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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re are conflicting data in the literature regarding aspirin resistance.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on initial stroke severity in acute stroke patients who had taken aspirin.

Methods: We reviewed acute ischemic stroke patients who were already on aspirin.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was 

defined as an aspirin reaction unit score of ≥550, as evidenced by the VerifyNow-Aspirin assay, which was performed 

after 4 days of continuous aspirin medication. Initial stroke severity was evaluated using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scores at day 4, which were dichotomized into mild (0-7) and severe (≥8). Modified Rankin Scale 

scores were determined at 3 months. The 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s (ASPECTS) were assessed on initial 

diffusion-weighted imaging (DWI).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and initial 

stroke severity.

Results: Nine of 106 patients (8.5%) had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The initial stroke sever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WI-ASPECTS (p<0.001), initial C-reactive protein level (p=0.005),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p=0.009), and stenosis or occlusion of the relevant artery (p=0.029).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odds ratio (OR), 15.24; 95% confidence interval (CI), 2.49-93.31; p=0.003] and initial C-reactive protein 

level (per 1 mg/dL; OR, 2.43; 95% CI, 1.47-4.00; p=0.001)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initial stroke severity 

(NIHSS score ≥8). However,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was not associated with clinical outcome at 3 months 

(p=0.366).

Conclusions: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initial stroke severity. This suggests that 

detection of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in acute ischemic stroke is useful when choosing the optim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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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스피린은 심혈관 질환 발생의 일차 또는 이차 예방, 그리고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급성기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이다.1,2 메타

분석에서는 장기간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심혈관질환과 뇌혈

관질환의 발생을 2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3 

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 중 10-20% 정도는 5년 이내

에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4 또한 허혈뇌졸중 환자의 30-40%는 이미 아스피린 같은 항혈

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5 이와 같이 아스피린을 복용하

던 중 허혈뇌졸중이나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임상적 

아스피린저항성이라고 한다. 

임상적 아스피린저항성의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가 생화학

적 아스피린저항성인데, 이는 혈소판응집검사에서 기대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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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응집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심혈관질환

과 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스피린저항

성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재발 환

자 중 20-30%에서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알

려져 있다.1,6,7 또한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을 보이는 환자

에서 아스피린 복용 중 뇌경색의 재발 역시 증가되었다고 한

다.8,9 최근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은 심혈관질환 재발의 예

측 인자로 언급되고 있지만,2,10,11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이 

급성 뇌경색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이 있을 경우 초기 뇌경색의 중증도가 

더 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들의 임상, 영상의학 특성을 조사

해 보았다. 

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본원 신경과에 증상발생 24

시간 내에 입원한 급성기 뇌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

산강조영상(diffusion-weighted image, DWI)을 포함한 뇌자

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이용하여 

급성 뇌경색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내원 직전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아스피린을 복용해 온 총 181명의 환자를 모집하였다. 이

들을 대상으로 입원 중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검사를 하였

고, 이들의 임상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내원하기 2주 

이내에 다른 항혈소판제, 항응고제와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함

께 복용했던 55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뇌경색의 원인

분류로 Trial of Org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TOAST) 방법12에 따라 심인성 뇌경색으로 분류된 20명도 제외

하였다. 모든 환자는 아스피린 복용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기 때

문에 동일하게 아스피린 100 mg과 글로피도그렐 75 mg을 병용

투여하였다. 

2. 아스피린저항성 평가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검사는 Rapid Platelet Function 

Assay-Aspirin (RPFA-ASA) system (VerifyNowR Aspirin 

Assay; Accumetrics Inc,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입원 후 최소 3일 이상 아스피린 100 mg을 복용한 후 내원 4일

째 시행하였다. 아스피린 복용 24시간 경과 후 정맥혈을 2 mL 

채취한 후, 3.2% citrate가 처리된 진공튜브에 담았다. 실온에

서 30분-4시간 사이에 혈소판활성인자인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이 포함되어 있는 카트리지에 결합하여 기계에 장착하면 

카트리지 안에서 혈소판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광

투과도 변화를 측정하여 아스피린반응성단위(Aspirin Reaction 

Units, ARU)를 사용해 표기하였으며, ARU ≥ 550을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으로 정의하였다.13-15 

3. 임상평가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과거 뇌

졸중 병력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환자의 초기 뇌경색 중증

도와 예후평가를 위해서 내원 4일째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검사를 시행할 당시의 NIH뇌졸중척도(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점수와 3개월째 수정Rankin척

