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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경 및 목적: 류마티스관절염의 성공적인 치료는 임상적 관해와 상학적 관해를 동반한 관절기

능의 보존뿐만 아니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감염, 심뇌혈관 사건, 골

다공성 골절 등의 성공적 조절을 통한 장기예후 개선을 포함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상기 

질환들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염증성 시토카인인 TNF-α를 차단하는 약품

들은 이론적으로 심뇌혈관 사건과 골다공성 골절은 줄여 줄 수 있으나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음

이 알려져 있다. TNF-α 억제제는 우수한 효과에 근거하여 그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TNF-α 억제제의 사용이 이러한 질환들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감염, 

심뇌혈관질환, 골다공성 골절을 결과변수로 수행한 기존 연구들에서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

에 우리나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TNF-α 억제제의 사용이 감염, 심뇌혈관 사건, 그

리고 골다공성 골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2006년~2010년)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진단 하에 항류

마티스제제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DMARD)를 포함한 처방전이 2회 이

상 발행된 16세 이상의 환자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 정의하고, 2회의 DMARD 처방 중 첫 번



7 

 

째 처방전의 발행 날짜를 최초 진단일로 정하 다. 최초 진단일 이후 처음으로 TNF-α억제제가 

처방되는 날 및 TNF-α억제제에 비교대상이 되는 non-biologic DMARD 병용요법이 시작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 다. 기산일이 2007년 1월 1일에서 2010년 6월 30일 사이인 류마티스관절

염 환자들 중에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처방, 암, 신부전, 간부전, 장기이식수술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후향적 코호트를 구축하 다.  

 1차 결과변수는 감염으로 인한 입원, 결핵,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인한 입원, 뇌졸중으로 인

한 입원, 골다공성 골절의 발생으로 하 다. 각각의 결과변수들에 대하여 연구대상수를 산출한 결

과,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결핵은 검정력이 충분하 으나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골절은 

충분하지 않았다. 모든 결과변수에 대하여 TNF-α 억제제 사용군과 비사용군에서 발생율을 제시

하 고, 감염과 결핵에 대해서는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이용하여 양군의 발생율비를 제시하 다.  

연구결과: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의 RA 환자 104,910명 중 선정제외기준을 적용

한 결과 1,773명의 TNF-α 억제제 사용자와 비교대상인 10,998명의 nbDMARD 사용자를 확

인하 다. 총 12,771명 중 기산일 이전에 결과변수를 경험한 경우를 배제한 후, 11,155명이 감염

에 의한 입원의 분석에, 그리고 12,696명이 결핵의 발생, 12,654명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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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7명이 뇌졸중, 12,623명이 골절 분석에 포함되었다.  

 TNF-α 억제제군 1,538명에서 2,701인년의 관찰기간 동안 38건의 주요감염에 의한 입원이 발

생하여 1,000인년당 발생율은 14.07, nbDMARD군 9,617명에서 14,916인년동안 177건의 감

염으로 인한 입원이 발생하여 발생율 11.87이었다. 결핵의 경우 TNF-α 억제제군 1,736명에서 

3,101인년 추적관찰에 18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은 5.80이었고, nbDMARD군 10,960명에서 

17,259인년동안 60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이 3.48이었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TNF-α 억제제

군 1,759명에서 3,135인년 추적관찰에 10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은 3.19이었고, nbDMARD군 

10,895명에서 17,148인년동안 49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이 2.86이었다. 뇌졸중은 TNF-α 억제

제군 1,763명에서 3,145인년 추적관찰에 8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은 2.54이었고, nbDMARD군 

10,884명에서 17,096인년동안 70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이 4.09이었다. 골절은 TNF-α 억제제

군 1,760명에서 3,116인년 추적관찰에 34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은 10.90이었고, nbDMARD군 

10,863명에서 16,724인년동안 331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이 19.80이었다.  

