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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 and responsible for serious long-term disability. Intravenous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rt-PA) given within 3 hours of
stroke onset is considered the standard treatment of stroke and is approved by the health authorities of most countries. The treatment of acute stroke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NINDS trial. Subsequently there has been an explosion in trials for acute treatment
since the NINDS trial showed that acute stroke treatment is feasible. The following article
reviews the intravenous, intra-arterial, and combined pharmacologic thrombolysis trials and the
effect and improvements of critical pathway for acute stroke management. Also discussed are
the guidelines for acute stroke treatment to make thrombolysis safer and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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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혈전용해술

고 merci 세 가지 뿐이다.4,5 미국의 뇌졸중 치료 지침인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guideline에서 제시하고

뇌졸중은 악성 신생물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1

있는 multiple randomized clinical trial로 효과가 입증된

차지하는 질환으로 단일장기로는 1위를 차지한다. 2006

Class I, Level of Evidence A의 치료는 증상 발생 3시간

년 Truelsen 등이 유럽 각국의 뇌졸중 발생률 및 유병률

이내의 intravenous rt-PA 뿐이다.6 그러나 rt-PA의 짧은

을 각국의 이상적인 인구집단과 비교한 역학연구에 따르면

time window와 50% 정도의 재개통률(recanalization), 출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률, 유병률 모두 영국, 프랑스, 이탈리

혈 위험 등의 부작용에 의해 1~3%의 환자만이 rt-PA에

2

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WHO의 발표에 따르면 2020

의한 재관류치료를 받는다.7 재관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

년에 이르면 뇌졸중은 관상동맥 질환과 함께 건강한 삶을

부분의 뇌졸중 환자의 치료를 위해 time window를 연장하

저해하는(lost of healthy life year)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

것으로 보고 있다.3

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혈전용해

현재 FDA에 의해 인증받은 급성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

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은

법은 3시간 이내 intravenous recombinant tissue plas-

혈전용해술에 적절치 않은 고전적인 의료 관리를 받고 있

minogen activator(rt-PA)와 48시간 내의 aspirin, 그리

는 실정이다.8 이에 본 종설에서는 최근까지의 여러 혈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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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치료, 특히 intravenous(IV) 혹은 intra-arterial throm-

출혈의 발생을 10배 정도(실험군 6%, 대조군 0.6%) 증가

bolytic agents의 사용에 대한 기존 보고들을 고찰해 봄으

시켰으나 이는 대부분 뇌경색의 정도가 심한 환자군에서 발

로써 급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 지침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생하였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뇌출혈을 제외하고서라도 좋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rt-PA를 사용한 대표적 임상실
험인 NINDS, ECASS, ATLANTIS의 pooled analysis를

재관류 치료(Reperfusion Therapy)의
Time Window

보면 증상 발생으로부터 혈전용해제의 사용은 빠르면 빠
를수록 그 결과가 좋으나 3시간까지는 부작용과 비교하였
을 때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병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러나 proximal에 위치한 큰 혈전이 보이는 환자들의 경

혈전용해술에 의한 뇌출혈의 위험성은 높다고 알려져 있

우 더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며 혈전용해제의 사용으로도 재

다.9-11 급성 허혈성 뇌경색에서 rt-PA를 투여할 경우 3

개통률이 낮으며 재폐색 또한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TCD

시간 이내에 투여해야만 임상 양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

를 이용하여 IV rt-PA 사용 후 재관류 정도를 본 연구에

고 3시간을 경과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

서는 distal MCA에서는 44.2%, proximal MCA는 30%,

12

일과성 뇌허혈 발작(TIA)에서는 뇌경색

terminal internal carotid artery 5.9%로 proximal에서

후 몇 분간은 모든 뇌조직이 penumbra 단계에 있다가 우

낮은 재개통률을 보였다.23 또한 중대뇌동맥 폐색이 있는

연한 기회에 의해 뇌혈류가 재개통되어 증상이 완전히 회

환자에게 IV rt-PA를 투여하였을 경우 48%에서만 부분

를 얻기 어렵다.

13

복되는 과정을 겪는다.

