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석사학위 논문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서 흡입 혈전제거술과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
병합 치료와 흡입 혈전제거술
단독 치료의 비교연구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의학과/의학전공
조 대 열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서 흡입 혈전제거술과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
병합 치료와 흡입 혈전제거술
단독 치료의 비교연구

지도교수 탁 승 제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2 월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의학과/의학전공
조 대 열

조대열의 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탁 승 제 인
심사위원 신 준 한 인
심사위원 최 소 연 인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2011 년 12 월 20 일

-국문 요약-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서 흡입 혈전제거술과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 병합 치료와
흡입 혈전제거술 단독 치료의 비교연구
목적 : 흡입 혈전제거술과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는 ST 분절 상승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일차적 중재시술에 있어서 허혈성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임상결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흡입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것에 비해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의 추가적
사용이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ST 분절 상승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일차적 중재시술에
있어서 흡입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군과 추가적인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 군의 임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2005 년 11 월부터 2009 년 7 월까지 아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한
ST 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 일차적 중재술 시 흡입 혈전제거술과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를 같이 사용한 군(I 군, n=48)과 흡입
혈전제거술만 사용한 군(II 군, n=146)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심장사건은
사망,

심근경색증의

재발,

표적혈관재관류술로

정의하였고

두

군

간의

임상적소견과 관상동맥조영술에서의 스텐트 시술 전 후 Thrombolysis In
i

Myocardial Infarction (TIMI) 혈류와 TIMI myocardial perfusion (TMP) 등급을
비교하였다. TIMI 혈류 0,1,2 는 no reflow 로, TIMI 혈류 3 는 정상 혈류로
정의하였다.

결과 : 환자의 나이는 II 군에서 더 많았으며(53 ±11 vs. 58 ±12 세, p=0.014),
좌심실구혈율은 I 군 에서 더 낮았다(48±11 vs. 53±11%, p=0.004). 시술 후 no
reflow 현상은 I 군 에서 더 적었고(18.8 vs. 34.2%, p=0.037), TMP 등급 3
획득률은 I 군 가 더 많았다(52.1% vs. 28.8%, p=0.026). 사망(8.3% vs. 2.1%,
p=0.063), 심근경색의 재발(0.0% vs. 0.7%, p=0.45), 재관류술(2.1% vs. 1.4%,
p=0.737)과 1 년 주요 심장 사망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10.4% vs. 3.4%,
p=0.077). 전체 환자에서 주요 심장 사망 발생의 예측인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 낮은 좌심실구혈율(EF <40%)이 유일한 독립적인
예측인자였으며(OR 5.383, 95% CI 1.043-27.782 p=0.044), 당단백 IIb/IIIa 수용체
차단제의 사용은 주요 심장 사망의 예측인자가 아니었다.

결론 :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일차적 중재시술 시 흡입 혈전제거술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추가적인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의 사용은 시술 후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주요 심장 사망의 유일한 예측인자는 낮은 좌심실 구혈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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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 흡입 혈전제거술,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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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은 선진국에서 성인 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이며, 심근경색증은 미국에서 사망 원인의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병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T 분절 상승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죽상동맥경화판의 파열이나 미란에 의하여
혈관

내

혈전

생성으로

관상동맥

폐쇄가

일정한

시간동안

지속되어

심전도에서 ST 분절의 유의한 상승을 보이는 심근세포가 괴사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ST 분절 상승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응급 재개통 요법이
필요하며,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후 폐쇄된
관상동맥의 혈류가 얼마나 신속히 다시 개통되는가에 따라 예후가 결정된다.
재개통의 방법으로는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혈전용해제 투여가
있으나, 최근 ST 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혈전용해제의 사용보다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임상 예후에 있어서 더 우월한 치료
전략임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심외막 관상동맥의 TIMI 혈류 3 등급을
획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혈전 부하로 인하여 시술 또는 스텐트 삽입
시 발생하는 혈전 또는 경화반 물질들이 말초 혈관 색전을 형성 할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관상동맥의 원위부 혈류 흐름의 저하나 재관류가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오히려 경색부위가 확대되기도 한다(Burzotta et al., 2005).
일차적 중재시술 시 발생하는 원위부 혈관 색전에 의한 미세혈관폐쇄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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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환자들은 증가된 경색 부위를 갖고 불량한
예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enriques et al., 2002). 이러한 미세혈관폐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작동 원리를 가진 기구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까지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혈소판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는 혈소판 응집의

