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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 후 예방적 항혈전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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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mboprophylaxis after Arthr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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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ntithrombotic prophylaxis is recommended after knee and hip arthroplasty to prevent
venous thromboembo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trend of thromboprophylaxis after knee and hip arthroplasty in South Korea.

Methods : We analyzed Aged Patient Sample data from 2016 compil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APS-2016), to estimate the rate of pharmacological thromboprophylaxis.
We also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tilization of thromboprophylaxis, according to pati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Results : Thirty-seven percent of patients underwent thromboprophylaxis after knee and hip arthroplasty. The most utilized antithrombotic agent was rivaroxaban (67.4%), followed by enoxaparin (16.1%).
In terms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factors such as older age, male gender, health insurance type
(Medical Aid/Veterans), and comorbidities (peripheral vascular disease and stroke) were identified as risk
factors for underuse of thromboprophylaxis.

Conclusions : Less than half of the post-knee and hip arthroplasty patients received thromboprophylaxis. The use of non-vitamin K oral anticoagulants to replace conventional low molecular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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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rin and warfarin has increased.

[Key words] Arthroplasty,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Non-vitamin K oral anticoagulants,
Rivaroxaban, Thromboprophylaxis

고령인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퇴행성 관

로 코카서스 인종, 60세 이상, 비만(body mass index

절염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관절치

30 kg/m²
), 정맥혈전색전증의 과거력, 암, 혈액응

환술(total hip arthroplasty, THA), 슬관절치환술

고장애, 정맥류 및 만성폐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total knee arthroplasty, TKA)과 같은 인공관절치

고혈압, 갑상선기능이상 등 내과적 질환 동반, 그리고

환술이 증가하고 있다.1) 이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호르몬치료나 피임약 복용이 알려져 있다.3),7) 특히 연

향상시키는 주요한 정형외과 수술 중 하나로서 국내 인

령과 비만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심부정맥혈전증의 발

공관절치환술의 시행률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고관절

생빈도가 의미있게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7),8) 정맥혈

치환술은 2007년 대비 2011년까지 32.7%, 슬관절치환

전색전증 과거력이 있을 경우 인공관절치환술 후 정

술은 46.3%로 증가하였다.1)

맥혈전색전증 발생은 주요한 이환 및 사망의 원인이

정맥혈전색전증은 인공관절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

되므로 조기 거동, 압박스타킹이나 간헐적 공기압박

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 중 하나이며 임상적으로 심부

장치 등의 물리적 방법, 약물사용 등의 예방요법이 추

2)

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심부

천된다.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정맥혈전증은 주로 하지에 발생하며 무증상이거나 동

(ACCP)와 국내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통, 부종, 발적 같은 비특이적 증상을 보인다. 폐색전증

는 수술과 질환 자체에 따른 정맥혈전색전증 발생 위험

환자의 경우 50% 이상이 심부정맥혈전증이 동반되어

도를 초저위험군,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으

2)

있으며 떨어져 나간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발생한다.

로 분류하였다.9),10) 인공관절치환술은 중등도 위험군에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가슴통증, 저혈압 등이

해당하므로 물리적 예방요법이나 항혈전제 예방요법을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

권장하고, 60세 이상 및 정맥혈전색전증 과거력 등 추

만 모호한 흉부 불편함만 있거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가적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약

인해 폐색전증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서양에서

물요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약물사용기간은 최소

는 인공관절치환술 후 예방적 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14일이며 최대 35일까지 권장한다. 물리적 예방요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률은 고관절치환술 및 슬관절치

법은 저위험군에서 단독으로 또는 고위험군에서 약물

환술에서 각각 42~57%, 41~85%이며, 폐색전증 발생

과 병행하도록 권장하며 항혈전제 약물의 부작용으로

3)

률은 각각 0.9~28%, 1.5~10%로 보고하였다. 아시아

인한 출혈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불확

지역에서는 이보다 낮은 발생빈도를 보이며 심부정맥

실하고 환자의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효과를 기대하기

혈전증 발생률이 고관절치환술에서 9.1~27.5%, 슬관

어렵다.9),10)

절치환술에서 20~30%로 알려져 있다.4) 하지만 아시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적 약물요법에 사용되는 항혈

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요한 인공관절치환술

전제로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가 있다. 항응고제로는

6~10일 후 정맥조영술(venography)로 확인된 심부정

unfractionated heparin (UFH), low molecular

5)