도(modified Rankin Scale, mRS) 점수를 측정하였다. 초기 뇌

경색 중증도는 내원 4일째 NIHSS 점수를 기준으로 NIHSS 0-7

점의 경도 군과 NIHSS 8점 이상의 중등도 군의 두 군으로 분류

하였다.16 예후평가에 있어서는 3개월째 mRS 점수가 0-2점인 

경우를 예후가 좋은 군으로 3점 이상을 예후가 나쁜 군으로 정

의했다. 혈액검사로는 초기 C반응단백(C-reactive protein, 

CRP)을 포함하여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를 조사하였다. 뇌자기

공명영상은 3.0-Tesla MRI를 이용하여 응급실 내원 6시간 이

내에 촬영을 하였고, 본원의 급성 뇌경색 자기공명영상 촬영 지

침에 따라 시행하였다. 뇌경색 병변에 해당하는 뇌혈관의 협착

은 자기공명혈관조영(3D time-of-flight MR angiography, 

MRA)에서 신호 감소가 50% 이상일 때로 정의하였다. 중대뇌동

맥 영역의 뇌경색 병변의 크기는 DWI에서 임상정보를 알지 못

하는 뇌졸중 전문의가 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 (DWI-ASPECTS)를 측정했다.17,18 

4. 통계 분석

먼저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을 보인 환자와 저항성을 보이

지 않은 환자들의 기본 특성과 초기 뇌경색의 중증도, 

DWI-ASPECTS로 측정한 초기 뇌경색 병변의 크기, 뇌경색 병

변과 상응하는 뇌혈관의 협착 또는 폐쇄, 초기 CRP 수치, 뇌경

색의 원인분류, 3개월째 임상 예후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생화

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의 임상적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 아스피린

저항성과 초기 뇌경색의 중증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 분

석 역시 위에 언급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단변량분석을 위해 Fisherʼs exact test, Student t-test, 

Mann-Whitney test, Kruskall-Wallis test를 변수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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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s associated with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Aspirin resistance 
(n=9)

Aspirin response 
(n=97) p

Age (yr) 72 (55-87) 71 (43-87) 0.751
Female 1 (11.1%) 44 (45.4%) 0.075
Hypertension 7 (77.8%) 76 (78.4%) 1.000
Diabetes 4 (44.4%) 40 (41.2%) 1.000
Current smoking 3 (33.3%) 24 (24.7%) 0.690
Previous stroke history 4 (44.4%) 33 (34.0%) 0.560
C-reactive protein (mg/dL) 0.12 (0.07-2.36) 0.15 (0.01-8.70) 0.829
Leukocyte (×1000/μL) 7.3±1.4 7.7±2.5 0.861
Hemoglobin (g/dL) 11.9±1.6 12.7±1.5 0.111
Platelet (×1000/μL) 246.8±93.0 246.0±76.9 0.472
NIHSS score at admission 4 (1-20) 3 (0-21) 0.048
NIHSS score at 4-day 4 (0-20) 1 (0-34) 0.014
Initial stroke severity (NIHSS score ≥8 at 4-day) 4 (44.4%) 8 (8.2%) 0.009
Stenosis or occlusion of relevant artery 6 (66.7%) 28 (28.9%) 0.029
DWI-ASPECTS 6.6±3.0a 7.9±2.0b 0.082
Stroke subtypes 0.055
   Large artery atherosclerosis 5 (55.6%) 35 (36.1%)
   Small vessel occlusion 0 (0.0%) 33 (34.0%)
   Undetermined etiology 4 (44.4%) 20 (20.6%)
Poor outcome 3 (33.3%) 17 (17.5%) 0.366

Values in cells are numbers (column %), mean±aSD, or median (range) as appropriate. NIHSS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DWI; diffusion-weighted imaging, ASPECTS; 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
an=7. bn=66.

따라 적절히 사용하였다. 다변량분석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고, 단변량분석 결과 p 값이 0.1 미만인 

변수들을 다변량분석에 포함시켰다.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계산하였다. 모든 

분석은 양측검정을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

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통계프로그

램 PASW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18, IBM Inc)를 이

용하였다. 

