(eptifibatide), 비펩티드 합성물
Ⓡ
(tirofiban and lamifiban) 등이 있다(11). Abciximap (ReoPro )
은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혈소판 GP IIb/IIIa 수용체에 더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어서 생물학적 반감기가 8∼12시간
으로 길며 투여 중단 후에도 오랫동안 항혈전 효과가 지속
된다(12). 또한 abciximab은 GP IIb/IIIa 수용체뿐만 아니라
혈관내피세포나 혈관평활근페포에 존재하는 vitronectin 수
용체, 백혈구에 존재하는 Mac-1 수용체를 차단하여 항혈소
판, 항증식 및 항염증작용을 나타낸다(11). 반면 eptifibatide
Ⓡ
Ⓡ
(Integrilin ), tirofiban (Aggrastat ), lamifiban 등은 GP IIb/IIIa
수용체와 더 특이적으로 결합하지만 친화력이 낮아서 생물
학적 반감기는 약 2시간으로 짧아 투여 중에만 항혈전 효과
를 나타낸다(12). 그외 경구용 GP IIb/IIIa 길항제로 xemiofiban, orbofiban, sibrafiban 등이 있으나 장기간 복용하면 출
혈의 부작용과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현재는 사용되
지 않고 있다.
혈소판 GP IIb/IIIa 길항제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후 30일 이내에 발
생하는 사망, 심근경색, 응급혈관 재개통 등의 부작용을 30
∼40% 감소시키며, 이 효과는 적어도 1년간 지속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15). 각각의 GP IIb/IIIa 길항제를 서로 직
접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많은 임상연구에서 이들의 효과
와 안정성은 이미 확립되었다. Abciximab은 급성 심근경색
증 환자에서 primary PCI 시 사용하면 사망, 심근경색, 혈관
재개통의 필요성을 의미있게 감소시키며, 또한 감량한 혈
전용해제와 abciximab을 함께 사용하면 급성 심근경색 초기
혈관 재관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Tirofiban과 eptifibatide는 ST 분절 상승이 없는 급성 관상동
맥 증후군 환자에서 조기 PCI 치료가 계획된 환자의 초기
내과적 치료로써 그 효과가 탁월하며 특히 고위험군 환자
에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5). 각각의 GP IIb/IIIa
길항제의 상용량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abciximab은 일반적
으로 PCI 10분 전에 0.25 mg/kg을 일시 정주하고 이후 12시
간 동안 0.125μg/kg/min 속도로 지속 정주한다. Tirofiban은
10μg/kg 일시 정주 후 0.15μg/kg/min으로 72시간 동안 지속
정주하며, PCI 후 24시간 동안은 지속 정주하는 것을 권장
하고 있다. Eptifibatide는 FDA 승인 용량은 PCI 직전 135μg/
kg 일시 정주 후 24시간 동안 0.5μg/kg/min 속도로 지속 정
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180μg/kg 일시
정주 후 2μg/kg/min의 속도로 지속 정주하는 고용량의 사
용법을 선호하고 있다(13,15).
4) Cilostazol
Cilostazol은 선택적으로 cyclic AMP sensitive phosphodiesterase를 억제하여 세포내 cyclic AMP 농도를 증가시킴으
로써 혈소판 응집 억제 및 혈관확장 작용을 나타낸다. Cilo-

stazol은 aspirin과 달리 TXA2뿐만 아니라 thrombin, ADP,
collagen, epinephrine 등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혈소판 응집
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임상적으로는 말초동
맥질환 환자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제로 FDA
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되고 있으며(18), 관상동맥질환 환자
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 aspirin과 cilostazol의
병합요법은 혈관 내 혈전의 발생을 의미있게 억제하였으
며, ticlopidine과 유사한 항혈전 효과를 보이면서 보다 더 적
은 부작용을 보였다(17).

