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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pixaban is non-inferior to warfarin in the prevention of stroke and systemic embolism in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The clinical use of apixaban in older patients is carefully
regula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South Korea, due to a high bleeding risk.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atterns of apixaban use and medication adherence.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The study included
patients who were 65 years and older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who were prescribed apixaban
from July 1, 2016, to June 30, 2017, in an ambulatory care setting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We assessed apixaban usage, concomitant medications, and adverse events based on
투고일자 2018.4.14; 심사완료일자 2018.8.30; 게재확정일자 2018.12.14
�교신저자 조구영 Tel:031-787-7024 E-mail:chogy@snubh.org

- 78 -

이성희 : 비판막성 심방세동을 가진 외래 노인 환자에서 Apixaban 약물 사용 평가

information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medication adherence was calculated by
cumulative medication adherence (CMA), with appropriate medication adherence defined as a CMA equal
to or higher than 80 percent.
Among the 553 eligible patients, 243 patients were excluded because they were prescribed apixaban during hospitalization, baseline data were unavailable, or they were lost to follow-up. A total of 310 patients
were analyzed for the study. The mean age was 76.6 years. Of these, 52.6% of patients used low dose
apixaban. A total of 309 (99.7%) patients wer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rate of concurrent use of antiplatelet therapy was 13.2 percent. Adverse events were reported in 17 (5.5%) patients,
and were mostly non-major bleeding events. The appropriate medication adherence rate was 93.2 percent.
This study showed that the rat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medication adherence
were more than 90 percent. In real clinical practice, low doses of apixaban were used more than 50%
because of the bleeding risk in older aged patients. Because long-term use of apixaban is prescribed for
elderly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pharmacists must take active roles in counseling
and close monitoring of adverse events to improve medication adherence.

[Key words] Apixaban, Drug utilization review, Medication adherence

심방세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5)-7)

며, 40~50세 환자에서는 0.5% 미만이나 80세 이상에

Apixaban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

서는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

증 예방 효과가 있으며, warfarin 대비 주요 출혈과 사

에 따라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연간 뇌졸중 발생률이 증

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보고가 있다.8) 그러나 허가

가한다.1)

적응증에 따른 용량 및 치료 기간에 대한 급여 기준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은

다르며(Table 1),9) warfarin에 비해 비교적 이상반응

연간 약 5%로 비판막성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환자에서 출혈 이상반응이

2~7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rfarin은 비판막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의 표준요법으로 오랜

비판막성 심방세동이 있는 아시아인에서 비-비타민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그러나 warfarin은 좁은 치료

K 길항제 경구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

유효 영역(narrow therapeutic window)과 약물 효과

nist Oral Anti-Coagulant, NOAC)와 warfarin의

에 있어 개인간 변동성이 많으며, 약물 및 음식 간의 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비교 데이터는 제한적이나10)

호작용, 빈번한 채혈 등의 문제로 사용이 제한적이

apixaban은 warfarin과 같이 주의해야 할 주요 이상

2)-4)

반응으로 출혈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다.

Apixaban은 direct factor Xa inhibitor로 비판막

65세 미만인 경우 16.2%,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

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21.7%, 75세 이상인 경우 28.39%로 고령일수록 출혈

감소, 심재성 정맥 혈전증 및 폐 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

이상반응이 높으므로11) 노인 환자에게서 약물 처방시

위험 감소,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이상반응에 대한 약물 복약 상

자에서 정맥 혈전 색전증의 예방 등에 적응증이 있으

담도 더욱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rivaroxaban, dabi-

며, 약동학적으로 신속히 약물 흡수되어 12시간의 반

gatran 약물 사용 평가 관련 연구는 진행된 바가 있으

감기를 가지며, 복용량의 25%정도가 신장을 통해 배설

나, apixaban의 약물 사용 평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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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s for the approved indications of apixaban coverage
Indication
Reduction in the risk of
stroke and systemic
embolism in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Criteria for apixaban coverage
Patients with non- valvular atrial fibrillation of following high-risk groups should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Patients with a history of stroke, transient ischemic attack, thromboembolism or
age ≥ 75 years
- Patients with at least 2 of following characteristics: heart failur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vascular disease, age 65-74 years, female

