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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방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항인지질 

항체의 존재가 주요 심혈관 사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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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Antiphospholipid Antibodies and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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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an association between antiphospholipid antibodies (APA) and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MACE) following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APA and the 
prognosis after drug-eluting stent (DES) implantation in patients with AMI is not known.
Methods: Thus,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idence of MACE and APA levels in patients with AMI who 
underwent successful DES implantation.
Results: Of 182 patients, 78 (42.9%) tested positive for APA. Lupus anticoagulant was positive in 37.6% (68 of 181) patients, 
anticardiolipin antibody IgM was positive in 8.3% (15 of 180), and anticardiolipin antibody IgG was positive in 1.7% (3 of 180) 
patients. At follow up, a MACE had occurred in 11 (14.1%) patients in the APA-positive group and in seven (6.7%) patients in the 
APA-negative group (p = 0.099).
Conclusions: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the incidence of MACE and the presence of APA in patients with AMI 
who underwent successful DES implantation. (Korean J Med 2013;84:681-689) 

Keywords: Antiphospholipid antibody, Drug-eluting stent, Acute myocardial infarction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Vol. 84, No. 5, 2013－

- 682 -

서     론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로는 조기 혈관재개통술이 우선

적으로 고려되며 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된다. 근래에는 스텐트 재협착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약물방

출 스텐트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1].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재협착을 줄이는 대신 스텐트 혈전증이 증가하여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보고도 있다[2].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에 발

생하는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인자로는 항혈소판 약제의 조

기중단, 스텐트의 불완전한 확장, 다혈관 질환, 사용된 스텐

트의 길이, 분지병변, 당뇨병, 신부전 등이 알려져 있다[3]. 

하지만 이 외에도 혈전생성을 조장하는 응고항진성(hyper-

coagulability)이 스텐트 혈전 발생과 관계있다는 보고가 있다

[4,5]. 항인지질항체는 응고항진성을 일으켜 동맥 또는 정맥

혈전증, 반복적인 자연유산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과 연관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하지만 항인지질항체의 존재가 급성 심

근경색증 후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과 관계있는지에 대해

서는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보고되고 있으며[8,9] 특

히 최근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약물방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성공

적으로 약물방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에서 항인지질항체의 존재가 스텐트 혈전증을 포함한 주요 

심혈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급성 심

근경색증으로 본원에 내원한 588명의 환자에게서 항인지질

항체 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202명이였다. 202명의 환자 중 

중재술 전 사망한 환자,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환자 및 

일반 금속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 20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고, 성공적으로 약물방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항인지

질항체 검사를 시행한 18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은 30분 이상의 전형적인 흉통, 

심전도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분절에서 1 mm 이상의 ST

분절의 지속적인 상승과 혈청 검사에서 troponin-I가 양성인 

경우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으며, ST분절의 

상승이 없이 troponin-I만 양성인 경우는 ST분절 비상승 심근

경색증으로 진단하였다. 항인지질항체는 항카디오리핀 항체 

IgG와 IgM, 루푸스 항응고인자를 조사하였으며, 대부분 내

원 후 24시간 내에 측정하였다. 루푸스 항응고인자는 direct 

Russell Viper Venom Time (dRVVT) assay (Clot based; LA1 

screening reagent, SIMENS; CA-1500, SYSMEX)를 사용하여 

검사하였고, 항카디오리핀 항체는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V-max moleculat devices reader, USA)를 사용

하여 검사하였으며, corgenix (USA) 시약을 사용하여 평균에 

표준편차의 두 배를 더한 값(mean + 2SD) 이상을 그 절단값

으로 항카디오리핀 항체 IgM은 11 U/mL 이상, 항카디오리

핀 항체 IgG는 23 U/mL 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고혈

압은 수축기 혈압 > 140 mmHg이면서/또는 이완기 혈압 > 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제 복용 중, 당뇨병은 임의 혈당 > 200 

mg/dL이면서/또는 공복혈당 126 mg/dL 또는 HbA1C > 6.5% 

또는 경구용 혈당강하제 혹은 인슐린 복용 중으로 진단하였

고,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 220 mg/dL, LDL 콜레스테

롤 > 140 mg/dL 또는 항고지혈증 제제 복용 중으로 정의하

였다. Killip classification의 정의에서 class I은 울혈성 심부전 

증상이 없는 경우이고, 폐의 1/2 이하에서 나음이 청진되면 

class II이며, 폐부종이 있는 경우를 class III, 혈압이 떨어지

면서 심장쇼크가 있는 경우를 Killip class IV로 분류하였다

[10]. 관상동맥 조영술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 

aspirin 500 mg, clopidogrel 600 mg을 복용 후 응급으로 시행

하였으며, 통증 발생 후 평균 11시간(11 ± 31.8시간)에 시행

하였다.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 aspirin 500 mg, 

clopidogrel 600 mg 복용 후 조기 침습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관상동맥 조영술 시 주로 5 내지 6 French 관상동맥 도자를 