맥혈전증 발생률이 25.6~58.1%였고 또 다른 연구에

weight heparin (LMWH), factor Xa inhibitors,

서 인공관절치환술 1개월 후 증상이 있는 정맥혈전색

direct thrombin inhibitors, warfarin이 있고 항혈

전증 발생률은 1.5%로 나타나 서양에 비해 낮다고 할

소판제로 aspirin을 사용할 수 있다.9) LMWH에는

수 없다는 보고도 있다.6)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

enoxaparin, dalteparin, nadroparin, bemip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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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naparin 등이 있으며 수술 전 12시간 이내 초회 주

일자, 수술여부 등 변수항목이 있으며 진료내역 테이블

사를 하고 수술 후 1일 1~2회 사용을 한다. Warfarin

은 처방약품, 청구금액 등이 포함된다. 상병내역 테이

은 INR 2.0~3.0을 목표로 용량조절하고 식이 및 약물

블은 상병코드, 진료과목 정보를 포함하고 원외처방내

과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최근에는 모니

역은 원외로 처방되는 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각

터링이 필요 없는 non-vitamin K oral anticoagu-

테이블은 명세서 조인키(key code)로 연결하여 연구에

lant (NOAC)계열의 약물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1) ACCP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 후 약물예방요법
시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을 표준

2. 연구대상

약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주사제 약물의 대
안으로 NOAC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9) 국내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령환자 데이터

dabigatran, rivaroxaban, apixaban 세 NOAC이 허

셋에 구축된 65세 이상 환자 중에서 인공관절치환술로

가를 받았으며 주요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효과와 안전

입원한 환자의 청구자료를 추출하였다.

성이 입증되었다. NOAC으로 예방요법 시, 고관절치

대상자는 인공관절치환술 중 첫 전치환술(primary

환술에서는 5주간, 슬관절치환술에서는 2주간 사용을

total arthroplasty)과 첫 부분치환술(primary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hemiarthroplasty)을 시행한 경우이며 건강보험 행위

많은 연구에서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분류에서 수술행위코드로 정의하였다. 인공관절치환

조치는 외과적, 내과적 환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

술의 종류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조사하

는 근거중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정맥혈전색

였다. 재치환술은 포함하지 않았고, 단순/복잡 구분에

전증의 위험성과 항혈전제 약물로 인한 합병증인 출혈

서는‘단순’
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고관절 인공치환술

사이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함을 권고하고 있

행위수가코드는 N0711, N0715 슬관절 인공치환술은

11)

다.

N2072, N2712이다.

본 연구는 2016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3.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최근 국내 인공관절치환술 후 약물예방요법의 현황을
연구대상환자 인공관절치환술 관련 청구자료의 요양

조사하고, 인구특성에 따른 위험인자와 예방약물사용

개시일을 수술시행일(index date)로 정의하였다.

평가를 하고자 한다.

Index date를 기점으로 환자의 연령, 성별, 수술종류,
연구 방법

입내원일수,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정보(종별, 지역),
보험정보, 기저질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요법 시행여

1. 연구자료

부, 약물요법의 종류 및 인구특성에 따른 약물사용을
조사하였다.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요법 중 물리적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령환자 데이터셋(HIRA-APS

은 건강보험 행위분류에서 압박치료에 해당하는 행위

-2016-0051)을 이용하였다. 환자데이터셋은 건강보

수가코드 MM190이 있는 경우로 정하였고 약물요법은

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당년도 1년간 진료받은

지침에 권고되는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약물을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연구목적의 자료이며, 고

심사평가원의 주성분코드를 이용하여 청구자료에서 추

령환자데이터셋은 고령환자(65세 이상) 20%(약 100만

출하였다. 예방요법은 index date 이후 1~2일 이내 처

명 당)를 추출한 자료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

방된 약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험급여 목

거한 2차 자료이다. 청구자료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

록에 해당하는 약제를 포함하였다. 분석에 포함한 약물

도록 환자별 대체키를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명세서 일

로 UFH, LMWH에 속하는 dalteparin, enoxaparin,

반내역은 성별, 연령, 주상병 및 부상병코드, 요양개시

nadroparin, parnaparin, bemiparin 등 5개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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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 total hip replacement; TKR, total knee replacement.