최종단계를

차단하는

강력한 혈소판 응집 억제제로 아직 ST 분절 상승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일차적

중재시술

후

예후에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고,

흡입

혈전제거술과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의 추가적 사용이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T 분절 상승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일차적
중재시술에 있어서 흡입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군과 추가적인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 군의 임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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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A. 대상 환자
2006 년 11 월부터 2009 년 7 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 일차적 중재술 시 흡입 혈전제거술과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를 같이 사용한 군(I 군, n=48)과 흡입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군(II 군, n=146)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대상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두 군간의 임상적 특징과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 및 1 년간 주요 심장사건 및 사망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B. 방법
모든 환자는 경구용 aspirin 300mg 과 clopidogrel 600mg 을 시술 전
복용하였고 Heparin 은 60U/kg 을 투여한 다음 시간당 1000U 을 지속적으로
정주하였다.

연구에

사용되어진

Abciximab

은

혈소판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를 직접 차단하는 chimeric 단클론성 항체로서 일차적 중재시술
시행 전에 0.25mg/kg 를 주입한 다음 분당 0.125mcg 을 12 시간 동안 정주
하였다.

혈전

흡인을

위하여 Thrombuster

catheter(Kaneka

Corp,

Japan)을

이용하였다. 각 군 간에 환자의 나이, 성별, Killip class, 관상동맥 질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력, 가족력 등의 위험요인
및 총 콜레스테롤, creatinine 등 임상적 특징과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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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간 주요 심장사건 및 사망률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입원 기간
내 시행한 이면성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구혈률을 측정하였다.
24 시간 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는 troponin-I, T 혹은
creatinine kinase-MB 와 같은 심근 효소의 상승 및 허혈의 증상과 더불어
심전도에서 ST 분절의 상승이 관찰된 경우로 하였다. 이 중 심인성 쇼크,
과거 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거나 만성 관상동맥 완전폐색, 예측 생존 기간이
1 년 미만,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의 금기 사항 등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혈류의 흐름은 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TIMI) 혈류를 이용하였으며, 원위부가 전혀 조영되지 않을 때를 0, 소량이
조영되나 원위부에 완전히 조영되지 않을 때를 I, 완전히 조영되지만 혈류가
느린 경우를 II, 원위부까지 신속하고 완전하게 조영되고 제거되는 경우를
III 로 정의하였다.

TIMI myocardial perfusion (TMP) 등급은 심근에 조영제가

전혀 염색되지 않는 경우를 0, 염색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를 I,
염색이 천천이 없어지거나 3 회의 심장 주기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를
3 회의 심장 주기

II,

후에 없어지는 경우를 III 로 정의하였다. 출혈성 합병증 중

TIMI major bleeding(TIMI 주 출혈)은 두개강 내 출혈이나 후복막 출혈이
보이거나 헤모글로빈 감소가 5g/dl 이상이거나 헤마토크리트 감소가 1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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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연구 종결점으로는 시술 직후 두 군간의 TIMI 혈류 등급과
TMP 등급을 비교하였고 2 차 연구 종결점으로 주요 심장 사건 (major adverse
cardiac events, MACE)은 사망, 심근경색증의 재발, 표적혈관 재관류술로
정의하였다. 사망은 심부전증, 다기관 부전증 등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혈액검사는 PCI 전의 검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C. 통계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

일차적

중재술

시

흡입

혈전제거술과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를 같이 사용한 군과 흡입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군의 임상적 특징과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을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 test, 독립 변수 t-test 를 사용하였고 1 년간 주요심장사건에
대한 예측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는 SPSS
v11.5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 값이 0.05 이하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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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A. 환자의 임상특성
일차적 중재술 시 I 군의 평균 연령은 53±11세로 II 군의 평균 연령
58±12세보다 더 낮았다. 고혈압은 I 군에서 20명 (42%), II 군에서 57명
(39%)로 양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당뇨 및 고지혈증의 병력에서도 양 군간의
차이는 없었고, 흡연력은 I 군의 25%에서 있었고 II 군의 23%의 환자가 갖고
있었다.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은 I 군의 8%, II 군의 11%에서 갖고 있었고, 양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평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각각 170±41mg/dL,
171±35mg/dL

로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좌심실구혈율은

I

군에서

48±11%로 II 군의 53±11%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1).