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비판

cation adherence (CMA) 지표를 이용하여 환자별 복

막성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노인 환자에서의 apixa-

약 순응도를 산출하였으며 CMA 값 80% 이상을 적정

ban 처방 현황을 분석하고, 노인 환자에서의 복약 순

순응군으로 정의하였다. CMA 지표는 약국 재조제율

응도 평가, 복용 중단 이유 및 전환 약제 파악을 통하여

을 통해 복약 순응도를 계산하였으며 다음의 식을 따른

노인 환자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요법 및 약사의 역

다.13),14)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내 첫 번째와 두 번째

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처방 기간 사이의 복약 순응도를 CMA 지표로 평가하
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외래 진료 후 비판막성 심방세동 적응증으로

이상반응에서 출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주요

apixaban을 처방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출혈(major bleeding)은 hemoglobin level이 2.0

하였다. 입원 중 apixaban을 복용 시작 환자, 추적 관

g/dL 이상 감소하거나 2 units 이상의 적혈구 수혈이

찰이 되지 않은 환자, 연구 관련 기초 자료가 수집 불가

필요할 정도의 출혈 또는 출혈로 인한 사망을 의미한

인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출혈(clinically relevant
non major bleeding)은 주요 출혈에 포함되지는 않지

2. 약물 사용 평가

만 의학적 중재, 수술적 중재가 필요한 출혈, 항 혈전치
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출혈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를

본 연구에서 약물 사용 평가는 국내 허가 사항 및 미

포함 한다. 미세 출혈(minor bleeding)은 위의 2가지

국병원약사회 약물 사용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 한다.15) 병용 약물

여,12) 사용시 준수사항, 병용 약물 및 이상반응, 복약 순

및 이상반응, 복약 순응도, 복용 중단 사유 등은 후향적

응도, 복용 중단 사유 4개 항목으로 하여 세부 사항을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사용의 정당성은

정의하였다(Table 2). 사용시 준수사항은 국내 허가사

약물 사용 평가의 세부항목에 일치하는 경우를 적합으

항 및 적응증에 따른 처방 용량 평가 및 비판막성 심방

로 하였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부적합으로 평가하

세동 환자에서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위험 감소와

였다.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 급여 인정 기준으
로 정의하였다. 복약 순응도는 cumulative medi-

3.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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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iteria for apixaban drug utilization evaluation
Criteria

Contents
1. Appropriateness of dosing

Apixaban usage evaluation

- 5 mg twice daily
- Patients with at least 2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ge ≥80 years, body
weight ≤60 kg, serum creatinine ≥1.5 mg/dL: 2.5 mg twice daily
- Creatinine clearance ≥ 15 to
30 ml/min: 2.5 mg twice daily
- Patients with creatinine clearance
15 ml/min or patients undergoing dialysis
are not recommended
2. Appropriateness of apixaban coverage based on the approved indications

Concurrent medication
and adverse events

- The number and types of Concurrent medications
- The rates of adverse events

Medication adherence of
apixaban

Evaluation of medication adherence by cumulative medication adherence (CMA)

Discontinuation of apixaban

- Reasons for apixaban discontinuation
- Switched medication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년 동안 비판막

수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성 심방세동 적응증으로 외래에서 apixaban을 처방

라 익명화하여 처리하였고, 관련된 파일은 별도의 장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수는 553명이었다. 입원 중

소에 보관하여 관리자 이외에 접근이 되지 않도록 보

apixaban을 복용 시작 환자, 추적 관찰이 되지 않은

호하였다.

환자, 환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던 환자를 제
외하여 총 310명이 연구대상 환자로 등록되었다. 대상

4. 피험자 보호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남자 175명(56.5%), 여자 135
명(43.5%)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76.6±6.2세이었다. 평균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

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진행되었다.(IRB No. B-1708-

nine clearance)는 66.9±19.0 ml/min, 평균 혈청 크

415-108)

레아티닌(serum creatinine)은 1.0±0.4 mg/dL이었
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고위험군 판별

5. 통계 분석

을 위한 CHA2DS2-VASc score는 평균 4.1±1.4 이
었다(Table 3). 2.5 mg 복용 환자 163명, 5 mg 복용

본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은 Microsoft Excel 2010,

환자 147명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평균 연령은 각각

SPSS ver. 21.0을 사용하였고 조사된 각각의 항목을

79.3±5.7세, 73.6±5.2세였다. 평균 크레아티닌 청소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평균값은 평균±표준편차

율은 60.2±20.3 ml/min, 73.9±14.8 ml/min, 평균

로 기술하였다.