Fig. 1 Flowchart of study population

factor Xa 저해제인 rivaroxaban, apixaban, fon-

0.05일 경우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daparinux 등 3개 약물 그리고 dabigatran, warfarin, aspirin을 포함하였다(Appendix Ⅰ). 약물사용

5.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 기준은 국내 고관절치환술에 대한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권고안에서7) 최소 7일에서 최대 35일까지 권장하
므로 7일 미만 약물사용은 부적절하거나 예방효과를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를
승인받았다(PNU IRB/2016_62_HR).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약물미사용군으로 간주
하였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는 아직 국내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

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고관절치환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약물을 35일 이상 사용한 경우는

1. 연구대상자 특징

심혈관질환자로 간주하였고 항혈전제 예방요법을 시행
한 군으로 포함하였다.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발생 및

표본자료에서 인공관절치환술 중 고관절 첫 전치환

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질환의 유무에 대해

또는 부분치환, 슬관절 첫 전치환 또는 부분치환 수술

서 조사하였다.8),12)

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총 12,52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고관절 첫 전치환술은 637명(5.1%), 첫 부분치환

4. 통계방법

술은 1,877명(15.0%), 슬관절 첫 전치환술은 9,675명
(77.2%), 첫 부분치환술은 339명(2.7%)으로 나타났다

SPSS ver. 23을 사용하였으며 수술종류, 인구특성,

(Fig. 1). 이 중 여자환자가 10,427명(83.2%)으로 남자

사용약물 등의 결과는 절대수치와 백분율로 표시하였

환자 2,101명(16.8%) 보다 약 5배 정도 많았다. 평균

다. 집단간 비교는 연속변수의 경우 독립변수 t 검정,

나이는 74.26±5.89세이며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65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세~69세는 3,166명(25.3%), 70세~74세는 3,820명

검정시 기대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를 넘는 경우에

(30.5%), 75세~79세는 3,206명(25.6%), 80세 이상은

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시행하였다. 인구특성에

2,336명(18.6%)이였다(Table 1).

따른 예방약물요법 시행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

수진자의 보험유형은 국민건강보험이 11,379명(90.8

석을 시행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유의성을 95%

%)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1,126명(9.0%), 보훈환자

신뢰구간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값은 p-value

는 23명(0.2%)이었다. 수술 후 입원일수는 고관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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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THA (%)
637 (5.1)

BHA (%)
1,877 (15.0)

TKA (%)
9,675 (77.2)

UKA (%)
339 (2.7)

Total (%)
12,528 (100)

Male

222 (34.9)

441(23.5)

1,373 (14.2)

65 (19.2)

2,101 (16.8)

Female

415 (65.1)

1,436 (76.5)

8,302 (85.8)

274 (80.8)

10,427 (83.2)

Variable
Sex

Age (mean ± SD) (year)

74.26 ± 5.89

65~69

193 (30.3)

114 (6.1)

2,737 (28.3)

122 (36.0)

3,166 (25.3)

70~74

165 (25.9)

223 (11.9)

3,328 (34.4)

104 (30.7)

3,820 (30.5)

75~79

170 (26.7)

456 (24.3)

2,505 (25.9)

75 (22.1)

3,206 (25.6)

≥ 80

109 (17.1)

1,084 (57.7)

1,105 (11.4)

38 (11.2)

2,336 (18.6)

577 (90.6)

1621 (86.4)

8,862 (91.6)

319 (94.1)

11,379 (90.8)

60 (9.4)

256 (13.6)

813 (8.4)

20 (5.9)

1,149 (9.2)

18.70 ± 9.57

23.05 ± 12.09

21.60 ± 9.68

17.75 ± 7.28

21.56 ± 10.07

Tertiary hospital

163 (25.6)

219 (11.7)

893 (9.2)

20 (5.9)

1,295 (10.3)

Secondary hospital

236 (37.0)

999 (53.2)

2,627 (27.2)

85 (25.1)

3,947 (31.5)

Primary hospital

228 (35.8)

645 (34.4)

5,981 (61.8)

223 (65.8)

7,077 (56.5)

10 (1.6)

14 (0.7)

174 (1.8)

1 1 (3.2)

209 (1.7)

Seoul

175 (27.5)

303 (16.1)

2,473 (25.6)

152 (44.8)

3,103 (24.8)

Incheon/Gyeonggi

160 (25.1)

492 (26.2)

1,988 (20.5)

49 (14.5)

2,689 (21.5)

Busan/Ulsan/Gyeongnam

73 (11.5)

258 (13.7)

1,516 (15.7)

61 (17.9)

1,908 (15.2)

Daegu/Gyeongbuk

59 (9.3)

197 (10.5)

1,162 (12.0)

8 (2.4)

1,426 (11.4)