 다른 위험인자를 보정하 을 때 감염에 의한 발생은 TNF-α 억제제군에서 1.60배 (95% CI: 

1.10-2.35) 높았고, 결핵의 발생은 2.03배 (95% CI: 1.13-3.63) 높았다. 이러한 위험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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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infliximab (adjusted incidence rate ratio: 1.74, 95% CI: 1.09-2.76)과 

adalimumab (adjusted incidence rate ratio: 1.91, 95% CI: 0.92-3.97)에서의 위험 증가

에 의한 것이었고, etanercept (adjusted incidence rate ratio: 1.14, 95% CI: 0.53-2.46)

에서는 발생비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사용량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 을 때, 감염과 

결핵 모두 200 DDD 이하에서 위험의 증가가 유의하 으며, 사용량이 늘어감에 따라 위험이 점

차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층화하 을 때 남성에서는 유의한 위험의 증가가 관

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TNF-α 억제제 사용량이 200 DDD 미만일 때는 남성에서 감염에 의한 

입원과 결핵의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감염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는 이러

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결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TNF-α 억제제의 사용은 감염으로 인한 입원의 발생, 그리고 결

핵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위험은 특히 6개월 이내에 높았다. 하지만, 감염과 결핵

에 비하여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심뇌혈관질환과 골절에 대해서는 5년간의 심평원자료에서 통

계적 검정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TNF-α 억제제 사용의 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서 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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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자료를 활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류마티스관절염, TNF-α 억제제, 감염, 결핵, 뇌졸중,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골절, 코호트

연구 

 

학번: 2009-3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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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A. 연구배경 

 류마티스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 RA)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대칭적 다발성 관절염을 

특성으로 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O'Dell, 2004). 조사 시기와 대상인구집단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하지만 세계적으로 RA의 발생율은 10만명당 10~50명 그리고 유병율은 전 인구의 0.5-1% 

정도이며, 남성에서 보다 여성에서 더 흔한 것이 알려져 있다 (Alamanos and Drosos, 

2005). RA의 발생율과 관련하여 1955년부터 1994년 사이의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

으로 수행한 후향적 코호트연구에서 1955-1964년 사이에 10만명당 61명이던 발생율이 1985-

1994년 사이 10만명당 3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Doran et al., 2002), 아리조나 피마 인디언

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1965-1990년 사이에 연령보정 발생율이 남성에서 55%, 여성에

서 5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Jacobsson et al., 1994).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율이 

변화하여 연구자들은 RA의 원인이 되는 환경요인이 존재하며 이 요인이 연구기간 내에 변화하

을 가능성을 생각하 으나, 그 이후 연구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RA의 환경적 원인으로 흡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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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확하게 확인된 요인은 없고 복잡한 유전-환경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

고 있다 (Bae, 2010). 국내의 유병률에 관한 자료로는 1997년 경남, 부산, 서울지역 일부 의료

기관 내원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도출한 유병률 1.17% (한수홍, 1997), 그리고 2003년 

경기 이천 및 충북 괴산 지역 보건소 내원자를 대상으로 유병률 1.4%의 보고 (Park et al., 

2003)가 있었으나 이들 조사는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수행되어 대표성이 결여된 자료라는 한계

가 있었다.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활용한 유병률 보고로 2005년 수행된 제3기 국민건강 양조

사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RA 유병률은 2.1%이었고 (Hur et al., 2008), 2005년 만성질환 관

리사업 보건지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제시한 인천지역 RA 유병률이 1.1%이었다 (Choi et al., 

2009).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2007-2009년 우

리나라 성인에서 RA유병율은 0.26-0.28%, 그리고 발생율은 10만 인년당 42명이었다 (Sung 

et al., 2011).  

 

 RA로 인한 통증과 기능상실은 환자의 삶의 질과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생산성 

저하 그리고 보건의료 자원의 소모와 재정악화를 야기하며 (Boonen and Severen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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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RA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더욱 커지는 것이 알려져 있다 (Filipovic et 

al., 2011, Zhang and Anis, 2011). 과거의 치료 방법으로는 RA의 적절한 조절이 어려워서 

치료 시행 초기에 일시적인 임상적 개선을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예후가 불량하여 RA의 진행은 

불가피하며 관절기능상실로 인한 삶의 질 악화뿐만 아니라 수명단축이 야기될 수 있음이 받아들

여졌다 (Scott et al., 1987).  