이용하여 대퇴동맥 혹은 요골동맥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병

변혈관의 위치, 관상동맥 조영술 전후의 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TIMI) flow, 표적혈관, 협착의 정도, 스

텐트 삽입 부위, 스텐트 개수, no-reflow 현상 등을 분석하였

다. 임상추적은 연구 시점까지 외래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는 

외래 의무 기록지를 이용하였으며, 그러지 않은 환자는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심혈관 사건(major adverse cardio-

vascular event, MACE)은 심장사(cardiac death), 비치명적 심근

경색증, 뇌졸중, 혈관 재개통으로 정의하여 1개월, 1년, 2년 

내의 주요 심장 사건을 분석하였다. 그 중 혈관 재개통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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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증과 연관된 표적 혈관 재개통을 대상으로 하였고, 스텐트

내 재협착은 표적 혈관 재개통에서 제외하였다. 비표적 혈관

재개통 및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또한 주요 심장 사건에서 

제외하였다.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은 심근허혈이 임상적으

로 의심되는 환자에서만 시행하였고, 183명의 환자 중 16명

에서 시행되었다. 혈관 재개통술 역시 심근허혈의 소견이 있

는 환자에서만 시행하였다. 스텐트 혈전증은 academic 

research consortium (ARC)에서 내린 정의를 사용하였으며 

그 발생시기에 따라 스텐트 삽입 1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early stent thrombosis,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하는 late 

stent thrombosis, 1년 이후 발생하는 very late stent thrombosis

로 분류하였다[11].

통계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군 간의 비교는 unpaired t-test와 Chi- 

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로 검증하였다. 항인지질항체에 

따른 심근경색증의 과거력, 관상동맥 중재술의 과거력, 뇌졸

중의 과거력, 병원내 사망, 1개월 추적관찰 시 주요 심장 사

건, 그리고 주요 심장 사건에 따른 항카디오리핀 항체 IgM, 

IgG는 빈도 수가 작아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

였다.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하였다.

결     과

임상적 특성

약물방출 스텐트를 성공적으로 삽입한 급성 심근경색증 

생존자 182명 중 루푸스 항응고인자를 검사한 사람이 181명

이었으며, 항카디오리핀 항체 IgM, IgG를 검사한 사람은 180

명이었다. 이들 중 78명이(42.6%) 루푸스 항응고인자 또는 

항카디오리핀 항체에 양성이었다. 루푸스 항응고인자 양성

은 181명 중 68명(37.4%)이었으며, 항카디오리핀 항체 IgM 

양성은 180명 중 15명(8.2%), 항카디오리핀 항체 IgG는 180명 

중 3명(1.7%)이 양성이었다. 전체 환자의 평균나이는 63 ± 

14세, 남자가 134명(73.6%)이었고,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은 123명(67.6%),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은 59명(32.4%)

이었다. 모집단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과거력

이 있는 환자는 15명(8.2%)이었다. 항인지질항체 양성군의 

나이는 66 ± 14세, 음성군에서는 61 ± 14세로 양성군이 더 

고령이었다(p = 0.009). 남자가 양성군에서 61명(78.2%), 음

성군에서 73명(70.2%)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 = 

0.225).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ST분절 상승 유무, 이전 

뇌졸중 과거력을 제외한 동반질환, 흡연, 급성 심근경색증 

후 추적관찰 기간 및 내원 당시 활력징후에서 의미 있는 차

이가 없었다(Table 1). 심초음파상 좌심실 구축률, 혈액학적 

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 및 당화혈색소, creatinine, 혈색소에

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또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 통증 후 관상동맥 중재술까지 

걸린 시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그러나 항

인지질항체 양성군에서 뇌졸중의 과거력 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으며(p = 0.046), killip class가 더 높았다(p = 