Daejun/Chungcheong

67 (10.4)

229 (12.2)

874 (9.0)

8 (2.4)

1,178 (9.4)

Kwangju/Jeonla

79 (12.4)

302 (16.1)

1324 (13.7)

54 (15.9)

1,759 (14.0)

Gangwon/Jeju

24 (3.8)

96 (5.1)

338 (3.5)

7 (2.1)

465 (3.7)

Arrhythmia

13 (2.0)

55 (2.9)

167 (1.7)

3 (0.9)

238 (1.9)

Asthma

52 (8.2)

192 (10.2)

418 (4.3)

6 (1.8)

668 (5.3)

Atrial fibrillation

10 (1.6)

63 (3.4)

131 (1.4)

2 (0.6)

206 (1.6)

CAD

62 (9.7)

231 (12.3)

616 (6.4)

16 (4.7)

925 (7.4)

Insurance type
NHI
Med-Aid/Veterans
Length of hospital stay (days)
Type of healthcare facility

Others
Region of healthcare facility

Comorbi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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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 (%)
637 (5.1)

BHA (%)
1,877 (15.0)

TKA (%)
9,675 (77.2)

UKA (%)
339 (2.7)

Total (%)
12,528 (100)

31 (4.9)

143 (7.6)

217 (2.2)

6 (1.8)

397 (3.2)

145 (22.8)

647 (34.5)

2,626 (27.1)

96 (28.3)

3,514 (28.0)

Heart failure

32 (5.0)

225 (12.0)

315 (3.2)

2 (0.6)

573 (4.6)

Hypertension

286 (44.9)

896 (47.7)

4,115 (42.5)

130 (38.3)

5,427 (43.3)

IBD

4 (0.6)

16 (0.9)

75 (0.8)

2 (0.6)

97 (0.8)

Infection in surgery

4 (0.6)

8 (0.4)

47 (0.5)

2 (0.6)

61 (0.5)

Nep. syn./RF

18 (2.8)

63 (3.4)

130 (1.3)

-

211 (1.7)

PVD

15 (2.4)

34 (1.8)

326 (3.4)

3 (0.9)

378 (3.0)

TIA

1 (0.2)

4 (0.2)

17 (0.2)

0 (0.0)

22 (0.2)

Varicose vein

2 (0.3)

6 (0.3)

39 (0.4)

1 (0.3)

48 (0.4)

BCD

11 (1.7)

30 (1.6)

48 (0.5)

1 (0.3)

90 (0.7)

GI bleeding

2 (0.3)

9 (0.5)

26 (0.3)

2 (0.6)

39 (0.3)

Liver failure

144 (22.6)

459 (24.5)

1,866 (19.3)

75 (20.3)

2,544 (20.3)

Platelet defects

4 (0.6)

13 (0.7)

14 (0.1)

1 (0.3)

32 (0.3)

Stroke

13 (2.0)

95 (5.1)

128 (1.3)

0.6 (0.6)

238 (1.9)

No-prophylaxis

445 (69.9)

1,508 (80.3)

5,445 (56.3)

257 (75.8)

7,655 (61.1)

Prophylaxis

192 (30.1)

369 (19.7)

4,230 (43.7)

82 (24.2)

4,873 (38.9)

Mechanical

12

44

184

3

243 (5.0)

Pharmacological

178

318

3,941

77

4,514 (92.6)

2

7

105

2

116 (2.4)

Variable
Comorbidities
COPD
Diabetes

Combination*

BHA: Primary bipolar hip hemiarthroplasty, THA: Primary total hip arthroplasty, TKA: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UKA: Primary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BCD: blood clotting disorder;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GI: gastrointestinal,
Med-Aid: medical aid, Nep. syn./RF: nephrotic syndrome/renal failure, PVD: peripheral vascular disease,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Combination is mechanical and pharmacological method concomitantly used

치환/부분치환술에서 각각 18.7±9.57일, 23.05±

(1.7%) 순이었다. 수술의료기관의 지역분포는 서울

12.09일, 슬관절 전치환/부분치환술에서 각각 21.60

3,103명(24.8%)이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지역 2,689

±9.68일, 17.75±7.28일이었고 고관절 부분치환술을

명(21.5%), 부산/울산/경남 1,908명(15.2%), 대구/경북

받은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26명(11.4%), 대전/충청 1,178명(9.4%), 광주/전라

수술을 위해 입원한 의료기관의 유형은 병원이 7,077

1,759명(14.0%), 강원/제주 465명(3.7%) 순이었다.