결  과

총 106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고, 평균 나이는 68.6세

(표준편차=9.7), 여자는 45명(42.5%)이었다. 생화학적 아스피

린저항성은 9명(8.5%)에서 나타났다.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

압은 83명(78.3%), 당뇨병은 44명(41.5%)이 있었다. 27명

(25.5%)이 흡연자였고, 37명(34.9%)에게 과거 뇌졸중 병력이 

있었다. 뇌경색 원인분류로는 동맥경화성 뇌경색(large artery 

atherosclerosis)이 40명(37.7%), 열공 뇌경색 33명(31.1%), 

그리고 원인불명(undetermined etiology) 24명(22.6%)으로 

나타났다. 앞순환(anterior circulation) 뇌경색 환자는 75명

(70.8%)으로, 내경동맥 영역 2명(1.9%), 중대뇌동맥 영역 69명

(65.1%), 전대뇌동맥 영역 2명(1.9%), 그 외 2명이었다. 후순환 

뇌경색은 척추동맥 영역 4명(3.8%), 기저동맥 영역 18명(17.0%), 

후대뇌동맥 영역 6명(5.7%)이었고, 환자 세명에서는 여러 영역

에 동시에 뇌경색 병변이 있었다. 앞순환 뇌경색 중 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n=2)을 제외한 73명의 환자들에서 측정한 DWI- 

ASPECTS는 평균 7.8(표준편차=2.1)이었다. 뇌경색 병변에 해

당하는 뇌혈관협착은 24명(22.6%), 폐쇄는 17명(16.0%)이 있

었다. 기존에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이유로는 고혈압, 당뇨병 같

은 위험인자 치료와 함께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경우가 52명

(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29명(27.4%)은 과거 뇌졸중 병력

이 있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 심근경색, 관

상동맥스텐트시술, 협심증 등으로 심장내과에서 복용하고 있던 

경우가 10명(9.4%)이었고, 8명(7.5%)의 환자들은 과거 뇌졸중 

병력과 심혈관질환이 둘 다 있었고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3명(2.8%)의 환자는 말초동맥질환으로 수술

을 받은 후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명(3.8%)

은 기타 다른 이유로 복용하고 있었다.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이 있는 군과 없는 군 간의 변수들

을 비교했을 때, 양 군 간의 기본 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생화

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이 있는 환자군에서 저항성 검사 당시 

NIHSS 점수가 높았고(p=0.048), 뇌경색 병변에 해당하는 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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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initial stroke severity (NIHSS at 4-day)

NIHSS ≥ 8
(n=12)

NIHSS < 8
(n=94) p

Age (yr) 68 (52-83) 71 (43-87) 0.546
Female 3 (25.0%) 42 (44.7%) 0.230
Hypertension 9 (75.0%) 74 (78.7%) 0.720
Diabetes 7 (58.3%) 37 (39.4%) 0.229
Current smoking 4 (33.3%) 23 (24.5%) 0.497
Previous stroke history 7 (58.3%) 30 (31.9%) 0.106
C-reactive protein (mg/dL) 1.90 (0.05-8.70) 0.14 (0.01-5.13) 0.005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ARU) 511.6±83.3 453.3±54.7 0.012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categorical) 4 (33.3%) 5 (5.3%) 0.009
Stenosis or occlusion of relevant artery 8 (66.7%) 26 (27.7%) 0.017
DWI-ASPECTS 5.2±3.5a 8.2±1.4b <0.001
Stroke subtypes 0.131
   Large artery atherosclerosis  7 (58.3%) 33 (35.1%)
   Small vessel occlusion 1 (8.3%) 32 (34.0%)
   Undetermined etiology 4 (33.3%) 20 (21.3%)

Values in cells are numbers (column %), mean±aSD, or median (range) as appropriate.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DWI; diffusion-weighted imaging, ASPECTS; 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
an=11. bn=62.

Table 3. Predictors of initial stroke severity based 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itial stroke severity 
(NIHSS≥8)

OR (95% Cl)  p
C-reactive protein (mg/dL) 2.43 (1.47-4.00) 0.001
Biochemical aspirin resistance 15.24 (2.49-93.31) 0.003
Stenosis or occlusion of relevant artery 2.51 (0.50-12.62) 0.263
Age 0.98 (0.90-1.06) 0.615
Female 0.70 (0.11-4.46) 0.707

Variables were selected for entry into the models based on the results of 
univariate analyses (p<0.1). Hosmer-Lemeshow goodness-of-fit tests 
showed χ2=9.68 and p=0.21, demonstrating good model fitnes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관의 협착 또는 폐쇄가 많았다(p=0.029). 초기 뇌경색 병변의 