뇌 CT 소견과 함께 증상 발생 후

적으로 재개통이 이루어졌으며 34%의 환자에서는 조기에

경과된 시간은 혈전용해술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재폐색이 되었고 2/3의 환자에서는 재폐색에 따른 임상증

중요한 적응증이지만, 이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의 악화가 동반되었다.24

최근까지도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14-16 최근 영

이러한 IV rt-PA의 짧은 time-window와 낮은 치료 성

상기술의 발전으로 재관류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

공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적 치료법을 찾기 위한 시도가 활

자군을 선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예로 초음파(TCD)의 에
너지를 이용해 혈전용해제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정맥 내 혈전용해술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CLOTBUST 연구에서 3시간 안
에 rt-PA를 투여받은 환자 중 초음파 치료를 지속적으로

정맥 내 혈전용해제의 투여법에 의한 뇌혈관 폐색에 따른

받은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호전율을 보였다.25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법은 1981년 정맥 내 urokinase의

또, 미세공기방울(microbubble)을 병합하여 사용할 경우

주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혈전용해 치료가 활발하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 400명

시도되고 있다.17,18 그러나 urokinase는 1999년 원료로 쓰

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3상연구(TRUST)가 진행 중에

인 neonatal kidney cells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FDA의 경

있다.26 최근에는 뇌졸중 발생 후 3~4.5시간에 IV tPA 사

고를 받아 사용이 중단된 바 있다.19 반면, 1995년 NINDS

용에 대해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

rt-PA Stroke Trial은 뇌졸중 발병으로부터 3시간 이내

trolled trial 로 진행된 ECASS III study 등에서 높은 호

에 IV rt-PA를 투여하는 혈전용해술의 효과를 입증하였

전률을 보인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IV tPA의

고, 이를 통해 1996년 3시간 이내 rt-PA의 정맥투여 방

time-window를 4.5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권고되

법은 혈전용해 치료법으로는 유일하게 FDA로부터 공식 인

고 있다.27-29

증을 받게 되었다.9,20,21 NINDS trial은 발병 후 24시간째
의 평가에서는 그 효과를 찾지 못했지만, 3개월 follow-up

동맥 내 혈전용해술

에서는 Barthel index(BI), modified Rankin scale(mRS),
NIHSS score, and Glasgow outcome scale 등 네 가지

뇌혈관촬영술을 통해 뇌혈류를 막은 혈전을 직접 눈으로

예후를 combine한 score 평가를 통해 rt-PA의 효과를 입

확인하고 혈전에 근접하여 국소적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

증하였다. 1.5시간 이내에 rt-PA를 투여한 실험군에서 가

하는 방법은 정맥을 통한 혈전용해제의 투여보다 매력적인

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3시간까지는 뇌출혈 등의 합병

치료법이다. 이러한 치료법은 독일에서 처음 시도되었다.30

증에 비해 이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t-PA는 뇌

Basilar artery occlusion 환자를 대상으로 intra-arterial

28

Vascular Neurology 2009;1:27-32

GW Kim et al.

(IA) urokinase를 투여하였으며 그 결과 44%의 환자에서

우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개통된 소견을 보였다.
MCA occlusion 환자를 대상으로 한 PROACT II연구

Combination Thrombolysis

에서는 증상발생 6시간 이내의 환자에게 IA로 pro-urokinase를 투여하였고 연구에 참가한 모든 환자에 대해 IV

앞에서 언급했듯이 IV rt-PA의 투여는 distal occlusion

heparin을 투여하였다.31 IA군은 대조군에 비해 높은 재개

에 대해서는 높은 재개통률을 보이지만 proximal vessel

통률을 보였으며(IA군 66% vs. 대조군 18%, p<0.001) 3

의 폐색일 경우 실패율이 높고 재폐색의 가능성도 높다.23,24

개월 후 측정한 mRS도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IA군 40%

이런 높은 실패율과 제한적인 time window로 인해 IV rt-

vs. 대조군 25%, p=0.04) 사망률도 IA군 25%, 대조군

PA non-responsive 환자에 대해 추가적인 치료로 IA를

27%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대조군에 비해 뇌출혈

통한 혈전용해제 병행 투여가 시도되고 있다.

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IA군 10% vs. 대조군 2%, p=
0.06) 이 결과로 인해 FDA의 승인은 받지 못하였다.