명(56.5%)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947명
(31.5%), 상급종합병원 1,295명(10.3%), 의원 209명

2. 예방요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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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요법을 시행

로 예방약물을 변경하여 7일 이상 사용한 경우로 eno-

한 환자는 4,873명(38.9%), 미시행 환자는 7,655명

xaparin에서 rivaroxaban으로 변경한 환자가 241명

(61.1%)으로 시행하지 않는 환자가 더 많았다. 예방요

(77.5%)로 가장 많았고, 그 외 enoxaparin을 제외한

법을 시행한 환자 중, 약물요법만 시행한 환자는 4,514

기타 LMWH에서 NOAC으로의 변경은 45명(13.8%)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물리적 방법만 시행한 환자

이었다. LMWH에서 warfarin으로 변경한 환자는 12

는 243명, 약물과 물리적 방법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

명(3.9%)이었으며 기타 LMWH, NOAC, fondaparin-

는 116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연구대상자 12,528명 중

ux 등 세 개의 약물간 처방 변경 및 동일 계열간 약물

에서 약물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4,630명(37.0%)이었

에서 상호 변경된 경우는 15명(4.8%)이었다. 항혈전제

다(Table 1). 7일 이상 약물요법을 시행한 환자 4,630

병용군은 모두 aspirin과 항응고제를 병용한 경우로

명에 대한 약물사용기간을 분석해보면 7~14일 사용군

aspirin의 사용일수가 7일 이상 동시 처방된 경우만을

3,017명(65.1%), 15~21일 사용군 953명(20.6%),

병용군으로 포함하였다. Rivaroxaban과 aspirin의 병

22~28일 사용군 333명(7.2%), 29~35일 사용군 199

용이 93명(80.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기타

명(4.3%), 36일 이상 사용군 128명(2.8%)이었다. 초기

LMWH, NOAC 및 fondaparinux와 aspirin의 병용

(initial) 예방요법으로 볼 수 있는 14일까지 약물사용

이 23명(19.8%)으로 조사되었다.

군이 65.1%였으며, 후반기(extended) 예방요법기간으

지역별 사용된 약물의 빈도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로 볼 수 있는 15일~35일 약물사용군이 32.1%로 분석

NOAC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55% 이상으로 가장

되었다. 의료기관별 예방약물 처방률을 보면 병원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LMWH 또는 fon-

46.1%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32.7%), 종합병원

daparinux, aspirin 순이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23.4%), 기타(9.6%) 순이었다. 지역별 예방약물 처방

NOAC의 사용이 타지역 대비 가장 높았고(80.9%) LM-

률을 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43.0%), 경기/인천(40.9

WH 또는 fondaparinux의 사용은 7.5%로 가장 낮았

%), 부산/울산/경남(38.5%), 대구/경북(36.7%)이 그

다. 반면에 서울지역은 LMWH 또는 fondaparinux의

뒤를 이었다. 대전/충청(27.8%), 광주/전라(27.9%), 강

사용이 24.1%로 타지역에 비해 높았고 부산∙울산∙

원/제주(26.2%)는 예방약물 처방률이 30% 미만으로

경남지역은 aspirin의 단독 사용빈도가 16.9%로 타지

나타났다(Table 2).

역 대비 높게 나타났다(Fig. 2).

3. 예방약물사용

4. 인구특성과 약물사용 평가

예방약물사용군은 항혈전제 단독사용군, 병용군, 변

연령별, 성별, 보험종별, 기저질환에 따라서 약물사

경군의 세가지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항혈전제

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예방

단독사용군은 혈전예방을 위해 한가지 항혈전제를 사

약물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80세 이상 군에서

용한 경우로 4,203명(90.8%)의 환자가 여기에 해당했

2,336명(28.9%, p 0.001)로 가장 낮았다. 성별에서

고 항혈전제 변경군이 311명(6.7%)로 그 뒤를 이었으

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예방약물 사용률이 낮았으며

며, 항혈전제 병용군이 116명(2.5%)이었다.

(32.2% vs. 37.9%, p 0.001), 보험종별에서는 건강

단독사용군에서는 rivaroxaban 단독사용이 2,831명

보험군에 비해 의료보호/보훈환자의 예방약물 사용률

(6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enoxaparin 675명

이 더 낮았다(37.5% vs. 31.3%, p 0.001). 기저질환

(16.1%), aspirin 441명(10.5%), apixaban 83명(1.9%)

에서는 심방세동 46.1%(p=0.006), 당뇨병 38.8%

순이었다. 그 외 기타 LMWH 및 NOAC의 단독사용은

(p=0.008), 고혈압 40.0%(p 0.001), 간부전 42.5%

각각 1% 전후이며 warfarin도 10명(0.2%)으로 매우

(p 0.001)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물사

적었다.