크기를 반영하는 DWI-ASPECTS는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이 있는 군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p=0.082) 열공성 뇌경

색 환자 중에는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이 없었으나(p= 

0.054), 두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양 군 간의 3개

월째 예후의 차이는 없었다(p=0.366, Table 1). 생화학적 아스

피린저항성을 보인 환자 9명 중 4명이 과거 뇌졸중 병력이 있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2명은 과거 심근경색,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협심증 등으로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

고 있던 경우, 2명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에 대한 투

약과 함께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경우, 나머지 1명은 중추 현훈

으로 진단받고 신경과에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다. 아스피

린 복용 이유와 아스피린저항성 유무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p=0.271)

초기 뇌경색 중증도는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p=0.012), 

초기 CRP (p=0.005), 뇌경색 병변에 해당하는 뇌혈관의 협착 

또는 폐쇄(p=0.017), 그리고 초기 DWI-ASPECTS (p<0.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심한 초기 뇌경색 중증

도를 보인 환자 12명 중에서 4명(33.3%)에서 생화학적 아스피

린저항성을 보였고, 평균 수치는 511.6 ARU였다. 또한 해당하

는 뇌혈관의 협착 또는 폐쇄가 있을수록, 초기 CRP가 높을수

록, DWI-ASPECTS이 낮을수록 초기 뇌경색 중증도는 심했다

(Table 2). 초기 뇌경색 중증도에 대한 다변량분석에 포함된 변

수는 초기 CRP,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뇌혈관의 협착 또는 

폐쇄, 그리고 나이, 성별을 포함하였고,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

어 시행해 보았다. 먼저 초기 DWI-ASPECTS는 모든 환자에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환자를 대상

으로 다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OR, 

15.24; 95% CI, 2.4993.31; p=0.003)과 초기 CRP (OR, 

2.43; 95% CI, 1.474.00; p=0.001)의 두 변수만이 초기 뇌경

색 중증도와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었다(Table 3). 다음으로 표

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초기 DWI-ASPECTS를 측정한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다변량분석을 했을 때, 생화학적 아스피린저

항성(OR, 15.52; 95% CI, 1.91126.32; p=0.010), 초기 CRP 

(OR, 2.12; 95% CI, 1.163.87; p=0.015)와 함께 DWI-ASPECTS 

(OR, 0.58; 95% CI, 0.340.97; p=0.037)도 초기 뇌경색 중

증도와 연관된 독립적인 인자였다.  

3개월째 임상 예후와 관련된 변수로는 심한 초기 뇌경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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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p<0.001), 과거 뇌졸중 병력(p=0.002), 그리고 초기 

DWI-ASPECTS (p=0.030)였다. 3개월째 나쁜 예후를 보인 환

자군에서 초기 NIHSS 점수가 높았고, 과거 뇌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가 많았다. 초기 뇌경색 중증도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였

던 초기 CRP와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은 3개월째 임상적 예

후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고  찰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은 약 8.2-37%의 빈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19,20 본 연구에서 사용된 VerifyNow Aspirin 

Assay의 진단기준인 ARU > 550에 따르면, 12-27%에서 아스

피린에 내성이 있다고 한다.21 국내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

로 VerifyNow Aspirin Assay를 이용한 연구에서 생화학적 아

스피린저항성의 빈도가 8.6%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14 본 연

구에서 기존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던 환자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은 총 106명 중 9명(8.5%)에서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유무와 임상 특

성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 연령, 뇌경색의 위험 인자는 양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비슷하였

다.19,22

본 연구에서는 초기 뇌경색 중증도와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

성 사이에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었다.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

성을 보인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내원 4일째 측정한 

NIHSS 점수가 높았다. 기존의 한 연구에서도 아스피린저항성

과 초기 NIHSS 점수와 연관된 경향성을 보고한 바 있었다.22 클

로피도그렐의 저항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저항성이 있는 군에서 

내원 당시 NIHSS 점수가 높았다.23 아스피린을 복용하던 중 흉

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저항성의 임상적 

의의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이 있는 환

자군이 관상동맥질환 증증도가 더 심했고, 특히 심장에 대한 혈

액검사 중 생화학적 표지자의 증가 정도는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였다.24 따라서 기존 보고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

는,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을 가진 군은 아스피린을 복용해

도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중증으로 발생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을 보인 환자 9명 

