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19 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is an Open-Access Journal. Al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VIEW
  ISSN 1738-3331 eISSN 2671-826X, https://doi.org/10.7704/kjhugr.2019.0013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19;19(4):231-235

항혈전제 복용 환자에서 내시경 검사와 조직 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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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Antithrombotics before Endoscopy and Bio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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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Antithrombotics are increasingly used for th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and endoscopists often have 
to decide whether to continue or stop these medications before endoscopy. The development of novel antithrombotics, such as di-
rect oral anticoagulants, has complicated their management before endoscopy. Although the discontinuation of anticoagulants may 
decrease the incidence of bleeding after endoscopic procedures, discontinuation may also lead to more serious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Although the majority of current practice guidelines recommend continuation of antithrombotics before elective en-
doscopy and biopsy, surveys have shown that many endoscopists do not adhere to these guidelines, probably due to legal aspirations 
from post endoscopic bleeding. Thus, we examined the current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ntithrombotics before end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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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항혈전제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와 와파린과 같은 항

응고제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최근에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하

면서 이들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1 따라서 항혈전제 복용 환자에서 진단 

또는 치료 목적의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임상에서 

종종 접하게 된다. 항혈전제 복용 환자에서 위내시경 및 조직검

사를 시행하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출혈 예방을 위하

여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면 더욱 심각한 심뇌혈관계 합병증

이 발생할 수 있다.2 또한 환자에 따라서는 항응고제와 항혈소

판제를 동시에 복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항혈소판제를 복용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시경 검사 전에 이들 약물을 어떻게 중

단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 새로운 항혈소판

제와 항응고제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내시경의는 이들 새로

운 항혈전제의 작용 기전과 작용 시간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

야 검사 전에 적절하게 약물의 복용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종설에서는 내시경 검사 전 항혈전제 복용과 관련된 

최근 가이드라인을 소개 및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에

서 내시경 검사 전에 항혈전제의 복용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론

1. 항혈전제의 분류

항혈전제는 통상적으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로 분류된다. 

항혈소판제에는 아스피린과 thienopyridines (e.g., clopidogrel) 

등이 포함되며 항응고제에는 와파린, 헤파린, 직접 경구용 항응고

제(direct oral anticoagulants, DOACs)들이 포함된다. 이들 항

혈소판제와 항응고제 각각의 종류와 작용 시간을 숙지하면 내시

경 검사 전 약 중단 시기와 재복용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임상에

서 환자들이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 그것은 1) 한 개의 항혈소판제 복용, 2) 두 개의 항혈소

판제 복용(dual antiplatelet therapy, DAPT), 3) 항응고제 복용, 

4) 3가지 항혈소판제 복용 또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복용하

는 경우이다. 이 중에서 3가지 항혈소판제 복용 또는 항혈소판제

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내시경 검사 전에 약물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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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atification of Endoscopic Procedures Based on the Risk 
of Bleeding According to the APAGE-APSDE Guidelines3

Low risk Diagnostic endoscopy with biopsy
Endoscopic ultrasound without fine needle 

aspiration
ERCP with biliary or pancreatic stenting
Diagnostic push or device-assisted enteroscopy
Video capsule endoscopy
Esophageal, enteral and colonic stenting
Argon plasma coagulation

High risk Polypectomy
ERCP with sphincterotomy±balloon 

sphincteroplasty
Dilatation of strictures
Injection or banding of varices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or 

jejunostomy
Endoscopic ultrasound with fine needle aspiration
Ampullectomy

Ultra-high risk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of large (>2 cm) 

polyps

APAGE, Asian Pacific Association of Gastroenterology; APSDE, 
Asian Pacific Society for Digestive Endoscopy;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Table 2. Management of Antithrombotic Agents before Endoscopy

ASGE ESGE Asia-Pacific

APA Continue Continue Continue

DAPT NA Continue Continue

Warfarin Continue Continue Continue

DOACs NA Omit morning dose Continue

ASGE, Americ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ESGE,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APA, antiplatelet agents; DAPT, 
dual antiplatelet agents; NA, not applicable; DOACs, direct oral anticoagulants.