용률이 높았고, 말초혈관질환 17.7%(p 0.001), 뇌졸

약물변경군에서는 수술 전후 주사제 사용 후 경구제

중 28.2%(p=0.005)이 있는 경우 약물사용률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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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hylactic anticoagulant utilization
Variables
Overall

N

Anticoagulant utilization (%)

p-value

12,528

4,630 (37.0)

65-69

3,166

1,293 (40.8)

70-74

3,820

1,475 (38.6)

75-79

3,206

1,188 (37.1)

≥80

2,336

674 (28.9)

2,101

676 (32.2)

10,427

3,954 (37.9)

NHI

11,379

4,270 (37.5)

Med-Aid/Veterans

1,149

360 (31.3)

Tertiary hospital

1,295

423 (32.7)

Secondary hospital

3,947

924 (23.4)

Primary hospital

7,077

3,263 (46.1)

209

20 (9.6)

Seoul

3,103

1,333 (43.0)

Incheon/Gyeonggi

2,689

1,100 (40.9)

Busan/Ulsan/Gyeongnam

1,908

734 (38.5)

Daegu/Gyeongbuk

1,426

523 (36.7)

Daejun/Chungcheong

1,178

328 (27.8)

Kwangju/Jeonla

1,759

490 (27.9)

465

122 (26.2)

Arrhythmia

238

100 (42.0)

0.103

Asthma

668

264 (39.5)

0.158

Atrial fibrillation

206

95 (46.1)

0.006

CAD

925

332 (35.9)

0.501

COPD

397

164 (41.3)

0.068

Age(year)

0.001

Sex
Male
Female

0.001

Insurance
0.001

Type of healthcare facility

Others

0.001

Region of healthcare facility

Gangwon/Jeju

0.001

Comorbi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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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Anticoagulant utilization (%)

p-value

3,514

1,363 (38.8)

0.008

Heart failure

578

231 (39.9)

0.088

Hypertension

5,427

2,169 (40.0)

IBD

97

41 (42.3)

0.277

Infection of surgery

61

24 (39.3)

0.699

Nep.syn/RF

211

86 (40.8)

0.249

PVD

378

67 (17.7)

TIA

22

8 (36.4)

1.000

Varicose vein

48

19 (39.6)

0.706

BCD

90

32 (35.6)

0.782

GI bleeding

39

11 (28.2)

0.319

Liver failure

2,544

1,081 (42.5)

Platelet defects

32

9 (28.1)

0.361

Stroke

238

67 (28.2)

0.005

Comorbidities
Diabetes

0.001

0.001

0.001

BCD: blood clotting disorder,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GI: gastrointestinal,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Med-Aid: medical aid, Nep. syn./RF: nephrotic syndrome/renal failure,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PVD: peripheral vascular disease,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Fig. 2 Trends of pharmacological prophylaxis for venous thromboembolism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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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rophylactic anticoagulant utilization
Variables

Anticoagulant utilization
Odds ratio

95% CI

p-value

Age(year)
65-69

1

70-74

0.913

0.828-1.006

0.067

75-79

0.848

0.766-0.939

0.002

≥80

0.579

0.515-0.650

0.001

1.187-1.453

0.001

0.761

0.667-0.868

0.001

Atrial fibrillation

1.679

1.265-2.229

0.001

Diabetes

1.077

0.992-1.169

Hypertension

1.301

1.207-1.403

0.001

PVD

0.337

0.257-0.441

0.001

Liver failure

1.333

1.218-1.458

0.001

Stroke

0.658

0.491-0.880

Sex
Male

1

Female

1.313

Insurance
NHI

1

Med-Aid/Veterans
Comorbidities

0.077

0.005

CI: Confidence interval,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Aid: medical aid, PVD: peripheral vascular disease

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예방적 항혈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특성 인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22,127명, 슬관절치환술을

자를 분석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80세 이상 연

받은 환자 52,882명에 대해 항혈전제 예방요법 사용현

령군의 경우 65~69세 환자군과 비교한 약물사용 오즈

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비가 0.579로 낮았고 남성과 비교한 여성환자의 약물

의 경우 항혈전제를 사용하여 예방요법을 시행한 환자

사용 오즈비는 1.313으로 측정되었다. 의료보호/보훈

가 37.3%, 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48.4%라

환자의 약물사용 오즈비는 0.761이었고 동반질환의 경

고 보고하였다.1) 또 다른 청구자료를 분석한 김 등의

우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약물사용 오즈비가 1.679로

연구13)에서는 전치환술 후 예방적 항혈전제 사용이

측정되어 가장 높았다(Table 3).