항응고제
혈관내 죽상반이 파열된 후 exposed tissue factor에 의해
응고인자 VII이 활성화되면서 응고체계의 extrinsic pathway
가 활성화된다. 트롬빈(thrombin, IIa)은 fibrinogen을 fibrin으
로 전환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응고인자를 활성화시켜 혈
소판 응집을 촉진시킨다. 임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항응
고제 중 비분획 heparin과 저분자량 heparin은 항트롬빈
III(antithrombin III)를 활성화시켜 간접적으로 트롬빈의 작
용을 억제하며, hirudin은 트롬빈의 작용을 직접 억제하고,
warfarin은 혈액응고 인자의 생산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1,2,19,20).
1) 비분획 heparin (Unfractionated heparin)
Heparin 자체는 항응고 효과가 없다. Heparin은 항트롬빈
III와 고친화적인 결합을 하는 독특한 5탄당 구조를 가지며
이것은 heparin린 분자의 1/3에 해당된다. Heparin-항트롬빈
III 복합체는 트롬빈뿐만 아니라 응고인자 Xa, IXa, XIa 등
도 억제한다. 그러나 heparin-항트롬빈 III 복합체는 이미 혈
전에 부착된 트롬빈은 억제시키지 못하므로 결국 heparin은
이미 형성된 혈전의 확산을 막는 것보다는 새로운 혈전의
생성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19).
Heparin은 위장관으로부터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정맥이나 피하주사를 하게된다. Heparin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연속적으로 정주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시작할 때 5000 단위를 일시주사하고 이어서
시간당 1000단위씩 연속 정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환자
에 따라 항응고 효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aPTT
를 자주 측정하여 대조군의 1.5∼2.5배로 유지해야 하며,
heparin의 임상적 적응증 및 aPTT 결과에 따른 heparin 용량
조절에 대한 지침은 Table 1, 2와 같다(19).
2) 저분자량 heparin (low-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LMWH은 heparin의 구조 중 어느 부분이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하다가 개발되었으며 enoxaparin, dalterparin, ardeparin, nadroparin 등이 있다. LMWH은 heparin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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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coagulation therapy with low-molecular-weight and unfractionated hepari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linical indication

Heparin dose & schedule

Target PTT

LMWH & schedul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enous thrombosis & pulmonary thromboembolism
Treatment
5000 U iv bolus
→1000∼1500 U/h
Prophylaxis
5000 U SC q8∼12 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ith thrombolytic therapy
5000 U iv bolus
→1000 U/h
With mural thrombus
8000 U SC q8 h
+warfarin
Unstable angina
5000 U iv bolus
Prophylaxis
General surgery
5000 U SC bid
Orthopedic surgery
10000 U SC bid
Medical pts with CHF, MI
10000 U SC bid

2∼2.5

100 U/kg SC bid

＜1.5

100 U/kg SC bid

1.5∼2.5

100 U/kg SC bid

1.5∼2.0

100 U/kg SC bid

1.5∼2.5

100 U/kg SC bid

＜1.5
1.5
1.5

100 U/kg SC before & bid
100 U/kg SC before & bid
100 U/kg SC bi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TT = partial thromboplastin time; LMWH = low-molecular weight heparin; CHF = congestive heart failure; MI = myocardial infarction

Table 2. Protocol for heparin dose adjustmen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PTT
(sec)

Repeat bolus
dose (U)

Stop infusion
(min)

Change infusion
rate dose (U/h)

Time of
next aPT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0
50∼59
60∼85
86∼95
96∼120
＞120

5000
0
0
0
0
0

0
0
0
0
30
60

+100
+100
0
-100
-100
-200

6 h
6 h
Next morning
Next morning
6 h
6 h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TT = partial thromboplastin time

항트롬빈 III와 고친화적인 결합을 하는 독특한 5탄당 구조
를 통하여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나, heparin과 달리 항트롬빈
효과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Xa 억제 효과를 갖고 있다
(21). 혈액 응고인자 Xa 하나는 여러 개의 트롬빈 분자를 만
들어 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LMWH이 heparin에 비해 훨
씬 더 강력한 항응고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도 LMWH의 우수성이 보고되고 있다(21,22). Heparin과 비교
하여 LMWH은 이미 혈소판에 부착된 트롬빈과 혈액 응고
인자 Xa도 억제할 수 있으며, 피하주사 시 생체이용률이 높
고(LMWH 90%: heparin 30%), 반감기가 길어 하루 1∼2회
투여가 가능하며(LMWH 3∼4시간: heparin 1∼2시간), 피하
주사 시 흡수가 일정하여 항응고 효과가 예측이 가능하므로
aPTT를 검사하지 않아도 되고, von Willebrand 인자에 대한
친화력이 낮고 혈소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출
혈 및 혈소판 감소증의 부작용이 훨씬 적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LMWH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21).