및 재복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환자

에서는 내시경 검사 전에 약물의 중단 여부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4)군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에서 3)군 각각에 대하여 내시경 검사 전에 약물의 중단 시기와 

관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내시경 시술의 출혈 위험성

내시경 시술은 출혈 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고위험 시술과 저

위험 시술로 분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출혈 위험도가 1% 미

만인 시술을 저위험 시술로 분류하며, 이외의 시술은 고위험 시

술로 분류한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시경 시술을 고위험 

시술과 저위험 시술로 분류하였으나, 아시아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위험 시술을 세분화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과 >2 cm 용종에 대한 내시경 

점막 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을 초고위험 시술

(ultra-high risk procedure)로 분류하였다(Table 1).3,4 두 가

이드라인에서는 상부위장관내시경, 소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의 

진단 검사 및 점막 생검은 출혈의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 시술

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단적 목적의 내시경적 역행성 췌

담관 조영술 및 세침 흡인을 시행하지 않는 내시경 초음파와 

캡슐내시경도 저위험 시술에 포함된다.

3. 저위험 시술 전 항혈전제의 관리

유럽 가이드라인과 아시아 가이드라인 모두 상부위장관내시

경 검사 및 점막 생검 전에 항혈소판제, DAPT, 와파린을 중단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Table 2). 그러나 이들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및 조직 생

검시 출혈 위험도를 조사한 무작위 배정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는 한 개만 보고되고 있다.5 이 연구에서는 상

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은 환자 600명을 무작위로 아스

피린 투여군과 클로피도그렐 투여군으로 배정하여 조직 생검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아스피린 투여군의 환자 한 명에서 임상적

으로 의미 없는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 결

과를 토대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약물을 복용하더

라도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및 조직 생검의 출혈 위험도는 낮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DAPT,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에

서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및 조직 생검시 출혈의 발생을 조사

한 무작위 연구는 없다. 한 후향적 연구에서 항혈전제를 두 가

지 이상 복용하는 30명의 환자들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및 조직 생검을 시행한 결과 출혈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6 

따라서 유럽 및 아시아 가이드라인에서는 DAPT 및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및 조직 생검을 해도 되지

만 그 근거수준은 낮음(low quality of evidence)으로 권고한

다.3,4,7 상부위장관내시경 전에 DOAC 복용과 관련해서는 유럽 

및 아시아 가이드라인에서 다르게 권고하고 있다. 유럽 가이드

라인에서는 내시경 조직 생검의 출혈 위험이 낮지만 DOA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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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nagement of Antithrombotics before Ultra-high-risk Proceduresa Based on the Asia-Pacific Guidelines

Asia-Pacific Recommendation Evidence

APA ASA stop Strong Low

Thienopyridine stop (5 days)

DAPT Stop both Strong Low

Thienopyridine stop (5 days)

Warfarin Stop (5 days) Strong Low

Bridge therapy for high thrombotic risk

DOAC Stop (at least 48 hours) Strong Low

APA, antiplatelet agents; ASA, aspirin; DAPT, dual antiplatelet agents; DOAC, direct oral anticoagulant. 
aUltra-high-risk procedures are defined as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and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of large (>2 cm) polyps.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생검 후 출혈 발생을 조사한 연구가 없으

므로 검사 당일 아침에는 약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 반면에 아시아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시경 조직검사 후에 출

혈 발생의 위험이 낮으니 시술 당일 아침에도 DOAC를 복용해

도 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4. 고위험 및 초고위험 시술 전 항혈전제의 관리

아시아 가이드라인에서는 ESD와 2 cm보다 큰 용종에 대한 

용종 절제술을 출혈 발생의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시술로 분류

하고 있다.3 이와 같은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항혈

전제의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Table 3). 고위험 시

술에서 아스피린을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초고위험 시술에서는 

중단할 것이 권고된다. Thienopyridine과 같은 항혈소판제는 

고위험/초고위험 시술 5일 전에 복용을 중단하고 지혈이 확인

된 후에는 가급적 빨리 재복용할 것이 권고된다. DAPT를 복용

하는 환자에서 초고위험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항혈소

판제의 복용을 모두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고위험 시술

을 하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은 복용하면서 thienopyridine은 시술 

5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와파린은 시술 5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으며 색전증의 발생이 높은 환

자들에서는 heparin bridge therapy를 할 것을 권고한다. 