2008년 62.4%에서 2012년 75.4%로 증가했다고 보고
하였고, 2009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고관절 또

고찰

는 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혈
전제 사용을 분석한 임 등의 연구14)에서는 예방요법 시

- 19 -

JKSHP, VOL.36, NO.1 (2019)

행률이 2009년 42.8%에서 2013년 65.9% 증가했다고

aspirin 단독사용은 7.5~8.7%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예방적 항혈전제 사용률이

10.5%로 가이드라인 변경 후에도 aspirin 처방률은 큰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보다 낮게 조사되었는데(37%) 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spirin은 출혈의 위

것은 항혈전제 예방요법 시행여부의 기준을 사용일수

험이 적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항응고제에 비해 심부정

가 7일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맥혈전증 예방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고위험 환자군에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예방약물사용 여부 외에 예

서는 단독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9) 본 연구에서는

방약물의 종류에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aspirin과 rivaroxaban의 병용사용이 LMWH과의 병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1)에서 예방약물 중 가장 많이

용사용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된 약물은 고관절치환술과 슬관절치환술 모두

선행연구에서 예방약물의 처방률이 상급종합병원,

LMWH로,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약 60%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으나1) 본 연구에서는, 병

가까운 환자가 LMWH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

원에서의 약물처방률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용한 예방약물은 aspirin, fondaparinux, riva-

이는 2016년 병원급에서 수술 건수가 56.5%로 증가하

13)

roxaban 순이었다. 김 등의 연구 에서 2012년을 기준

면서 약물사용 증가가 동반된 것으로 추측된다.

으로 고관절치환술의 경우 LMWH의 사용은 27.7%로

국내 고관절 수술에 대한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권고

감소하였고 NOAC의 사용은 34.7%로 증가했음을 보

안에7) 따르면 고출혈 위험도 환자군에서는 환자의 거

여주었고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LMWH의 사용은

동이 가능해질 때까지 항혈전 스타킹, 족부펌프장치,

22.5%로 감소하였고 NOAC의 사용은 51.2%로 비약

간헐적 공기압박장치와 같은 물리적 방법을 단독 사용

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임 등의 연구14)에서는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 중 고(高)정맥혈전색전증 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rivaroxa-

험도 환자군의 경우는 출혈위험성이 감소하면 약물요

ban과 LMWH 두 약물이 가장 많이 사용된 정맥혈전

법을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색전증 예방약물이라고 보고하였다. 2016년 청구자료

서 예방요법을 실시한 전체환자 중 5%만이 물리적 방

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NOAC의 사용이 더욱 증가

법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물리적 방법의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독요법 실시 환자 중

사용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NOAC 사용이 69.4%, LMWH 19.0%이며 특히 riva-

12,528명의 환자 중 예방적 항혈전제를 사용한 환자는

roxaban 단독사용은 67.4%로 가장 많았고, enoxa-

7,112명(56.7%)이었으나, 7일 미만으로 사용된 약물건

parin 단독사용은 16.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가 2,482건(19.8%)으로 미사용군으로 분류하였다.

NOAC이 기존 주사제 대체 약물로서 사용량이 계속

권고기간 미만으로 항혈전제를 사용하는 이유로 의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NOAC이지만 apix-

진의 주관적 판단이나 약물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aban과 dabigatran의 사용량이 rivaroxaban에 비해

조기 퇴원 등을 추측할 수 있다. 임 등은14) 전체 환자 중

낮은 이유는 국내출시 및 보험급여 인정이 상대적으로

약물요법 시행 환자는 57.2%이며 이 중 10일 이상 사

늦게 되었고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 예방목적으로

용한 비율은 28.2%로 보고하였다. 국내 정형외과학회

먼저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지역별 약물사용

에서 슬관절치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요법 시행

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NOAC 사용이 모든 지역에서

여부에 대한 설문을 보면, 227명의 응답자 중 60.4%에

55.6%를 상회하고 LMWH 또는 fondaparinux 사용

서 예방요법을 시행하며 19.4%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은 7.5~24.1%로 나타났다. 또한 약물변경군에서도 수

따라 결정하며 20.2%는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였

술 후 주사제 약물인 LMWH 및 fondaparinux를 우선

다. 약물예방요법 미시행의 주요원인으로 서양에 비해

사용 후 경구제로 변경하는 환자가 95%를 차지하였다.