B.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경색 관련 동맥의 종류와 2개 병변 이상의 다혈관
질환의 경우 또한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IMI 혈류 등급에서 0
또는 1이 I 군에서 II 군에 비해 46명(96%)으로 높았고, 2를 보이는 경우가
2명(4%)로 II 군에 비해 낮았다. TMP 등급에서 0 또는 1일 보이는 경우가
흡입 I 군에서 100% 였고, II 군에서 94%로, II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2).
스텐트 삽입 시 스텐트의 길이, 너비 등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시술 후 시행한 TIMI flow 등급에서 no reflow 현상은 I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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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로 II 군의 34.2%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고, TMP 등급 3 획득률은 I
군에서 52.1%로 II 군의 28.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igure 1).

C. 1년 추적 관찰 시 나타난 출혈 합병증과 주요 심장 사건
1년 추적 관찰 시까지 나타난 출혈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I 군과 II
군에서 시술 부위 출혈, 위궤양 출혈, 구강 출혈, TIMI 주 출혈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1년 추적 관찰 시 나타난 주요 심장 사건에서, I 군의 사망률 8.3%, II 군의
사망률

2.1%였으며(p=0.063),

심근경색증의

재발(0.0%

vs.

0.7%,

p=0.45),

재관류술(2.1% vs. 1.4%, p=0.737)로 1년 주요 심장 사건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0.4% vs. 3.4%, p=0.077, Table 5).
전체 환자에서 주요 심장 사건 발생의 예측인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 낮은 좌심실구혈율(EF <40%)이 유일한 독립적인
예측인자였으며(OR 5.383, 95% CI 1.043-27.782 p=0.044),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의 사용은 주요 심장 사건 발생의 예측인자는 아니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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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patients with aspiration thrombectomy
and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group I) and aspiration thrombectomy alone (group II)
p value

group I

group II

(n=48)

(n=146)

Male sex, n (%)

41(85)

116 (79)

NS

Age, y,

53±11

58±12

0.014

Hypertension, n (%)

20(42)

57 (39)

NS

Diabetes, n (%)

9 (19)

34 (23)

NS

Hyperlipidemia, n (%)

7 (15)

19 (13)

NS

Smoking, n (%)

12(25)

33(23)

NS

Family History of CAD, n (%)

4 (8)

16 (11)

NS

Total cholesterol, mg/dl

170±41

171±35

NS

Renal failure (Cr≥2), n (%)

4 (8)

3 (2)

NS

Anterior MI, n (%)

26(54)

84(58)

NS

Ejection Fraction, %

48±11

53±11

0.004

Killip Class

I

38(79)

129(88)

II

4(8)

8(5)

III

1(2)

4(2)

NS

IV
10(21)
5(3)
CAD: coronary artery disease, MI: myocardial infarction, Cr: Creatinine,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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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giographic variables in the aspiration thrombectomy and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group I) and aspiration thrombectomy alone (group II)
group I

group II

(n=48)

(n=146)

No. of diseased vessel

NS

1, n (%)

27(56)

93(64)

2, n (%)

14(29)

35(24)

3, n (%)

7(15)

18(12)

Infarct-related artery

NS

LAD, n (%)

26(54)

84(58)

LCX, n (%)

1(2)

6(4)

RCA, n (%)

21(44)

56(38)

Baseline TIMI flow grade
0/1, n (%)

0.001
46(96)

123(84)

2, n (%)

2(4)

22(15)

3, n (%)

0(0)

1(0.6)

Baseline TMP grade
0/1, n (%)

p value

0.033
48(100)

137(94)

2, n (%)

0(0)

9(6)

3, n (%)

0(0)

0(0)

Lesion length, mm

24.63±8.63

22.62±7.15

NS

Reference vessel, mm

3.49±0.55

3.32±0.40

NS

Thrombus score>5, n (%)

45(93.7)

134(92.1)

NS

0.05±0.14

0.08±0.21

NS

Preprocedure
Minimal lumen diameter, mm

% diameter stenosis, %
98.76±4.53
97.44±6.42
NS
LAD: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CX: left circumflex artery, RCA: right coronary
artery, TIMI: 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TMP: TIMI myocardial per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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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cedural characteristics in the aspiration thrombectomy and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group I) and aspiration thrombectomy alone (group II)
p value

group I

group II

(n=48)

(n=146)