0.048) (Tables 1 and 2).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의 비교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 통증이 발생한 후 평균 

6.3시간(6.3 ± 9.8시간, 중앙값 3.2시간)만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며,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은 조

기 침습적 치료 전략으로 대부분 48시간 이내, 평균 20.8시

간(21 ± 20.1시간, 중앙값 12.6시간)에 시행하였다.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경색관련 병변 위치에 대한 차이, 시술 당시 no 

reflow 현상, 혈전 흡입술, 대동맥 내 풍선펌프, 혈소판 당단

백 IIb/IIIa 억제제의 사용에서 차이가 없었고, 관상동맥 내 

시술 전 후의 TIMI 혈류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50% 이상 협착을 보이는 다혈관질환의 빈도가 

항인지질항체 양성군에서 의미 있게 더 잦았으며(p = 0.006), 

스텐트의 사용 개수가 양성군에서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080) (Table 3).

주요 심혈관 사건

추적관찰 기간은 평균 18개월(최소 3개월-최대 51개월)이

었으며 주요 심혈관 사건은 항인지질항체 양성군에서 11명

(14.1%), 음성군에서 7명(6.7%)에서 발생하여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99). 심장사는 양성군에서 5예, 

음성군에서 3예가 있었으며, 비치명적인 심근경색증은 양성 

및 음성군에서 각각 2예가 있었다. 뇌졸중은 양성군에서 3

예, 음성군에서 1예가 있었다. 표적 혈관 재개통은 양성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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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baseline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he presence of antiphospholipid antibodies

 
Antiphospholipid antibody-positive 

(n = 78)
Antiphospholipid antibody-negative

(n = 104)
p value

Age, yr 66 ± 14 61 ± 14 0.009
Male, % 61 (78.2%) 73 (70.2%) 0.225
Diagnosis

0.819   STEMI 52 (66.7%) 71 (68.3%)
   NSTEMI 26 (33.3%) 33 (31.7%)
Diabetes mellitus 22 (28.2%) 18 (17.3%) 0.079
Hypertension 40 (51.3%) 45 (43.3%) 0.284
Hypercholesterolemia 28 (35.9%) 36 (34.6%) 0.858
Current smoker 52 (66.7%) 66 (63.5%) 0.654
Previous MI 0 (0%) 1 (1.0%) 1.000
Previous PCI 0 (0%) 3 (2.9%) 0.261
Previous CVA 10 (12.8%) 4 (3.8%) 0.046
Initial systolic BP, mmHg 125 ± 24 126 ± 29 0.703
Initial diastolic BP, mmHg 76 ± 15 76 ± 17 0.925
Initial heart rate, rate/min 77 ± 20 75 ± 18 0.556
Killip class

0.048
   Class 1 58 (74.4%) 88 (84.6%)
   Class 2 8 (10.3%) 10 (9.6%)
   Class 3 5 (6.4%) 0 (0%)
   Class 4 7 (9.0%) 6 (5.8%)
F/U after MI, mon 17 ± 8 median 16 19 ± 8 median 20 0.072
STEMI,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NSTEMI, non-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MI myocardial infarction; PCI, percuta-
neous coronary intervention;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BP, blood pressure; F/U, follow up.

Table 2. Baseline laboratory results in antiphospholipid antibody-positive and negative patients

 
Antiphospholipid antibody-positive 

(n = 78)
Antiphospholipid antibody-negative 

(n = 104)
p value

LVEF, % 47 ± 10 49 ± 10 0.228
Total cholesterol, mg/dL 192 ± 40 194 ± 43 0.755
Triglyceride, mg/dL 129 ± 73 134 ± 68 0.598
HDL cholesterol, mg/dL 43 ± 12 44 ± 10 0.419
LDL cholesterol, mg/dL 116 ± 39 120 ± 42 0.491
HbA1c (%) 6.4 ± 1.2 6.2 ± 1.1 0.221
Creatinine, mg/dL 1.1 ± 0.5 1.0 ± 0.3 0.105
Hemoglobin, mg/dL 13.7 ± 2.2 14.1 ± 1.7 0.179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HbA1c, hemoglobin A1c.