 

하지만, RA 병태생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기반하여 새로운 항류마티스제제(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DMARD)를 도입한 결과, 관절기능보존을 위하여 RA의 진

단 즉시 적극적인 DMARD 사용을 권장하며, 환자의 장기예후 개선을 치료결과 평가에 고려하여 

감염, 심혈관질환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치료전략이 수정되었다 

(O'Dell, 2004). 특히, RA의 동물모델이나 RA 환자의 활막에서 다양한 시토카인이 발현되고, 

이 시토카인을 억제하여 RA의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임상에 적

용하면서 RA의 치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 다. 이러한 시토카인 중 종양괴사인자알파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는 RA환자의 혈청과 활액에서 농도가 증가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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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era et al., 1993, Saxne et al., 1988), 염증세포의 침윤 유도 (Proudman et al., 

1999), prostaglandin이나 nitric oxide 같은 염증물질의 생성 촉진 (Grabowski et al., 

1996, Stichtenoth et al., 2001), 연골과 뼈의 흡수 촉진 (Bertolini et al., 1986, 

Saklatvala, 1986), 그리고 IL-1, IL-6, GM-CSF와 같은 다른 염증성 시토카인의 조절에도 관

여하여 RA의 병인 기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시토카인이다 (Butler et al., 1995). RA환자에서 

TNF-α가 염증을 매개하여 관절파괴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TNF-α를 특이적으로 

억제하여 RA를 호전시키는 TNF-α 억제제(TNF-α inhibitor)를 개발하 고, 이를 임상에 적용

하여 기존 항류마티스제제에 비하여 우월한 치료효과를 확인하 다 (Lipsky et al., 2000, 

Moreland et al., 1999, Weinblatt et al., 2003).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TNF-α 억제제는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으로 이들 중 RA의 임상시험에 처음 이용된 TNF-α 

억제제는 etanercept이다. Etanercept는 사람의 IgG1의 Fc portion에 75kDa TNF-α 수

용체를 붙인 단백질 이합체로서 (Alldred, 2001) 처음 RA를 적응증으로 시판이 허가된 것은 

1998년이고, 이후 적응증이 juvenile RA와 건선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국

내에는 2002년 3월부터 시판되었다. Infliximab은 인간의 불변부위와 쥐의 가변부위를 붙인 

IgG1 키메라단클론항체이다 (Markham and Lamb, 2000). 크론씨 병을 적응증으로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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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시판허가 되어 2000년 RA에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MTX)와 병합요법이 

허가되었고, 이후 강직성 척추염, 건선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되어 전세계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NF-α 억제제로서, 국내에는 2005년 8월에 시판허가 되었다. 

Adalimumab은 TNF-α에 특이적인 재조합 IgG1 단클론 항체이다 (Machold and Smolen, 

2003). RA를 적응증으로 2002년 처음 시판 허가되었고 (Schiff et al., 2006), 국내에는 

2006년 7월 시판이 시작되었다. 현재 이들 약제들은 국내에서 중증의 활동성 RA로 두 가지 이

상의 항류마티스제로 효과가 부족하거나 약제 부작용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하다.  