3) 직접 트롬빈 억제제(direct thrombin inhibitor)
직접 트롬빈 억제제로는 hirudin, hirulog, argatroban 등이
있으며 hirudin이 대표적이다. Hirudin은 아주 강력한 직접
트롬빈 억제제로 비가역적으로 트롬빈에 단단하게 결합하
여 형성된 모든 트롬빈의 기능을 억제하며, aPTT를 통해 항
응고 효과를 측정한다. Hirudin은 혈전 내로 침투하여 혈전
에 붙어있는 트롬빈도 억제하며, 혈관벽 손상부위에서 혈
소판의 부착과 혈전의 성장을 감소시키고, 혈장 단백과 결
합하지 않으므로 항응고 효과 예측이 가능하고, 혈소판 감
소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출혈 가능성
이 높으며 출혈 시 해독제가 없고, 항응고 단백 C와 S도 억
제한다는 단점이 있다(23).
4) Warfarin
경구용 항응고제인 warfarin은 비타민 K 길항제로서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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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R target ranges for oral anticoagula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ndition

INR

Dur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enous thrombosis
Treatment
Prevention
Atrial fibrillation
Myocardial infaction
Lupus-like anticoagulants
Mechanical valve
Tissue valves
Mechanical valves
Cardiomyopathy

2∼3
1.5∼2
1.5∼2
2∼3
3∼4

3∼6 months
Chronic
Chronic
2∼3 months
Chronic

2∼2.5
3∼4
2∼3

Chronic
Chronic
Chroni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R =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서 만들어지는 혈액응고인자 II, VII, IX, X과 자연적인 항응
고 단백인 단백 C와 S 등을 억제할 수 있다(1,2,20,24). 혈액
응고 인자 및 항응고 단백의 혈장 내 농도는 이들의 반감기
에 따라 감소하는데 이 중에서 혈액응고인자 VII과 항응고
단백 C의 반감기가 가장 짧아 warfarin 투여 초기에는 이들
의 균형이 파괴되어 오히려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25). 따
라서 warfarin 투여 초기에는 heparin을 함께 사용하며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이 적정치에 도달한 후에도 24
시간 이상 heparin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Warfarin은 경구투여 시 신속히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흡
수되어 알부민과 결합하며 최종적으로 간에서 대사된다.
Warfarin은 음식물과 같이 투여하면 흡수가 지연되며, 많은
약물과 음식물이 warfarin의 항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비타민 K의 함량이 높은 음식은 warfarin의 항응
고 효과를 저해한다. Warfarin은 혈중 반감기가 25∼60시간
으로 매우 길므로 투여 시작 후 유효 혈 중 농도에 도달하
는 데 수일이 걸린다. Warfarin의 항응고 효과는 PT을 이용
하여 감시하나 사용하는 시약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PT
측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INR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며, 적응증에 따른 INR의 권장 범위는 Table 3과 같다
(25).

기타 약물
1) 고지혈증 치료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의 인과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며, 여러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serotonin 유도 혈
소판 응집을 촉진시켜 혈전 형성에 관여하고, HDL 콜레스
테롤은 혈전용해 작용을 촉진시켜 항혈전 효과를 나타내
며, 고중성지방혈증은 혈전용해 작용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고지혈증의 치료제 중 statin 계열의 약물
은 내피세포기능, 혈관운동기능, 응고기능 등의 개선작용이

새롭게 증명되면서 고지혈증의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Statin은 콜레스테롤 합성의 마지막 단계인 HMGCoA reductase에 경쟁적 억제자로 작용하며, 순환으로 들어
가는 LDL을 하강시킬 뿐만 아니라 LDL-수용체 활성을 상
향조절하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률, 뇌졸중 등을 의미있게 감소시킨다(27). 그리
고 statin은 혈중 pl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PAI-1) 농도
의 감소,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PA) 농도의 증가, 혈전
용해작용의 증가, tissue factor의 감소 등의 작용으로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며, 이런 항혈 전 효과는 statin의 내피세포 기
능 개선에 따른 nitric oxide (NO) 분비 증가에 의해 상승효
과를 보인다(28,29). 또한 statin은 염증 활성도를 감소시켜
동맥경화반의 안정화에 관여한다(29). 결국 statin을 이용한
고지혈증의 치료는 동맥경화반의 안정화 및 혈전생성의 예
방에 중요하게 관여하므로 심혈관질환 및 말초혈관질환 환
자에서 다른 항혈전제와 함께 statin의 투여는 환자의 치료
및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은 성인의 25% 이상에서 발견되는 매우 흔한 질환
으로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교정함으로써 허
혈성 심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 위험인
자이다. 고협압은 내피세포의 기능장애, 혈관 평활근세포의
증식으로 인한 동맥경화증의 악화에 관여한다. 고혈압 치
료제로 베타차단제, 이뇨제, 안지오텐신 전화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칼슘 길항제 등 여러 종류의 항
고협압제들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는 내피세포 기능 개선 및 혈소판 응집 억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맺 음 말
동맥경화증은 심혈관 및 말초혈관질환의 발생에 있어 아
주 중요하게 관여하며,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합병증의 예
방뿐만 아니라 치료는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동맥경
화반의 안정화 및 항혈전 치료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혈관
질환 환자의 예후 개선에 아주 중요하게 관여하므로 적극
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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