Minimal lumen diameter, mm

3.07±0.64

3.10±1.07

NS

% diameter stenosis, %

11.90±12.16

10.27±8.38

NS

Bare metal stent, n(%)

4(8.3)

13(8.9)

NS

Stent size, mm

3.43±0.46

3.28±0.38

0.058

Stent length, mm

27.35±5.26

25.23±6.03

0.059

Post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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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leeding complications in the aspiration thrombectomy and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group I) and aspiration thrombectomy alone (group II)
p value

group I

group II

(n=48)

(n=146)

Puncture site bleeding, n (%)

2 (4)

7 (5)

NS

Gastric ulcer bleeding, n (%)

1 (2)

2 (1)

NS

Oral bleeding, n (%)

1 (2)

0 (0)

NS

TIMI major bleeding, n (%)

3 (6)

9 (6)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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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jor adverse cardiaic events (MACE) during the 1-year follow-up period in

the aspiration thrombectomy and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group I) and aspiration
thrombectomy alone (group

II)
p value

group I

group II

(n=48)

(n=146)

Death, n (%)

4(8)

3(2)

0.063

Myocardial infarction, n (%)

0(0)

1(0.7)

NS

Target vessel revascularization, n (%)

1(2)

2(1)

NS

MACE, n (%)

5(10)

5(3)

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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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variate predictors of 1-year major adverse cardiac events
Exp (B)

95% CI

p

Age

0.946

0.888-1.1.008

0.084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40%

5.770

1.111-29.980

0.044

Glycoprotein IIb/Ia inhibitor

0.430

0.71-2.612

0.359

Post TIMI3

0.170

0.017-1.739

0.135

Post TMP3

3.334

0.320-36.047

0.320

TIMI: 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TMP: TIMI myocardial per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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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TIMI) grade 3 and achievement of
TIMI myocardial perfusion (TMP) grade 3 in the aspiration thrombectomy and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group I) and aspiration thrombectomy alone (group
II). The occurrence of no-reflow after PCI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I compared
with group II (18.8% vs 34.2%, p=0.037). The achievement of TMP grade 3 after PC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I(52.1% vs 28.8%, p=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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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은 혈전 용해술에 비하여 재경색, 뇌졸중, 사망의 발생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Weaver et al., 1997), 이는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 후
정상 심외막 관동맥 혈류(TIMI 3 flow) 획득률이 약 90%로 혈전 용해술의 5060%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Brener et al., 1998, Stone et al., 2001). 그러나
일차적 관동맥 중재술 후 정상 심외막 관동맥 혈류(TIMI 3 flow)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약 30-50%의 환자만 정상 심근 관류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심근

관류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은 더 나쁜 임상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to et al., 1996, Costantini et al., 2004). 이러한 심근 경색 환자에서 재개통
후에 보일 수 있는 심근 관류 장애의 원인으로는 심근의 부종, 미세혈관의
연축, 미세혈전에 의한 원위부 색전, 재관류 손상 등이 있고(De Lemos et al.,
2000) 각각의 기전에 따른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De Luca et al., 2005, Sardella et al., 2009, Vlaar et al., 2008).
급성 심근 경색 환자의 관상동맥 내 발생하는 혈전은 혈소판이 풍부한
white thrombus 이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피브린이 침착되어 red thrombus 로
변하게 된다. 혈소판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는 혈소판 응집의 마지막
단계를 차단하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혈소판 응집 억제제이다. 이
중 Abciximab 은 인간 쥐 단일항체 구조물로 다른 혈소판 당단백 차단제보다
크며, 혈소판 억제효과가 빠른 반면, 수용체와의 결합력이 강하여 8 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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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까지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또 저분자량의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와 달리 평활근 세포, 내피세포, 혈소판 등에 존재하는 vitronectin
수용체에 친화력을 갖는데 이러한 vitronectin 수용체의 차단은 급성 혈관 손상
후에 평활근 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억제하여 재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ishman et al., 1995, Reverter et al., 1996). 초기 연구에
따르면 Abciximab 을 통한 혈소판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의 차단은 허혈성
합병증의 감소, 단기간의 임상 결과 호전을 보여 주었으나,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 경색 환자에게 600mg 의 clopidogrel 투약이 정립된 후로 다른
무작위, 이중맹검, 전향적 연구에서 혈소판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를
투약하지 않는 군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임상 결과를 개선시키지 못하였다
(Schulz et al., 2010).
원위부 혈관으로의 혈전의 양을 줄여 원위부 색전을 줄이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흡입 혈전제거술과 원위부 보호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원위부 보호 필터의 경우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군과 비교하여 임상 예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Tahk et al., 2008). 흡입 혈전제거술은 ST 분절 상승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일차적 중재시술에 있어서 심근 관류를 증가시키고
ST 분절의 더 빠른 회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liuto et al.,
2006, Silva-Orrego et al., 2006). TAPAS 연구에 따르면 흡입 혈전제거술을
사용하지 않는 군과 비교하여 Export Aspiration Catheter (Medtroni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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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apolis, MN)를 이용한 흡입 혈전제거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
심근경색의 발생을 감소시켰다(5.6% vs 9.9%, P=.009). 그러나 다른 다기관,
무작위, 전향적 연구에서는 TAPAS 연구에서의 흡입 혈전제거술의 효과를
뚜렷하게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흡입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것에 비해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의 추가적 사용이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ST 분절 상승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일차적 중재시술에 있어서 흡입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군과 추가적인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 군의 시술 후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를