크레아티닌은 1.1±0.4 mg/dL, 0.9±0.2 mg/dL이었
다. 출혈 위험 평가 도구인 HAS-BLED 점수로 평가

연구 결과

가능한 2.5 mg 복용 환자 125명, 5 mg 복용 환자 97
명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HAS-BLED 점수는 각각

1. 대상 환자 특성

2.7±1.0, 2.6±0.9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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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eline patien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Apixaban (N=310)

Sex, N (%)
Male

175 (56.45%)

Female

135 (43.55%)

Age, years, mean (±SD*)

76.57 (±6.18)

Height, cm, mean (±SD)

160.94 (±9.29)

Weight, kg, mean (±SD)

62.07 (±10.60)

CrCl�, ml/min, mean (±SD)

66.89 (±19.01)

CrCl, ml/min, N (%)
CrCl ≥ 30

303 (97.74%)

15 ≤ CrCl
CrCl

30

7 (2.26%)

15

0 (0%)

Scr, mg/dL, mean (±SD)

1.03 (±0.35)

Scr, mg/dL, N (%)
Scr ≥ 1.5
Scr

27 (8.71%)

1.5

283 (91.30%)
�

CHA2DS2-VASc Score , mean (±SD)

4.09 (±1.38)

�

�

*SD : standard deviation CrCl : creatinine clearance, CHA2DS2-VASc : Congestive heart failure, Hypertension, Age ≥75 years(2), Diabetes mellitus,
Stroke/transient ischemic attack/thromboembolism(2), Vascular disease, Age 65-75 years, Sex

Table 4 Baseline patient characteristics between low dose and conventional dose
Characteristics

Apixaban 2.5 mg (N=163)

Apixaban 5 mg (N=147)

p-value

Age, years, mean (±SD*)

79.3 (±5.7)

73.6 (±5.2)

Height, cm, mean (±SD)

160.0 (±9.7)

162.0 (±8.7)

0.058

Weight, kg, mean (±SD)

60.2 (±11.0)

64.1 (±9.8)

0.001

BMI , kg/m , mean (±SD)

23.5 (±3.4)

24.4 (±3.1)

0.009

Scr, mg/dL, mean (±SD)

1.11 (±0.40)

0.94 (±0.24)

0.001

CrCl�, ml/min, mean (±SD)

60.2 (±20.3)

73.9 (±14.8)

0.001

2.74 (±1.0)(N = 125)

2.58 (±0.94)(N = 97)

4.37 (±1.3)

3.78 (±1.4)

24 (19.2%)

8 (8.2%)

�

2

§

HAS-BLED Score , mean (±SD)(N=222)
‖

CHA2DS2-VASc Score , mean (±SD)
Concurrent use of Aspirin or Clopidogrel, N (%)
�

�

0.001

0.264
0.001
0.021

*SD :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CrCl : creatinine clearance, §
HAS-BLED: hypertension, abnormal renal and liver function, stroke,
bleeding, labile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s, elderly, and drugs or alcohol, ‖CHA2DS2-VASc : Congestive heart failure, Hypertension, Age≥75
years(2), Diabetes mellitus, Stroke/transient ischemic attack/thromboembolism(2), Vascular disease, Age 65-75 years,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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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dverse events in patients receiving apixaban
Adverse events

Apixaban 2.5 mg, N

Apixaban 5 mg, N

Major bleeding

0

0

Clinically relevant non-major bleeding

2

3

Minor bleeding

4

6

Clinically relevant non-major bleeding and edema

0

1

Edema

0

1

2. 사용시 준수 사항

4. 복약 순응도

Apixaban 2.5 mg을 처방 받은 163명의 환자 중 54

Cumulative medication adherence (CMA) 지표에

명(33.1%)이 신기능 및 체중, 나이에 따른 적절한 용량

따라 CMA 값이 80% 이상인 환자를‘적정 순응군’
으

을 처방 받았으며, 5 mg를 처방 받은 147명의 환자 중

로 정의하였으며, 적정 순응군은 289명(93.2%)이었

137명(93.2%)이 허가사항에 따른 처방을 받았다. 국내

으며, CMA 값이 50% 미만인 환자는 5명(1.6%)이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

(Fig. 1).