중에서 동맥경화성 뇌경색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이 두 

가지 이상이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4명이었다. 또한 

아스피린저항성을 보인 환자 중 열공 뇌경색은 한 명도 없었는

데, 이는 아스피린저항성이 열공 뇌경색에서 더 흔하다고 보고

했던 기존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대상환자가 45명으로 적었고 뇌경색 분류를 Oxfordshire 

Community Project 분류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뇌졸중 증상

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므로 동맥경화성 뇌경색이지만 열공 뇌

경색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에 본 연구와 다르게 분류

하였을 것이다.22,25 본 연구에서도 뇌혈관협착과 연관된 뇌경색

이지만 열공증후군을 보인 경우가 40명 중 13명(32.5%)이 있었

다. 

아스피린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것이 아스피린 치료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급성 뇌경색 환자가 입원 당시 아스

피린 복용 여부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병력청취에 전적으로 의

존하기 때문에, 복용 시기와 약물순응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

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든 환자에서 동일하게 입원 시 아

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동시에 복용하게 하고 입원 4일째 생

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검사를 하였다. 기존에 아스피린을 복

용해 왔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입원 이후 최소 3일 이상 

아스피린 100 mg을 복용하도록 한 이후 아스피린저항성 검사

를 시행함으로써, 아스피린을 잘 복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뇌경

색과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과 관련된 뇌경색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검

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VerifyNow Aspirin Assay를 사용

하여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 검사 

방법이 다른 검사에 비해 더 우수한지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허혈뇌졸중 환자에서 항혈소판제의 효과를 검사하

는 지침도 아직 정립된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생화학적 아

스피린저항성 검사가 일반적으로 권고되지는 않는다.26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기존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검사

를 해 보는 것이 향후 약물선택과 용량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는 내원 후 4일째 생화학적 아스

피린저항성 검사를 할 때까지 3일 동안 클로피도그렐 75 mg을 

병용한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환자가 기존에 아스피린을 복용

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4일째 아스피린저항성 검

사를 시행할 때까지 아스피린에 클로피도그렐를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클로피도그렐을 병용함으로써 생화학적 아스피

린저항성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었으나, 급성 뇌경

색 초기의 임상상황에서 저항성 검사를 위해 아스피린 단독치

료를 지속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모두 동일한 프로토콜 하에 3일

간 두 약제를 병용한 후 저항성 검사와 NIHSS 점수를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환자들이 기존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이유가 과거 뇌졸중 병력 이외에도 다양하여 대상 환자군

이 균질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스피린 복용 이유에 대해 아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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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저항성이 있는 군과 없는 군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고, 또

한 실제 진료 환경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스피린을 복용

하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결과 역시 임

상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본 연구는 후향적 연

구이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생화학적 아스피린저

항성과 초기 뇌경색의 중증도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과 뇌졸중 발생 빈도와

의 관계도 알 수 없었다. 향후 전향 연구를 통해 생화학적 아스

피린저항성과 뇌졸중 발생빈도 및 중증도와의 관계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던 중 발생한 급성 뇌경색 환

자에서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은 초기 뇌경색의 중증도와 독

립적인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

에서 생화학적 아스피린저항성 검사를 통해 향후 적절한 투약 방

침을 결정하고 환자를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1. Gum PA, Kottke-Marchant K, Poggio ED, Gurm H, Welsh PA, 

Brooks L, et al. Profile and prevalence of aspirin resistance in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Am J Cardiol 2001;88:230-235.

  2. Eikelboom JW, Hirsh J, Weitz JI, Johnston M, Yi Q, Yusuf S. 

Aspirin-resistant thromboxane biosynthesis and the risk of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or cardiovascular death in patients at high risk for 

cardiovascular events. Circulation 2002;105:1650-1655.

  3. Collaborative meta-analysis of randomised trials of antiplatelet therapy 

for prevention of death, myocardial infarction, and stroke in high risk 

patients. BMJ 2002;324:71-86.

  4. Howard PA. Aspirin resistance. Ann Pharmacother 2002;36:1620-1624.

  5. Low molecular weight heparinoid, ORG 10172 (danaparoid), and 

outcome after acute ischemic strok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he 

Publications Committee for the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TOAST) Investigators. JAMA 1998;279:1265-1272.

  6. Alberts MJ, Bergman DL, Molner E, Jovanovic BD, Ushiwata I, Teruya 

J. Antiplatelet effect of aspirin in patients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Stroke 2004;35:175-178.