서 1예, 음성군에서 1예 있었다. 위에서 보고한 주요 심혈관 

사건 중 병원 내 사망은 양성군에서 5예, 음성군에서 3예가 

있었으며, 혈관 조영술상 스텐트 내 재협착이 양성군에서 2

예, 대조군에서 5예가 있었다. 스텐트 혈전증의 가능성이 있

거나 명확한 스텐트 혈전증은 총 10예가 있었으며, 양성군에

서 6예, 대조군에서 4예가 있었다. 양성군에서 시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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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onary procedure results in antiphospholipid antibody-positive and negative patients

 
Antiphospholipid 

antibody-positive (n = 78)
Antiphospholipid 

antibody-negative (n = 104)
p value

Pain-to-intervention time in STEMI (min) 431 ± 531 median 225 355 ± 626 median 180 0.375

  Culprit lesion   

0.184

     Left main artery 0 (0%) 2 (1.9%)

     LAD 36 (46.2%) 61 (58.7%)

     LCX 15 (19.2%) 12 (11.5%)

     RCA 27 (34.6%) 28 (26.9%)

     RI 0 (0%) 1 (1.0%)

  Number of vessel with stenosis over 50%    

 
0.006

     1 vessel 20 (25.6%) 50 (48.1%)

     2 vessels 30 (38.5%) 32 (30.8%)

     3 vessels 28 (35.9%) 22 (21.2%)

Number of Stents 1.4 ± 0.6 1.2 ± 0.4 0.080

  TIMI flow before PCI   

0.430

     Grade 0 48 (61.5%) 54 (51.9%)

     Grade 1 22 (28.2%) 41 (39.4%)

     Grade 2 7 (9.0%) 7 (6.7%)

     Grade 3 1 (1.3%) 2 (1.9%)

  TIMI flow after PCI   

0.407

     Grade 0 0 (0%) 1 (1.0%)

     Grade 1 2 (2.6%) 3 (2.9%)

     Grade 2 30 (38.5%) 29 (27.9%)

     Grade 3 46 (59.0%) 71 (68.3%)

No reflow 16 (20.5%) 13 (12.5%) 0.144

Thrombus aspiration 36 (46.2%) 44 (42.3%) 0.605

Use of IABP 11 (14.1%) 11 (10.6%) 0.470

Use of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 13 (16.7%) 14 (13.5%) 0.547

STEMI,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LAD,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LCX, left circumflex; RCA, right coronary 
artery; RI, remodeling index; TIMI, 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IABP, intra-aortic 
balloon pump.

조기 스텐트 혈전증의 빈도가 더 잦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1개월 내 주요 심혈관 사건에서 항인지질항체 양성

군에서 5예(6.4%), 음성군에서 4예(3.8%)가 있었으며(p = 

0.501), 1년 내 주요 심혈관 사건은 양성군에서 8예(10.3%), 

음성군에서 5예(4.8%)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

다(p = 0.158). 2년 내 주요 심혈관 사건에서도 항인지질항체 

양성군에서 10예(12.8%), 음성군에서 6예(5.8%)로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 = 0.092) (Table 4). 또한 루푸

스 항응고인자 항카디오리핀 IgM, 항카디오리핀 IgG 양성군 

각각에서도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

었다(Table 5).

고     찰

항인지질항체는 루푸스 항응고인자와 항카디오리핀 항체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혈전증의 예측에 도움을 준다. 이 중 루

푸스 항응고인자는 혈전생성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

나, 항카디오리핀 항체와 혈전증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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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ce of antiphospholipid antibodies and a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
 MACE-positive (n = 18) MACE-negative (n = 164) p value
Lupus anticoagulant positive 9 (50.1%)   59 (36.2%) 0.251
Anticardiolipin antibody IgM positive 2 (8.0%) 13 (8.0%) 0.649
Anticardiolipin antibody IgG positive 0 (0%)  3 (1.9%) 1.000
Antiphospholipid antibody positive 11 (61.1%) 67 (40.9%) 0.099
MACE,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

Table 4. Clinical outcomes in antiphospholipid antibody-positive and negative patients

 
Antiphospholipid 

antibody-positive (n = 78)
Antiphospholipid 

antibody-negative (n = 104)
p value

MACE, % 11 (14.1%) 7 (6.7%) 0.099
MACE types   

0.887
  Cardiac death 5 (6.4%) 3 (2.9%)
  Non-fatal MI 2 (2.6%) 2 (1.9%)
  CVA 3 (3.8%) 1 (0.9%)
  TLR 1 (1.3%) 1 (0.9%)
In-hospital death 5 (6.4%) 3 (2.9%) 0.291
Stent thrombosis 6 (7.7%) 4 (3.8%) 0.330
  Early 5 (6.4%) 2 (1.9%)

