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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 number of global clinical guidelines recommend prophylactic anticoagulation
on patients admitted to hospitals with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However, recommendation on specific dose is lacking, especially for the critically il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usage of prophylactic anticoagulant and its adverse events with
bleeding in critically ill COVID-19 patients admitted to nationally-designated wards at a general hospital in Korea. Clinical outcomes with respect to prophylactic anticoagulant dose were
also compared.

Methods : We reviewed critically-ill COVID-19 inpatients admitted to a nationally-designated intensive care unit from February 1st, 2020 to May 31st, 2021 and identified the type
and dose of prophylactic anticoagulant (AC) administered. Patients were further grouped into
standard-dose (standard prophylactic AC) and intermediate-to-therapeutic-dose (hig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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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prophylactic AC) prophylaxis. Data on patients’ baseline characteristics, length of
hospitalization, mortality, bleeding, and deep vein thrombosis (DVT) were retrospectively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bivariate statistical method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ient characteristics as confounding variables,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mortality, bleeding, DVT, length of hospitalization, and prophylactic
anticoagulant dose.

Results : Of 93 critically-ill COVID-19 patients, 80 (86.0%) received prophylactic AC. Of those,
60 (75.0%) were administered standard AC and 20 (25.0%), higher than standard AC. Length
of hospitalization (36.5 days[n=40] vs. 53.9 days[n=18], p=.012), and mortality (33.3% vs.
10.0%, p=.043)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Bleeding also occurred in 16 (26.7%) and 8 (40.0%) patients, respectively, but were not significant
(p=.260). Mortality, bleeding, DVT, length of hospitalization and prophylactic anticoagulant
dose showed no correlation when analyzed through multivariate logistic and multiple regression.

Conclusion :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the prophylactic anticoagulant dose
and the patients’ clinical outcomes or bleeding occurren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valuate prescription patterns of prophylactic anticoagulants for critically-ill COVID-19 patients
including other hospitals and the clinical outcomes with thorough monitoring upon use.

[Key words]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Anticoagulant, Bleeding, DVT (Deep Vein
Thrombosis)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코로나

national Society on Thrombosis and Hae-

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에서 혈액 응고 항진 상태

mostasi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가 관찰되며 이는 혈전염증(thromboinflamma-

Surviving Sepsis Campaign 등의 기관 지침에

tion)에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 코로나19 환자

서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코로나19로 입원한 모든 환

가 혈액 응고 항진 상태가 되는 명확한 기전은 밝혀

자에게 예방용량의 항응고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

지지 않았으나, severe acute respiratory syn-

다.6)-8)

drome coronavirus 2 (SARS-CoV-2) 감염이

코로나19 환자에서 예방 목적 항응고제 투여 시 용

내피세포의 활성화 및 손상을 유발하고, interleu-

량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표준 예방용량,

kin-6 (IL-6) 등이 관여하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내

중등도 예방용량, 고강도 예방용량 및 치료용량 투여

인성, 외인성 응고 경로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환자군 간 사망률, 재원 기간, 침습적 기계 환기 기간

져 있다.

등의 결과가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관찰 연구를 통해

2)

코로나19 환자에서 보고된 혈액 응고 항진 상태가

비교되었지만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9)-13) 최근 발

부정적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다수의 관찰 연구결과

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3)-5)

가 보고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에서 예방적인

항응고제 용량에 따른 생존기간, 재원 기간, 산소 공

항응고제 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주

급 기간은 차이가 없으며 치료용량 투여 환자군에서

로 관찰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한 Inter-

출혈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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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07-699-106).

발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권고안과 Critical
Path (CP) 가이드라인이 있다. 코로나19 진료권고

2. 데이터 수집 항목

안에서는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 또는 고용량의 항

환자의 연령, 성별, 체중, 체질량지수(body mass

응고제 치료를 제시하는 반면, 코로나19 CP 가이드

index, BMI),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라인에서는 D-dimer가 상승된 코로나19 중환자에

health evaluation II (APACHE II) 점수, 코로

게 치료용량의 헤파린 사용을 고려하되 심부정맥혈전

나19 확진 후 입원까지 소요일수, 자가약, 기저질환

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방용량으로의 전환을 권고

등의 환자 기본 정보를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중환자에 예방적

수집하였다. 또한 수혈, 승압제, 코로나 치료제17),

항응고제 투여 용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제시되지

산소요법, 투석 시행 여부 등의 치료 정보도 수집하였

않은 상태이며, 환자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으며, 신기능, 혈구, 혈액 응고, D-dimer 수치 등

및 일반적인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지침에 준하여 항

의 검사결과 또한 수집하였다.