비교하였고

이후

1

년간

주요

심장

사건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시술 후 no reflow 현상은 추가적인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 군에서 더 적었고 TMP 등급 3 획득률은 추가적인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 군에서 더 많았다. 그러나 사망,
심근경색의 재발, 재관류술과 1 년 주요 심장 사망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즉,

단기적으로

혈류를

개선

시키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생존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겠고 1 년간 주요 심장
사망의 유일한 예측인자는 낮은 좌심실 구혈율( < 40%)이었다.
1 년 추적 관찰 시 나타난 출혈 합병증에서는, 흡입 혈전제거술과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 사용군과 혈전제거술만 시행한 군에서 시술
부위 출혈, 위궤양 출혈, 구강 출혈, TIMI 주 출혈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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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출혈 합병증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아, 비교적
당단백질 IIb/IIIa 를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후향적인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 변수와 원인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령일수록 뇌졸중의 병력이나 위장관
출혈의 위험도가 높아 II 군 환자들의 나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시 추가 혈소판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 사용을 무작위화 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는
선택 오차가 있을 가능성 또한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대규모의 전향적 무작위화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을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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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일차적 중재시술 시 흡입 혈전제거술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추가적인 당단백질 IIb/IIIa 수용체 차단제의 사용은 시술 후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주요 심장 사건의 유일한 예측인자는 낮은 좌심실 구혈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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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Aspiration Thrombectomy with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versus Aspiration Thrombectomy Alone in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Dai-Yeol Jo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Jae Tahk)

Backgrounds: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e aspiration thrombectomy improves
clinical outcome and reduces ischemic complications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in patients with STEMI. However there was a few of information
about the efficacy of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GPI) added on aspiration
thrombectomy in dual antiplatelets a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final
angiographic findings and clinical outcomes between aspiration thrombectomy with GPI
and aspiration thrombectomy alone after PCI in STEMI patients.

Material an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ingle center study included 48 STEMI
patients treated with thrombus aspiration catheter and GPI (group I) and 146 STEMI
patients treated with thrombus aspiration catheter alone (group II) during primary PCI
from 2006 to 2009. We compared clinical characteristics, angiographic finding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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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fter PCI and clinical outcomes defined by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
(MACE; composite of death, myocardial infarction (MI), target vessel revascularization
(TVR)) during 1 years between group I and group II.

Results: The mean age (53 ± 11 years vs 58 ± 12 years, p=0.014)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48 ± 11 % vs 53 ± 11 %, p=0.004) were lower in group I vs group II.
The occurrence of no-reflow after PCI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I compared with
group II (19% vs 34%, p=0.037). The achievement of TMP grade 3 after PC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I (52% vs 29%, p=0.026). There are no differences of the
rate of death, MI, TVR and total MACE during 1 year after PCI between two groups. By
multivariate analysis low LVEF (EF < 40%) was the only independent predictor for
MACE in all patients (OR 5.383, 95% CI 1.043-27.782 p=0.044) but not additional GPI
use.

Conclusion: Additional use of GPI to aspiration thrombectomy during primary PCI in
STEMI patients leaded to better myocardial flow and perfusion but not improved longterm clinical outcome.

Key words :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aspiration thrombectomy,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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