DOAC의 경우에는 시술 48시간 전에 약 복용을 중단하고 시술 

후 지혈이 충분히 된 경우에는 재복용하도록 권고한다. DOAC

는 약의 발현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색전증의 위험이 높은 환

자라 하더라도 heparin bridge therapy가 불필요한 것으로 권

고된다.3

최근 국내의 한 연구에서 ESD를 시행받은 환자들 중에서 항

혈전제를 복용하던 환자 399명을 조사한 결과 지연 출혈의 발

생은 10.0%인 것으로 보고하였다.8 이 연구에서는 시술 후에 

항혈전제의 복용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지연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15.9%로 대조군의 5.1%보다 높았다. 또한 heparin 

bridge therapy를 받는 환자에서 지연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35.9%로 대조군의 10.0%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DOAC 중에서 rivaroxaban을 복용하는 경우 

dabigatran을 복용할 때에 비하여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heparin bridge therapy를 시행하는 

경우에 출혈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럽

의 다른 연구에서는 항혈전제 복용 환자 529명에서 저위험 및 

고위험 내시경 시술 후의 지연성 출혈의 발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연성 출혈이 저위험 시술에서는 1.8%, 고위험 시술에서

는 19.3%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고위험 시

술 시 heparin bridge therapy를 시행하는 경우 출혈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고위험 시술을 계획할 때 heparin bridge therapy는 혈전 색전

증의 위험이 높은 소수의 환자들에게서만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시아 가이드라인에서는 CHA2DS2-VASc 

score (congestive heart failure, hypertension, age >75 

years, DM, prior strokes or TIA or thromboembolism, vas-

cular disease, age 65-74 years, female) >5인 환자에서 

heparin bridge therapy를 권고하지만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CHA2DS2-VASc score >2인 환자에서 heparin bridge ther-

apy를 권고하고 있다.3,7

5. 상부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환자들의 항혈전제의 
재복용 시기

심혈관 색전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상부위장관 출

혈이 발생한 경우 지혈이 되면 항혈소판제를 재복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0년에 발표된 무작위 배정 

연구가 있다.10 이 연구에서 궤양 출혈이 발생한 환자에서 아스

피린을 재복용한 군과 대조약을 복용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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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재출혈의 발생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DAPT를 복용하

는 환자에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아스피린의 복용

은 지속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클로피도그렐만 중단하였을 때 스텐트 내 혈전 

발생까지의 시간이 122일이 걸렸으나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모

두 중단하는 경우에는 빠르면 7일 이내에 색전증이 발생하였다

는 연구에 근거한다.11 마찬가지로 와파린이나 DOAC와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상부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경우

에도 지혈이 된 후에는 가급적 빨리 항혈전제를 재복용할 것이 

권고된다. 이는 출혈이 발생한 환자에서 지혈 후에 항응고제를 

재복용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낮았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

로 한다.12-15 그러나 정확한 재복용 시점에 관련된 연구는 없어

서 아시아 가이드라인에서는 지혈이 된 후에는 가급적 빨리 항

혈전제를 재복용할 것이 권고된다. 

결 론

유럽 및 아시아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항혈전제를 복용

하는 환자에서 진단적 목적의 위내시경 검사 전에 약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항혈전제 중에

서 DOAC의 경우에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시경 검사 당

일에는 약 복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며, 아시아 가이드라인에

서는 검사 당일에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권고

한다. 이렇듯 가이드라인에서 위내시경 검사 전에 항혈전제를 

중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것

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시행한 한 설문

조사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내시경 검사 

전에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내시경 전에 항혈전제의 복

용을 중단하도록 권하며 항혈소판제를 중단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항응고제의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7 이러한 설문 연구들은 대부분의 내시경의들이 항

혈전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점막 생검 후 출혈의 발생을 염려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시경 검사 전에 항혈전

제의 복용을 중단한 후에 심각한 뇌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내시경의는 항상 염두해 두어야 되겠다. 현재의 지침은 

진단적 목적의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 생검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러한 현재의 지침을 잘 숙지하고 환자의 여러 임상 상황을 고

려하여 적용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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