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를 위한 허가 용량은 5
mg 1일 2회이며, 80세 이상, 60 kg 이하, 혈청 크레아

5. 복용 중단 이유 및 전환 약제 현황

티닌 1.5 mg/dL 이상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특징을 가
진 환자의 경우 2.5 mg 1일 2회, 크레아티닌 청소율

연구 기간 중 복용 중단한 환자는 13명(4.2%)이었으

(creatinine clearance) 15~29 ml/min인 경우 연령

며, 약물 중단 사유로는 낮은 복약 순응도에 의해 중단

및 체중에 상관없이 2.5 mg 1일 2회이다.

한 환자가 5명, 약물상호작용, 이상반응, 임상 시험 시

급여 여부 및 비급여 처방 비율에 대한 현황을 보면

행의 사유로 중단한 환자가 각각 1명씩이었다. 후향적

전체 310명 중 1명을 제외한 309명(99.7%)이 급여 인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의무기록상 중단 사유를 파악

정 기준에 적합하였다.

하기 어려운 환자는 5명이었다. Apixaban을 중단한
13명의 환자는 비-비타민 K 길항제 경구 항응고제(Non

3. 병용 약물 및 이상반응

-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 또는 혈소판 응집 억제제로 변경되었으며, 변

전체 환자 중 41명(13.2%)이 1종 이상의 혈소판 응집

경 약물은 dabigatran 1명, edoxaban 5명, rivarox-

억제제를 병용 처방 받았으며,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2

aban 4명, 혈소판 응집 억제제(aspirin 또는 clopido-

종 이상 병용 처방 받은 환자는 5명(1.6%)이었다. 병용

grel) 3명이었다.

약물은 aspirin은 21건, clopidogrel은 18건이었다. 기
타 혈액 및 체액용 약물로 cilostazol 2건, beraprost 1

고찰 및 결론

건 및 기타 순환계용 약물로 limaprost 4건이 있었다.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17명(5.5%)이었다. 출혈을

본 연구는 비판막성 심방세동을 가진 노인 환자에게

경험한 환자는 16명 이었으며 주요 출혈은 0명이었다.

처방 되는 apixaban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 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출혈은 6명, 미세 출혈은 10명이

자에서의 복약 순응도 평가, 복용 중단 이유 및 전환 약

었다. 이외 이상반응으로 부종을 경험한 환자가 2명 있

제 파악을 통하여 노인 환자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었으며 모두 5 mg을 처방 받은 환자였다(Table 5).

요법 및 약사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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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dherence of apixaban as measured by cumulative medication adherence (CMA) (N=310)

Table 6 Potential reasons for usage of 2.5 mg apixaban
Potential reasons�, N (%)

Apixaban 2.5 mg (N=83)*

Concurrent use of antiarrhythmic drug

70 (84.3%)

Concurrent use of aspirin or clopidogrel

15 (18.1%)

HAS-BLED score ≥ 3

63 (75.9%)

Unknown

4 (4.8%)

*26 patients who could not be evaluated with HAS-BLED score were excluded
�
Patients can be included in multiple potential reasons

Apixaban의 사용시 준수사항 평가항목 중 처방 용

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심방세동

량 평가에서는 해당 기간 apixaban을 외래 처방을 받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아시아인의 경우 1%로 서양인

은 연구 대상 310명의 환자 중 2.5 mg 처방 받은 환자

1~2%에 비해 낮으나 아시아인에서 고령의 인구가 많

의 33.1%, 5 mg 처방 받은 환자의 93.2%가 허가 사항

으므로 환자의 절대적인 수는 서양보다 더 많다.17) 하지

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허가 사

만 apixaban을 비롯한 비-비타민 K 길항제 경구 항응

항에 따른 처방 용량을 준수하지 않은 환자가 총 119명

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

(38.4%)이었으며 이들 중 109명의 환자가 허가 사항

Coagulant, NOAC)의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

보다 저용량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 하였다. Taiwan

서 대부분이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으므로 처

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62%(3,623명)가 apixaban 저용

방 용량을 설정하는데 다를 수 있다. 더불어 서양인에

량 처방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이며, CHA2DS2-

비해 아시아인에서 출혈성 뇌졸중이 더 잘 발생하고

VASc score 및 HAS-BLED score가 높고, 동반 질환

warfarin과 관련한 출혈성 뇌졸중 또한 더 높은 비율

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16) 본 연구에서 저용량 처방이

을 나타낸다.18),19) 노인 환자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작으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노인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작