15),16)

응고제가 처방 및 투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출혈 관련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

통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일개 국내 병

해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출혈, 출혈 종류, 출혈 관

원에서의 코로나19 중환자에서 예방적 항응고제 사

련 사망 여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임상결과와

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투여 용량에 따른 임상결과

관련하여 사망, 생존자 재원기간, 심부정맥혈전증 발

및 출혈 관련 이상반응을 비교하고자 한다.

생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하였다.

연구방법

3. 예방적 항응고제 미투여군, 예방용량 투여군 및 초
과용량 투여군 정의

1.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가 중환자용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당

입원한 기간 동안 원내 보유하고 있는 항응고제(api-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용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xaban, argatroban, dabigatran, edoxaban,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전자의무기

enoxaparin, heparin, rivaroxaban, war-

록을 검토하여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다.

farin) 투여 이력을 확인하였다. 항응고제 투여 이력

연구 기간동안 중환자용 치료병상에 입원한 18세

이 없는 환자는 예방적 항응고제 미투여 환자군으로,

이상의 성인 환자 중 임신부, 입원 당일 심부정맥혈

투여 이력이 있는 환자는 예방적 항응고제 투여 환자

전증 확진 또는 뇌졸중으로 전원 등 치료목적 항응고

로 분류하였다. 후자의 경우 Supplement 1의 기준

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 재원기간 3일 미만, Real

을 참고하여 예방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는 예방용량

Time RT-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

투여군으로, 예방용량을 초과하거나 치료용량에 해

merase chain reaction) 검사결과 NCV2019 음

당하는 항응고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초과용량 투여

성인 코로나19 의증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

군으로 추가 분류하였다.

다. 승압제(norepinephrine, vasopressin, epinephrine, dobutamine, dopamine, phe-

4. 결과 지표

nylephrine)를 투여 받지 않았거나 high flow 이
상의 산소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비중증 환자도 제외
하였다.

예방적 항응고제 사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기
간 내 중환자용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입원 년도 및

본 연구는 2021년 7월 19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

월별로 항응고제 미투여군과 투여군의 비율을 파악하

명윤리심의위원회의 IRB 승인을 받았다(IRB No.

였다. 투여군 내에서는 예방용량 투여군과 초과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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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군의 비율도 산출하였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당

출혈 관련 약물이상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용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및 간호기록 내 ‘bleed’, ‘blood’, ‘출혈’, ‘bts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총 215명이였고, 이 중

(blood tinged sputum)’ 등의 출혈 관련 단어를

122명이 제외기준에 해당되어 최종 연구 대상자는

검색하여 입원기간 중 출혈 발생 여부 및 출혈의 종류

총 93명이였다. 연구 대상자 중 예방적 항응고제 미

를 파악하였다. 출혈 관련 사망의 경우 입원기간 내

투여 환자는 13명, 예방적 항응고제 투여 환자는 80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 진단서 및 사망 당일 진

명이였으며, 예방적 항응고제를 투여한 환자 중 예방

료 기록을 검토하여 사인에 출혈이 포함되는 경우 출

용량 투여군은 60명, 초과용량 투여군은 20명이였다

혈 관련 사망으로 분류하였다.

(Fig. 1).

예방용량 투여군과 초과용량 투여군 간 임상결과 비

연구 대상자의 입원년월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교를 위한 사망률 산출에는 중환자용 국가지정입원치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2, 5, 10월에만 예방

료병상 입원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만 포함하였고, 전

적 항응고제가 모든 환자에게 투여되었으나, 2021년

동 또는 퇴원 이후 사망에 대한 기록은 포함하지 않

1월부터 5월까지는 중환자용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았다. 심부정맥혈전증 발생률 산출에는 입원기간 중

에 입원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게 예방적 항응고제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computed tomography

가 투여되었으며, 월 평균 25.7%의 환자가 초과용량

(CT), 초음파 또는 경흉부 심초음파(transthorac-

을 투여 받았다(Fig. 2).

ic echocardiography, TTE) 판독 결과 상 심부정
맥혈전증으로 진단된 경우를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으

2. 항응고제 투여 환자 특성

로 정의하였다. 생존자 재원기간은 입원기간 내 사망
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중환자용 국가지정입원치료병

항응고제를 투여한 환자 80명의 평균 나이는

상에 체류한 일수를 의미하며, 타 병동으로 전동 되거

67.8±12.1세이고, 이중 49명(61.3%)이 여자로,

나 전원되어 타 의료기관에 체류한 경우는 포함하지

두 군간 연령별 또는 성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않았다.