아시아인에서의 낮은 발생률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Aspirin의 경우는 2012년 ACCP에서9) 예방 약제로

(51.1%), 출혈, 감염, 회복지연 등 부작용을 언급한 경

권고 되었으며 항응고제에 비해 출혈의 위험이 적고 비

우가 그 다음이었으며(35.6%), 인식 저하를 원인으로

용이 저렴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1)에서

지목한 경우도 13.6%에 달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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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치환술 후 나타나는 정맥혈전색전증이 대부분

법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고위험군이지만 약물요법이

무증상이며 자연적으로 소실되므로 임상적으로 중요하

시행되지 않는 등 부족치료(underutilized)인 경우도

4),16)

지 않고 예방요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있어 환자의 혈전생성위험과 출혈의 위험을 모두 고려

하지만 약물적 예방요법 없이 증상이 있는 정맥혈전색

한 적극적인 약물요법 시행이 요구된다. 최근 서구적인

전증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한국인에서

식습관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시아인 및 국내에

예방과 합병증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

도 정맥혈전색전증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19) 보

17)

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20)

다.

정맥혈전색전증과 출혈에 대한 위험인자로 분류된
기저질환의 경우 대부분이 만성질환이며 고혈압, 당뇨

감사의 말씀

병, 간부전, 관상동맥 질환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도 약물요법을 미시행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자료

한 경우가 50% 이상이었다. 2010년 국내 위험 요인별

(HIRA-APS-2016-0051)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결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의 유의성을 검증한 연구에서 연

과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무관합니

령, BMI 증가 이외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생 빈도의 증

다.

18)

가는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위험인자 중 기저질환보
다 정맥혈전색전증 과거력이 있을 경우 재발생이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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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Drug codes for data extraction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patient sample data
General name

Medication code

Bemiparin

465830BIJ

465831BIJ

Dalteparin

140230BIJ

140231BIJ

140232BIJ

140233BIJ

140234BIJ

Enoxaparin

152130BIJ

152131BIJ

152132BIJ

152133BIJ

152134BIJ

Fondaparinux

450130BIJ

Heparin

168630BIJ

168631BI

Nadroparin

198430BIJ

198431BIJ

198432BIJ

Parnaparin

447530BIJ

Aspirin

110701ATB

110702ATB

110801ATB

110802ATB

111001ACE

111001ATB

111001ATE

111002ATE

111003ACE

111003ATE

Apixaban

617001ATB

617002ATB

Dabigatran

613701ACH

613702ACH

Rivaroxaban

511401ATB

511402ATB

Warfarin

249103ATB

249105ATB

511403ATB

Appendix II. Disease codes as risk factors for venous thromboembolism and bleeding
Disease

Risk factor for
venous
thromboembolism

Korean Classification of Disease 7th

Arrhythmia

I47, I49

Asthma

J45.0, J45.9, J46

AF

I48

CAD

I20, I24, I25

Cancer

C00-C97

COPD

J44

Diabetes

E10, E11, E12, E13, E14

Heart failure

I50

Hypertension

I10

IBD

K50, K51

Infection of surgery

T84.5

Nep. Syn./RF

N03, N04, N05, N17, N19, N99.0, P96.0, I12.0

PVD

I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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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Risk factor for
venous
thromboembolism

Korean Classification of Disease 7th

TIA

G45.8, G45.9

Varicose vein

I83

BCD

D66, D67, D68.0, D68.1, D68.2, D68.5, D68.6, D68.8, D68.9

GI bleeding

K22.11, K22.6, K25.0, K25.2, K25.4, K25.6, K26.0, K26.2,
K26.4, K26.6, K27.0, K27.2, K27.4, K27.6, K28.0, K28.2, K28.4,

Risk factors for
Bleeding

K28.6, K29.0, K62.5
Liver failure

K70, E56, D65, D69.5, K77

Platelet defects

D69.3, D69.4, D69.6

Stroke

I60, I61, I62, I63, I64

AF, atrial fibrillation; BCD, blood clotting disorder;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GI, gastrointestinal;
Nep.syn./RF, Nephrotic syndrome/Renal failure; PVD, peripheral vascular disease;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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