며, 지방 및 근육의 신체 조성의 변화, 신기능 저하 및

고, 신장 기증 저하 및 항 혈소판 사용빈도가 높았기 때

여러 합병증을 가지고 있어 비-비타민 K 길항제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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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

3.2%로 ARISTOTLE 연구에 등록된 anticoagulation

Coagulant, NOAC) 복용시 이상반응 발현 비율이 상

therapy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bleeding 평가한

20)

비타민 K 길항제를 복용하는 40세

연구에서 보고된 6.4% 보다 적었으며28) AVERROES

미만의 환자군과 비교시 10년씩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에서 보고된 clinically-relevant non major

주요 출혈(major bleeding)의 위험은 46%까지 증가

bleeding, minor bleeding 3.1%, 6.3% 보다도 적었

한다.21) Family physician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다.29) 출혈 이상반응의 비율은 위의 두 연구와 달리 후

따르면 출혈에 대한 우려로 특히 warfarin과 같은 항

향적 의무기록 검토로 진행된 소규모 연구이므로 다른

응고제 처방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22) Apixaban과

두 연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적으로 높다.

23)

항혈소판제 병용시 출혈 위험이 증가하며,

andex-

Apixaban의 복약 순응도는 93.2%로 타 연구의 복약

anet Alfa와 같은 혈액응고 인자 Xa 선택 억제제의 해

순응도 결과와 비교 했을 때 90일간 측정된 apixaban

독제 관한 연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실제 효과 및 안전

의 복약 순응도는 79.9%, 180일간 측정된 복약 순응도

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apix-

는 72.2%30)로 본 연구에서의 복약 순응도가 높은 것을

24)

aban의 해독제는 없다. 이에 노인의 경우 apixaban

확인 할 수 있었다. 참고 연구에서는 90일, 180일 기간

처방시 연령 증가에 따른 출혈 위험성 증가 및 해독제

동안 확인하였으며, PDC (Proportion of days cov-

부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비타민 K 길항제 경구

ered)를 복약 순응도 평가 지표로 한 것에 비해 본 연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

구에서는 CMA 지표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처방을 받은

Coagulant, NOAC)의 경우 warfarin에 비해 음식

기간을 복약 순응도 평가 기간으로 선정하여 평가하였

및 약물 간 상호작용이 적으나25) 유럽부정맥학회에서

으므로 복약 순응도 결과 값을 비교시 다른 설정 값에

apixaban과 diltiazem 복용시 apixaban의 혈중 농도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증가하며 apixaban과 함께 amiodarone, dilti-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단일 의료 기관에서 1년간 처방

azem, dronedarone 3개 중 2개 이상 병용시 용량 감

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이고, 전자 의무 기록을

량을 고려 해 볼 수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을

통해 확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의료 정보 획득

참고하여 저용량 처방을 받은 109명 중 평가 가능한

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더불어 후향적 연구의 특성상

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출

복약 순응도 간접적 평가 지표인 CMA 지표를 사용했

혈 위험 평가 도구인 HAS-BLED 출혈 위험 점수가 3

으므로 환자가 처방 후 실제로 복용 했는지 여부는 파

점 이상의 고위험 출혈군 또는 aspirin 또는 clopido-

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grel을 병용, 항부정맥제 병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 3가

본 연구는 외래 환자 대상 apixaban의 처방 현황 및

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저 용량 처방을

복약 순응도를 확인한 첫 연구로 허가 사항에 따른 급

고려할 수 있다. 83명의 대상 중 79명(95.2%)이 위의 3

여 인정 기준 이행 여부 및 복약 순응도는 90% 이상인

가지 조건에 따른 저 용량 처방이 발생되었다(Table 6).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처방 용량 면에서는 노인 환

Apixaban의 사용시 준수사항 항목에서 허가 사항에

자의 경우 출혈 위험을 우려하여 허가 사항 보다 저용

따른 급여 인정 기준 이행 비율은 1명을 제외한 99.7%

량 처방을 받은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에 비판막성 심

가 보험 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사용하여 높은 적합률을

방세동을 가진 노인환자에서의 apixaban은 장기간 복

보였다. 1명의 환자의 경우 75세 이상이나 비급여 처방

용이 필요한 약물이므로 적절한 약물 요법 및 이상반응

을 받았다. 이에 환자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요양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급여 인정 기준 여부에 따른 급여 인정을 통한 비용 효
과적인 방향으로 처방 되도록 고려해볼 수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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