  7. Helgason CM, Tortorice KL, Winkler SR, Penney DW, Schuler JJ, 

McClelland TJ, et al. Aspirin response and failure in cerebral infarction. 

Stroke 1993;24:345-350.

  8. Grotemeyer KH, Scharafinski HW, Husstedt IW. Two-year follow-up 

of aspirin responder and aspirin non responder. A pilot-study including 

180 post-stroke patients. Thromb Res 1993;71:397-403.

  9. Grundmann K, Jaschonek K, Kleine B, Dichgans J, Topka H. Aspirin 

non-responder status in patients with recurrent cerebral ischemic 

attacks. J Neurol 2003;250:63-66.

10. Gum PA, Kottke-Marchant K, Welsh PA, White J, Topol EJ. A 

prospective, blinded determination of the natural history of aspirin 

resistance among stable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J Am Coll 

Cardiol 2003;41:961-965.

11. Mirkhel A, Peyster E, Sundeen J, Greene L, Michelson AD, Hasan A, et 

al. Frequency of aspirin resistance in a community hospital. Am J Cardiol 

2006;98:577-579.

12. Adams HP Jr, Bendixen BH, Kappelle LJ, Biller J, Love BB, Gordon 

DL, et al. Classification of subtype of acute ischemic stroke. Definitions 

for use in a multicenter clinical trial. TOAST.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Stroke 1993;24:35-41.

13. Berrouschot J, Schwetlick B, von Twickel G, Fischer C, Uhlemann H, 

Siegemund T, et al. Aspirin resistance in secondary stroke prevention. 

Acta Neurol Scand 2006;113:31-35.

14. Kim TH, Shin HE, Kim JG, Oh GS, Lee BR, Chun JU, et al. Prevalence 

of aspirin resistance and association factors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using the rapid platelet function assay - Preliminary study. Korean 

J Stroke 2006;8:80-85.

15. Lee JH, Cha JK, Lee SJ, Ha SW, Kwon SU. Addition of cilostazol 

reduces biological aspirin resistance in aspirin users with ischaemic 

stroke: a double-blind randomized clinical trial. Eur J Neurol 2010;17: 

434-442.

16. Davalos A, Blanco M, Pedraza S, Leira R, Castellanos M, Pumar JM, et 

al. The clinical-DWI mismatch: a new diagnostic approach to the brain 

tissue at risk of infarction. Neurology 2004;62:2187-2192.

17. Singer OC, Kurre W, Humpich MC, Lorenz MW, Kastrup A, 

Liebeskind DS, et al. Risk assessment of sympto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after thrombolysis using DWI-ASPECTS. Stroke 2009;40: 

2743-2748.

18. Barber PA, Demchuk AM, Zhang J, Buchan AM.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score in predicting 

outcome of hyperacute stroke before thrombolytic therapy. ASPECTS 

Study Group. Alberta Stroke Programme Early CT Score. Lancet 

2000;355:1670-1674.

19. Seok JI, Joo IS, Yoon JH, Choi YJ, Lee PH, Huh K, et al. Can aspirin 

resistance be clinically predicted in stroke patients? Clin Neurol 

Neurosurg 2008;110:110-116.

20. Varanasi JS, Steinhubl SR. Antiplatelet effect of aspirin in patients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Stroke 2004;35:e144-145.

21. Bang OY. Aspirin and clopidegrel resistance in stroke patients. Korean J 

Stroke 2009;11:1-9.

22. Englyst NA, Horsfield G, Kwan J, Byrne CD. Aspirin resistance is more 

common in lacunar strokes than embolic strokes and is related to stroke 

severity. J Cereb Blood Flow Metab 2008;28:1196-1203.

23. Jeon SM, Cha JK, Kim SH, Kim JW. Clopidogrel resistance in acute 

ischemic stroke. J Korean Neurol Assoc 2006;24:318-322.

24. Aydinalp A, Atar I, Gulmez O, Atar A, Acikel S, Bozbas H, et al.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aspirin resistance in patients with chest pain. Clin 

Cardiol 2010;33:E1-7.

25. Bamford J, Sandercock P, Dennis M, Burn J, Warlow C. Classification 

and natural history of clinically identifiable subtypes of cerebral 

infarction. Lancet 1991;337:1521-1526.

26. Hankey GJ, Eikelboom JW. Aspirin resistance. BMJ 2004;328:477- 

479.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