0.217  Late 0 (0%) 0 (0%)
  Very late 1 (1.3%) 2 (1.9%)
Time interval to MACE after index procedure, mon 6.9 ± 8.7 median 3 7.3 ± 10.7 median 3 0.928
MACE at 1-month F/U 5 (6.4%) 4 (3.8%) 0.501
MACE at 1-year F/U   8 (10.3%) 5 (4.8%) 0.158
MACE at 2-year  F/U 10 (12.8%) 6 (5.8%) 0.096
MACE,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 MI, myocardial infarction;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TLR, target lesion revasculariza-
tion; F/U, follow up.

명확하지만 관련이 있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다[12]. 이러한 

항인지질항체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가 없는 일반인구 집

단의 1-5%에서 발견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특히 동반된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게서 12-50%로 항인지질항체의 양

성률이 높아진다. 이 중 루푸스 항응고인자는 1.2-3.8%에서 

발견되며, 항카디오리핀 IgM은 1-5%, 항카디오리핀 IgG는 

1-4.2%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령의 인구집단에서는 항카디

오리핀 항체가 12-50%까지도 증가됨을 보고하고 있다[13]. 

이러한 항인지질항체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게서 

동맥혈전증의 한 증상인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Petri [14]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 380명을 대상

으로 20년을 추적관찰한 Hopkins lupus cohort에서 루푸스 항

응고인자가 없는 군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이 9%인데 

반해, 양성군에서 22%로 나타나 루푸스 항응고인자의 존재

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

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 외에도 항인지질항체의 존재가 급

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라는 보고들이 있으며, Vaarala 등

[15]은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중년 남성 133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에서 항카디오리핀 항체를 급성 심근

경색증의 위험인자로 보고하였다. 또한 항인지질항체는 급

성 심근경색증의 첫 발병뿐만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증의 반

복과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Bili 등[16]은 급성 심

근경색증 환자 1,150명을 대상으로한 코호트 연구에서 반복

되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심장사를 겪었던 사람이 131명이

었으며, 이는 항카디오리핀 IgG의 상승 및 항카디오리핀 

IgM의 감소와 의미 있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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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에서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를 삽입한 후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한 여러 환자의 증례 보

고들이 있다[17,18]. 이러한 보고들은 항인지질항체의 응고

항진성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중재술 후 혈전증이나 재협착

이 일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재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Niessner 등[19]의 연구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관상동맥 풍선 

성형술을 시행한 132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로 항카

디오리핀 IgM의 증가가 반복되는 재협착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Gurlek 등[20]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80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년 후 추적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항카디오리핀 항체가 양성인 군에서 재협착이 더 잦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들은 항인지질항체가 혈전증이

나 재협착과 연관되어 주요 심혈관 사건을 더 잦게 일으킨

다 할 수 있겠으나 이와 모순되는 연구들도 있다. Sharma 등

[21]은 관상동맥 내 단순 금속 스텐트 또는 약물방출 스텐트

를 삽입한 26명의 환자에게서 항카리오리핀 항체와 스텐트 

혈전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한 167명을 대상으

로 한 Chiarugi 등[22]의 연구에서는 항카디오리핀 항체가 재

협착의 발생과 연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항인지질항체와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에 관한 연구들도 연구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앞서 말한 Gurlek 등[20]의 연

구에서 항카디오리핀 항체 양성인 군에서 재협착이 더 잦았

다고 보고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의 재발이나 사망률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Eber 등[23]은 관상동맥 조영술

을 시행한 관상동맥 질환자 7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인 연구에서는 항인지질항체가 반복되는 심혈관 사건과 연

관이 없다고 보고했다. Sletnes 등[8]은 597명의 급성 심근경

색증 생존자를 대상으로 항카디오리핀 항체가 사망률과 뇌

졸중, 반복되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아니라고 보

고하였다. 또한 Vuilleumier 등[24]은 221명의 급성 심근경색

증 생존자를 대상으로 주요 심장 사건과 자가 항체들 사이

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연구하였으며, 1년 주요 심장 사건 발

생율에 anti-apoA-1 IgG 외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Zuckerman 등[25]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

스 환자가 아닌 124명의 65세 이하 급성 심근경색증 생존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항카디오리핀 항체 양성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재발 및 혈전증과 연관된 사건들에 연관이 있