항응고제 예방용량 투여군과 초과용량 투여군간 체
중, 체질량지수는 예방용량 투여군이 67.6±13.8
kg, 25.2±4.3 kg/m2, 초과용량 투여군이 78.1

5. 통계 분석

±17.6 kg, 28.1±4.8 kg/m2으로 초과용량 투
환자군 간 특성 및 임상결과 비교 분석을 위해 이변

여군에서 유의하게 체중이 높았고(P=0.008), 체

량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데이터 유형에 따라 Stu-

질량지수가 컸다(P=0.013). 이외의 나이, 성별,

dent’s t-test, Mann-Whitney test, chi-

APACHE II 점수, 자가약, 기저질환, 입원기간 동

squared test, Fisher’s exact test 등의 검정

안 치료 및 기저 검사결과 수치는 양 군간 유의한 차

방법을 시행하였다. 출혈 및 임상결과 영향 인자 분석

이가 없었다(Table 1).

을 위해 출혈, 사망,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에 대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 생존자 재원기간에 대해 다중 회귀

3. 출혈 관련 약물이상반응

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p 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IBM

항응고제 투여 환자 80명 중 24명(30.0%)에서 출

SPSS Statistics 28.0.0.0 (IBM Co. Amonk.

혈 관련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예방용량 투여

NY, USA)을 사용하였다.

군에서는 출혈 관련 약물이상반응 발생률이 26.7%
로 초과용량 투여군(40.0%)보다 낮았으나 유의한 차

연구결과

이는 없었고(OR, 0.545; 95% CI 0.189-1.577;
P=0.260) 위장관계, 비뇨기계 등 세부적인 출혈 발

1. 예방적 항응고제 사용 현황

생 부위에서도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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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COVID-19 patients admitted to designated wards
122 excluded
73 non-critically ill
34 unconfirmed COVID-19 infection
6 under 18-year-old
3 less than 3 days of hospital stay
3 diagnosed with DVT on the day of admission
2 transferred due to suspected stroke
1 pregnant
93 included*

13 did not receive
prophylactic
anticoagulation

80 received
prophylactic
anticoagulation†

60 received standard dose
prophylactic anticoagulant

20 received higher than standard dose
prophylactic anticoagulant

Fig. 1 Flow of identifying the study population with COVID-19 receiving prophylactic
anticoagulant therapy admitted to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evaluated for prophylactic anticoagulation usage anaylsis
Patients evaluated for prophylactic anticoagulant dose dependent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and adverse events with 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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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coagulation dose during hospitalization, by month of admission (n=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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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rescribed with prophylactic
anticoagulants (n=80)

Characteristics
Age, year

Standard
prophylactic AC
group (n=60)

Higher than standard
prophylactic AC group
(n=20)

p value

69.1±10.3

64.0±16.1

0.190

Sex, no. (%)			

0.354

Male

25 (41.7)

6 (30)

Female

35 (58.3)

14 (70)

Weight, kg

67.6±13.8

78.1±17.6

0.008

BMI, kg/m2

25.2±4.3

28.1±4.8

0.013

APACHE II score

18.6±8.1

18.7±6.2

0.811

Days passed from diagnosis to
		
admission, days

5.40±5.3

4.75±4.6

0.696

16 (26.7)

6 (30.0)

0.772

3 (5.0)

2 (10.0)

0.594

Diabetes (Type 1 or 2)

22 (36.7)

3 (15.0)

0.070

Hypertension

42 (70.0)

16 (80.0)

0.386

Dyslipidemia

12 (20.0)

4 (20.0)

1.000

Cardiovascular disease

8 (13.3)

4 (20.0)

0.482

Cerebrovascular disease

2 (3.30)

1 (5.0)