Emergency management of stroke(EMS) Bridging
study에서는 3시간 이내의 환자에서 IV/IA rt-PA군과 pla-

PROACT의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치료

cebo/IA rt-PA군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군 간

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IA를 통한 접근이 실험적으

의 long-term outcome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IV/

로 진행되고 있다. Urokinase뿐만 아니라 rt-PA, rete-

IA군에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34

plase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urokinase가 가
32

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Interventional Management of Stroke(IMS) I study

몇몇 연구에서는 IA를 통한 혈

에서는 저용량(0.6 mg/kg) IV rt-PA를 투여 후 혈관촬영

전용해제의 투여가 IV를 통한 투여보다 효과적이라고 보

술을 시행하여 폐색이 관찰되면 IA로 rt-PA를 재투여하

33

2007년까지

였고 이를 NINDS trial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IV/IA군에

30개의 임상실험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여기에는 1,000명

서 좀 더 나은 outcome을 보였으며 사망률 또한 낮게 나

이 넘는 환자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IA throm-

타났다.35 IMS II study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bolysis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의 prospective, randomized,

를 보였다.36

고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placebo-controlled trial만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진

최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IV rt-PA/IA urokinase 병

료 지침도 없고, FDA에 의해 승인된 IA drug 또한 없다.8

행 투여의 경우, 재개통률 및 3개월 follow-up에서 mRS

2007년에 발표된 AHA guideline에서는 동맥을 통한 혈전

score를 통해 조사된 functional outcome에 유의한 효과가

용해술은 증상 발생 6시간 이내의 MCA 폐색이 있는 major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hemorrhagic transformation

stroke 환자에 대해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

이나 사망률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보고들 간에 일관되지

며, 환자가 IV rt-PA의 적응증이 된다면 rt-PA에 우선

않으며, un-controlled study이거나 환자수가 적은 소규

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6 미국의 경

모의 연구들만이 진행된 상태이다.37,38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 urokinase보다 출혈경향이 적은 pro-urokinase의 뇌경

IA urokinase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FDA의 공인을 받지

색 환자에서 동맥내투여는 이미 사용 및 시판이 금지되었

못한 상태이고,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식약청 발표에 의하

으며 TPA도 아직 대조군 연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공인

면 IV urokinase는 허가사항에 포함되지만 IA urokinase

된 표준화된 약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투여의 경우는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

경우도 뇌졸중의 경우 뇌동맥내 TPA 투여는 의사의 제량

행 투여라 할지라도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처방(off-label)이나 연구 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

따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공보험 상황에서는
off-label 처방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상태이며 최근 의료

혈전용해술의 Critical Pathway에의 적용

보험심사평가공단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 기간동안 법적비
급여항목을 임시로 부여받을수 있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같은 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뇌졸중 치료 시스

한시적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현행 약사법 규정상

템에서 조차 3시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3% 미만인

오프라벨 처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의비급여로 간주해

상황이며,7,39 최근 보고에서 또한 많은 홍보와 교육에도 불

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식약청허가 용법에서 벋어난

구하고 이러한 급성기 뇌졸중환자의 혈전용해제 투여율에

혈전용해제의 임의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나빠진 경

별 증가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결과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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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23

이다(Fig. 1).

뇌졸중에서 CP의 운영은 뇌혈관의 출혈이나 혈전형성으

이러한 우리나라 뇌졸중 표준화 진료 지침에 대한 효과

로 치료받는 환자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뇌졸중 환자를

를 조사한 예비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 환자 상태에 따라

위한 진료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National Swed-

IV rt-PA와 기타 혈전용해제 혹은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40,41

ish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 의해 시작되었다.

개인별 맞춤치료를 시행하는 A군과 표준화 진료 지침에

이들에 의해 정의된 CP의 주된 목적은 일반 환자들의 요구

따라 IV rt-PA 혹은 IV rt-PA/IA urokinase 병행 투여

에 보편적으로 부합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진료 과정의

를 일괄적용하는 B군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 사망률은 A군

운영과 진료 비용의 절감이다. CP는 전공의, 언어치료사, 작

15.7%, B군 16.2%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hemorrhagic

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등의 다

trans-formation은 A군 5.2%, B군 16.2%로 매우 큰 차

전문영역의 협조에 의해 개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

이를 보였으며, 더불어 good outcome을 보인 환자의 비율

정된 한 명의 스태프가 CP 동안 코디네이터로서 상주해야

또한 A군 63%, B군 44%로 환자 개인별 맞춤치료를 시행

42

다시 말해, CP

한 A군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결과는 초급성기 환자들

는 필수적인 뇌졸중 진료 과정을 경제적, 시간적, 효율적인

에 대한 단기간의 예후를 조사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혈전

면을 고려하여 체계화시킨 표준 진료로서 운영하는 것을

용해제 투여 후 hemorrhagic transformation의 장기적인

의미한다. 비슷한 개념에서 clinical pathway 혹은 stroke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해 볼 때, rt-PA/rt-PA+urokinase