다고 보고하였고, Bili 등[16]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1,150

명에게서 항카디오리핀 IgG의 증가와 IgM의 감소가 반복되

는 심장 사건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항인지질항체가 급성 심근경색증 후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에 있어 독립된 위험인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많은 논란이 있다. 또한 항인지질항체 측정에 대한 표준

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항인지질항체와 주요 심혈

관 사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급성 심근경색

증 환자의 예후에 대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본 연구는 약물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

자를 대상으로, 항인지질항체가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인지질항체에 따른 기본 특

성의 차이,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조영술상의 차이 및 시간

에 따른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서 항인지질항체 양성군의 나이가 더 많았으며, 뇌졸중의 과

거력 빈도 및 Killip class도 양성군에서 더 높았다. 또한 관상

동맥 조영술 상에서 다혈관 질환의 빈도가 더 잦았다. 항인

지질항체 양성군이 심근경색증으로 내원 당시 질환의 중증

도가 더욱 심했으며, 이는 항인지질항체 양성군이 더 고령의 

나이인 것과 항인지질항체의 응고항진성과 연관이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뇌졸중의 과거력이 차이를 보이는 것

은 뇌졸중이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에서 가장 흔한 동맥 혈전

증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 심혈관 사건의 총 

18건 중 항인지질항체 양성군에서 11명(14.1%), 음성군에서 

7명(6.7%)으로 두 군 간에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p = 0.099). 

또한 급성 심근경색증 이후 2년 주요 심장 사건은 양성군에

서 더 잦은 빈도를 보였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p = 

0.096) (Table 4).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증으로 약물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에서 항인지질항체의 

존재는 주요 심혈관 사건의 예측인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추적 조영술은 모든 환

자에서 시행치 않았고, 대부분 임상적으로 심근허혈의 증상

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재협착의 발생 빈도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또한 항인지질항체의 측정은 급

성 심근경색증으로 내원한 모든 환자에게서 시행한 것이 아

니며, 특히 시술 전후 또는 시술 중 사망하여 항인지질항체

를 측정하지 못한 중증의 환자는 제외되었으므로 일부 선택

편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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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항카디오리핀 항체의 절단값은 평균에 표준편차의 두

배를 더한 값(mean + 2SD) 이상으로 하여, 항카디오리핀 항

체 IgM은 11 U/mL 이상, 항카디오리핀 항체 IgG는 23 U/mL 

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은 항카

디오리핀 IgM, IgG가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이거나 정규 모집

단의 99% 이상으로 정의내리지만, 항인지질항체의 분포가 

정규분포곡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절단값을 설정

할 수 없고, 시약의 종류에 따라 절단값이 달라 논란의 여지

가 있다[26]. 절단값에 대한 논란은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들

도 동일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란을 해결

하기 위해 향후 항인지질항체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 방법 

및 시약에 따른 결과 값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

발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 루푸스 항응고인자가 

일반인구 집단에서 1.2-3.8%에서 양성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 37.2%로 더 높았던 이유는 항인지질항체

의 측정이 헤파린 사용 후 시행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

된다. 루푸스 항응고인자 측정 시 헤파린의 사용으로 위양성

으로 나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헤파린 사용 전 루푸스 항

응고인자의 측정이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헤파린 중단 후 

루푸스 항응고인자를 재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일 병원에서 시행한 후향적 연구로 주요 심장 사

건의 빈도수 및 모수가 적어 명확히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

움이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     약

목적: 항인지질항체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약물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서 항인지질항체와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약물방출 스텐트를 시술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

서 항인지질항체와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과의 연관성을 알

아보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약물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급성 심근경색증 생존자를 대상으로 항인지질항체 양성군과 

음성군으로 나누어 주요 심혈관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후

향적으로 연구하였다.

결과: 항인지질항체 양성군에서 더 고령이었으며, 뇌졸중

의 과거력이 더 많았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내원 당시 

Killip class는 더 높았다. 관상동맥 조영술상에서 다혈관 질

환의 빈도가 양성군에서 더 잦았다. 그러나 주요 심혈관 사

건에 있어 항인지질항체 양성군과 음성군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p = 0.099).

결론: 항인지질항체의 존재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에게서 주요 심혈관 사건과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었다.

중심 단어: 항인지질항체; 약물방출 스텐트; 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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