1.000

Kidney disease

3 (5.0)

1 (5.0)

1.000

On dialysis prior to hospitalization

2 (3.30)

1 (5.0)

1.000

Cancer

4 (6.70)

0 (0.0)

0.567

Required blood transfusion, no. (%)

30 (50.0)

12 (60.0)

0.438

Required vasopressors, no. (%)

47 (78.3)

17 (85.0)

0.749

28 (46.7)

9 (45.0)

0.897

0 (0.0)

1 (5.0)

0.250

3 (5.0)

0 (0.0)

0.569

Self-medication, no. (%)
Antiplatelet
Anticoagulant
Comorbidities, no. (%)

COVID-19 related treatments during
hospitalization, no. (%)
Remdesivir
Tocilizumab
Lopinavir/Ritonavir
Dexametha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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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prophylactic AC
group (n=60)

Higher than standard
prophylactic AC group
(n=20)

p value

HFNC

22 (36.7)

6 (30.0)

0.588

Invasive MV

23 (38.3)

7 (35.0)

0.790

ECMO

14 (23.3)

7 (35.0)

0.304

Intermittent hemodialysis

1 (1.70)

1 (5.0)

0.440

CVVHDF

10 (16.7)

2 (10.0)

0.720

8,447±4,203

6,776±4,572

0.147

37.1±5.5

37.7±6.6

0.450

209.8±93.1

167.4±70.2

0.097

9.9±4.6

7.9±4.7

0.082

604.2±165.2

591.6±128.3

0.578

INR

1.1±0.3

1.1±0.2

0.969

aPTT, sec

41.9±9.8

38.2±6.8

0.175

PT, sec

14.1±2.6

13.8±1.6

0.960

CRP, mg/dL

12.6±7.3

11.3±7.4

0.399

D-dimer, µg/mL

3.2±4.7

4.7±7.0

0.805

Ferritin*, ng/ml

984.1±575.7

591.0±664.7

-

Interleukin-6*, pg/mL

158.4±190.2

139.5±84.1

-

1.1±1.6

1.4±1.9

0.386

23.9±16.1

25.8±15.0

0.356

87.4±33.6

85.3±44.3

0.824

Characteristics
Highest level of oxygen support, no. (%)

Dialysis during hospitalization, no. (%)

Laboratory findings at admission
ANC, /µL
Hematocrit, %
Platelet count, x10 µL
3

WBC, x10 µL
3

Fibrinogen, mg/dL

Serum creatinine, mg/dL
BUN, mg/dL
eGFR, ml/min/1.73 m

2

Values indicate number of patients (%) or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 of numerical baseline values, as specified.
Abbreviations: AC, anticoagulant; BMI, body mass index;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HFNC, high flow nasal
cannula; MV, mechanical ventilation;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VVHDF,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filtration;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WBC, white blood cell;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aPTT, activated partial prothromboplastin time;
PT, prothromboplastin time; CRP, C-reactive protein; BUN, blood urea nitrogen;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 Laboratory findings with more than 80% of patient data missing

제 투여 환자 중 입원기간 동안 사망한 환자 22명

과 관련 있었으며, 예방용량 및 초과용량 투여군에서

(27.5%, Table 2)에서 출혈 관련 사망은 10건

출혈 관련 사망은 각각 9명(15.0%), 1명(5.0%)으

(Table 3)으로 전체 사망 환자의 45.5.0%가 출혈

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OR 3.3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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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outcomes during hospitalization in patients receiving prophylactic anticoagulant (n=80)
Efficacy
outcomes
Death, no. (%)
DVT, no. (%)

Efficacy
outcomes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ays

Standard
Higher than standprophylactic AC ard prophylactic
group (n=60)
AC group (n=20)

Crude OR
(95% CI)

p
Adjusted* OR
p
value
(95% CI)
value

20 (33.3)

2 (10.0)

4.500
4.114
0.043
0.082
(0.949-21.337)
(0.835-20.283)

4 (6.7)

2 (10.0)

0.643
(0.109-3.806)

0.637

0.722
(0.109-4.794)