care pathway로써 운영되기도 한다. 이는 환자 개개인에

의 CP를 통한 일괄 치료를 시행한 B군의 높은 출혈률은 심

따른 최선의 치료보다는 다수의 환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

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

용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저비용, 최단 시간의 뇌졸중 진단

한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현재 장기적 예후에 대한 추가적

및 치료 운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체계적인 CP 운

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B군의 경우 CP를 통해

영을 통해 응급실에서의 Door-to CT-completion interval

혈전용해술을 받은 환자의 수가 2주 동안 17명 가운데 1

(DCI)이 개선된 사례 및 사망률 혹은 신경학적 장애에 있어

명에 불과하여 그 효율성에 대한 재검증 또한 필요할 것으

하는데 이를 case-manager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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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

로 여겨진다.

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고들을 포함한 여러

따라서 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근거중심 의

연구들에서 CP의 문제점 및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함

료(evidence based medicine)의 개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께 제시하고 있으며, CP의 운영이 outcome이나 진료 절
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없음이 주장되기도 하였다.46 지
금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CP 운영에 대한 연구들은 nonrandomized study였으며, 급성기 뇌졸중 진료나 장애회복
을 위한 CP 운영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증례
가 미흡한 실정이다.47,48
이러한 기존의 보고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일
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CP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찾
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병원에서 IV rt-PA 실패
후 호전이 없는 경우 CP에 따라 모든 환자에 IA urokinase
병행 투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CP 운영의 사례
라 할 수 있다. IA urokinase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전성 문제로 인해 FDA 및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를 받지 못하여 임상실험에만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는
시술법으로 이를 CP를 통해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CP의 기본 개념 및 허가사항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다.49
Urokinase의 동맥 내 투여에 더해 IV rt-PA 후 IA urokinase의 일괄 적용에 의한 CP의 운영이 허가사항에 없는
임의 비급여 치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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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Urokinase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사항.

GW Kim et al.
Stroke 2007;9:5-10.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을 위한
의학적 근거의 범위 및 기준 (제4조 관련)
1. 의학적 근거의 범위
의학적 근거의 범위는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공인된 학술지에 게
재된 임상연구문헌, 제외국의 약제 허가사항 등으로 한다.
2. 임상연구문헌의 의학적 근거수준의 분류 및 기준

3.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Health systems - improving

performance, 2000.
4. van der Worp HB, van Gijn J. Clinical Practice. Acute ischemic stroke.

N Engl J Med 2007;357:572-579.
5. Lees KR. Does neuroprotection improve stroke outcome? Lancet

1998;351:1447-1448.

6. Adams HP Jr, del Zoppo G, Alberts MJ, Bhatt DL, Brass L, Furlan A,

임상연구문헌은 연구유형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사용을 위해서는 범주 2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
만, 희귀질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주 4까지 인정할 수 있다.

범주 1：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ic review, meta-analysis)
범주 2：무작위 대조군 시험 또는 범주3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
고찰
범주 3：준-무작위 대조군 시험, 환자-대조군 연구(case control study),
코호트연구(cohort study) 및 기타 관찰적 분석 연구(obser-

7.

vational, analytic study)
범주 4：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 전/후 비교연구(before/

8.

afetr study), 증례 보고(case report), 환자군 연구(case
series), 비 분석적 연구(non-analytic study)

9.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 EEH팀
「근거문헌수록지침(EERM：Evidence Eased Review Mannual) 제2판
2006년 12월」

Figure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2007
보건복지부 고시).

10.

11.

몇몇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고들을 바탕으로 공인되지 않
은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부 병원의 뇌졸중

12.

표준화 진료 지침 운영은 개선 및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A urokinase 등과 같이 허가사항에서 제
외되었으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치료법
의 경우 적절한 대조군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를 통한 인증
을 거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허가된 바 없
는 임의비급여 운영에 대해서는 고시사항에 따른 공식적인
법적비급여 사용 승인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13.

14.

15.

이다(Fig. 2). 더불어 IMS I, II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된 IV/IA rt-PA 병행 투여에 대한 IMS III

16.

study의 결과도 기다려 보아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17.

효율적인 혈전용해술의 시술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포함한
정밀한 검증을 통해 혈전용해제들 간의 혹은 병행 투여의

18.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혈전용해술에 대
한 뇌졸중 표준화 진료 지침의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판
단 기준과 운영 지침의 재정립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

19.

겨진다.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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