0.736

Standard
Higher than standBivariate
prophylactic AC ard prophylactic
coefficient B
group (n=60)
AC group (n=20)

p
value

Multivariate
coefficient B‡

p
value

-

17.701

0.079

36.5±32.3

53.9±34.0

-

Values indicate number of patients (%) or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 of numerical baseline values, as specified.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DVT, deep vein thrombosis
*Adjusted for weight and body mass index using logistic regression; † Expired patients excluded.; ‡ Adjusted for weight and body mass index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3 Bleeding associated adverse events with prophylactic anticoagulant therapy (n=80)
Adverse
events
Bleeding site,
		
no. (%)

Standard
Higher than standprophylactic AC
ard prophylactic
group (n=60)
AC group (n=20)

Crude OR
(95% CI)

p
Adjusted* OR
p
value
(95% CI)
value

16 (26.7)

0.545
8 (40.0)		
(0.189-1.577)

0.443
0.260		
(0.142-1.385)

0.161

GI

4 (6.7)

0.405
3 (15.0)		
(0.082-1.989)

0.346
0.358		
(0.063-1.892)

0.221

Urinary

8 (13.3)

0.462
5 (25.0)		
(0.131-1.621)

0.531
0.293		
(0.140-2.006)

0.350

Respiratory

7 (11.7)

0.748
3 (15.0)		
(0.174-3.218)

0.635
0.705		
(0.135-2.979)

0.565

CNS

0 (0.0)

0.950
1 (5.0)		
(0.859-1.050)

0.250

-

0.997

Wound

3 (5.0)

1.053
0 (0.0)		
(0.993-1.116)

0.569

-

0.998

9 (15.0)

3.36
3.17
1 (5.0)		
0.437		
(0.398-28.571)
(0.035-28.57)

Bleeding associat		
ed death, no. (%)

Values indicate number of patients (%).
Abbreviations: AC, anticoagulant;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GI, gastrointestinal; CNS, central nervous system.
*Adjusted for weight and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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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0.398-28.571; P=0.437). 그러나 전체 사

선호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망 환자를 분석한 결과 출혈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

코로나19 중환자에서는 혈전 발생률이 높아 항응고

는 빈도는 예방용량 투여군, 초과용량 투여군 각각

제 사용이 필수적이며, 일반적인 예방용량의 항응고

45.0%, 50.0%였으며 사망의 가장 높은 원인이었

제 사용에도 혈전 생성 억제 효과가 미약하다는 연구

다. 환자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체중과 체질

결과도 있어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항혈

량지수에 대해 보정한 결과 출혈 관련 약물이상반응

전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 항응고제 용량 설정이 중

및 출혈 관련 사망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하다.19),20) 따라서 코로나19 중환자에 항응고제 용
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재된 용량을 사용하
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항응고제 용량에 따른 임

4. 임상결과

상 결과와 약물이상반응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사망률은 예방용량 투여군에서 20명(33.3%), 초

있겠다.

과용량 투여군에서 2명(10.0%)으로 예방용량 투여

본 연구결과 예방적 항응고제 예방용량 투여군과

군에서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초과용량 투여군간 사망률, 생존자 재원기간은 유의

0.043)를 보였으나, 체중, 체질량지수에 대해 보정

한 차이가 있었으나 체중, 체질량지수에 대해 보정한

한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82, Ta-

결과 용량과의 관련성은 없었고 출혈 발생률의 경우

ble 2). 심부정맥혈전증 발생률은 두 군간 차이가

에도 양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코

없었고, 생존자 재원 기간의 경우 예방용량 투여군

로나19 중환자의 항응고제 용량에 따른 임상결과를

36.5±32.3일, 초과용량 투여군 53.9±34.0일로

비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퇴원 시점까지의 생존율

초과용량 투여군에서 더 길었지만 체중, 체질량지수

은 예방용량 및 치료용량의 항응고제 투여군 각각

에 대해 보정한 결과 양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2.7%, 64.5%(adjusted OR, 0.84; 95% CI,

(P=0.079).

0.64-1.11)로 양 군간 차이가 없었다. 21) 이는 코
로나19 중환자에서 예방적 항응고제 용량과 주요
임상결과 간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

고찰

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단일 기관의 코로나

하지만 출혈 발생률의 경우 본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19 중환자에서 예방적 항응고제 처방 현황을 파악하

두개의 타 유사 논문에서는 예방적 항응고제 용량에

여, 예방적 항응고제 투여 용량에 따른 출혈 관련 약

따른 출혈 발생률이 예방용량 투여군과 치료용량 투

물이상반응 및 임상결과를 분석하였다.

여군 각각 2%, 8%(RR, 3.64; 95% CI 1.61-

코로나19로 입원한 중환자에서 예방적 항응고제 투
여를 권고하는 해외 가이드라인이 지속 발표됨에 따

8.27; P=0.0010), 4%, 11%(P=0.04)으로 모두
치료용량 투여군에서 출혈 발생률이 높았다.14),22)

라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일개 병원에서도 가이드라인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는 단일기관

에 맞추어 모든 코로나19 중환자에게 예방적 항응고

후향적 연구로, 대상 환자의 중환자용 국가지정입원

제를 투여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6)-8),18) 하지만

치료병상 입원기간 동안의 전자의무기록 자료만 활용

예방적 항응고제의 용량은 일반적인 항응고 예방용량

하였고, 출혈 발생률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명확히

과 이를 초과하는 용량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향을

치료용량 항응고제를 투여한 환자군을 대조군으로 설

보였고, 이는 코로나19 중환자에서 예방적 항응고제

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치료용량 및 그보다 낮은

용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생각

용량의, 예방용량을 초과한 모든 용량을 `초과용량’

된다. 또한, 예방용량 투여군과 초과용량 투여군의

환자군에 포함하여 분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환자 특성 중 입원 당시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초과용

다. 예를들어, 초과용량 투여군에 포함된 체중이 높

량 투여군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환자의 체

은 환자의 경우 초과용량의 항응고제가 투여되었음에

중이 높은 경우 더 고용량의 예방적 항응고제 투여를

도 예방용량에 준한 임상결과를 나타냈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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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8(4):844-7.

또한 임상 상태 변화에 따라 전체 입원기간 동안 다

5) Ranucci M, Ballotta A, Di Dedda U et al.

양한 용량의 예방적 항응고제를 투여한 환자가 존재

The procoagulant pattern of patients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원기간 중 처음 투여한 예방

with COVID-19 acute respiratory dis-

적 항응고제의 용량용법을 기준으로 환자군을 분류했

tress syndrome. Journal of Thrombosis

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항응고제 투여 용

and Haemostasis. 2020;18(7):1747-51.

량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6) Thachil J, Tang N, Gando S et al. ISTH

요하다.

interim guidance on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coagulopathy in COVID-19. Journal of Thrombosis and Hae-

결론

mostasis. 2020;18(5):1023-6.
국내 일개 병원의 코로나19 중환자에서 예방적 항

7) COVID-19 Treatment Guidelines Panel.

응고제 사용 현황, 출혈 관련 약물이상반응 및 임상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이후로는 모든 환

Treatment Guidelines[Internet]. Bethes-

자에 대해 예방적 항응고제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었

da(M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으며,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지침에 부합한다. 또한,

2019 [updated 2022 Feb 2; cited 2021 Jun

예방적 항응고제 용량과 코로나19 중환자에서 출혈

20]. Available from https://www.cov-

발생 및 임상결과 간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

id19treatmentguidelines.nih.gov/

라서 코로나19 중환자에 예방적 항응고제 처방에 대

8) Alhazzani W, Evans L, Alshamsi F et al.

한 후속 연구 및 항응고제 사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Surviving sepsis campaign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adul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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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1 Prophylactic and therapeutic anticoagulant dose*
Prophylactic dose
Heparin
Enoxaparin
Dalteparin
Warfarin
Dabigatran
Edoxaban
Rivaroxaban
Apixaban

Therapeutic dose

5,000 units qd-tid

-

20 mg, 40 mg qd or 30 mg bid

> 40 mg qd

2,500-5,000 IU qd

≥ 5500 IU bid

Dose adjust PT (INR) of 1.5-2.5

-

220 mg qd

150 mg bid or 75 mg bid

-

60 mg qd or 30 mg qd

10 mg qd or 2.5 mg bid

≥ 15 mg qd

2.5 mg bid

-

Abbreviations: qd, once daily; bid, twice daily; tid, three times a day; PT, prothrombin tim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 Rentsch CT, Beckman JA, Tomlinson L et al. Early initiation of prophylactic anticoagulation for prevent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mortality in patients admitted to hospital in the United States: cohort study. Bmj. 2021;372.
*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Deep Vein Thrombosis Prevention Medical Guideli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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