 

  RA 치료지침들은 개발시기에 따라 다루고 있는 DMARD의 종류와 치료의 세부적인 내용이 부

분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RA의 치료는 조기에 진행하는 관절의 파괴를 막아 관절기능과 삶의 

질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기치료가 일관된 원칙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뛰어난 치료효과를 가진 TNF-α 억제제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1호에 명시한 바를 따라 보험적용기간이 연장되어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들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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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etanercept의 특허가 2012년 만료되고, infliximab와 adalimumab

도 각각 2013년, 2016년에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제제가 시판되어 

TNF-α 억제제의 사용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유럽 류마티스 학회(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EULAR) 임상진료지침 또한 MTX를 포함한 non-biologic 

DMARD를 활용한 1차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으면서 나쁜 예후가 예상되는 환자에서의 사용뿐만 

아니라 DMARD 사용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나쁜 예후가 예상될 때 1차 치료로서 메토트렉세이

트와 병합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권장되고 있어서 (Smolen et al., 2010) RA치료를 위한 적극

적인 TNF-α 억제제 사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RA환자에서 TNF-α 억제제가 기존의 

항류마티스제제에 비하여 우수한 치료효과로 사용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임상진료지침들이 공통되

게 강조하고 있는 감염, 심혈관질환, 골절의 조절에 TNF-α 억제제가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확

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TNF-α 억제제가 감염, 심혈관질환, 골절에 미칠 수 있는 

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감염으로 인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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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은 RA환자들에 있어서 주요 이환과 사망의 원인이며, RA환자들은 일반인구집단에 비하여 

감염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Doran et al., 2002, Mikuls, 2003). 그 원인

으로 염증성 시토카인에 향을 주는 유전자가 거론되고 있으나 (Hughes et al., 2004)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비록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RA환자에서는 기본적으로 감

염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RA의 약물치료가 환자의 감염위험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치료결정에 반 하는 것은 중요하다. TNF-α 는 대식세포에서 감염에 대한 반응으

로 합성되어 염증과 면역반응의 중심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Netea et al., 2003), TNF-

α 는 세포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와 침습성 감염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TNF-α 억제제가 감

염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과는 달리 주요 임

상시험에서 TNF-α 억제제 사용은 감염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enovese et 

al., 2002, Klareskog et al., 2004, Maini et al., 2004, St Clair et al., 2004, van de 

Putte et al., 2004). 임상시험이 엄밀한 비교성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일차결과변수를 감염부작

용의 발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하며 다양한 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 다

수의 약물들을 병용투여하는 실제 임상환경을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Furst, 

2010). 한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된 관찰연구 중 다수에서 TNF-α 억제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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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호흡기, 비뇨기, 피부 및 연부조직 감염의 위험을 전통적인 DMARD에 비하여 높이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Curtis et al., 2007, Hansen et al., 2004, Kroesen et al., 2003, 

Maillard et al., 2005, Schneeweiss et al., 2006). 또한, 앞서 개별 임상시험들이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 으나 이러한 임상시험결과들을 종합한 체계적문헌고찰과 메타분석에서는 TNF-α 

억제제의 사용이 감염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ongartz et al., 2006). 

그렇지만 국내의 근거는 의료기관기반으로 모집된 소수의 환자에 대하여 TNF-α 억제제 사용자

에서 감염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는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Kim et al., 2010), 국외의 연

구들이 인종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가능한지 확인된 바가 없다. 또한 감염

은 지역과 시기가 주요 변수로 고려되므로 국내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역학연구가 필요

하다.  

결핵의 발생 

 국내의 높은 유병율을 고려할 때,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질환으로 결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유병률은 2005년 10만명당 348명, 2010년 228명으로 과거에 비

하여 많이 감소하 으나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연령별 발생 신고 현황을 보았을 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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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후진국형 결핵발생 형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

고 있다 (Kim, 2012). RA환자에서 결핵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집단에 비하여 높음이 알려져 있다 

(Carmona et al., 2003). TNF-α 사용에 따른 결핵발생의 증가는 환자등록자료를 활용한 연

구에서 확인되었으나 (Gomez-Reino et al., 2003), 이후 시행된 역학연구에서 보고된 위험의 

증가는 2배~10배로 차이를 보 으며, TNF-α 사용군에서 결핵의 발생율도 10만명당 9.3명에서 

449명까지 다양하 다 (Askling et al., 2005, Sichletidis et al., 2006, Tubach et al., 

2009, Wallis et al., 2004, Wolfe et al., 2004). 결핵의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TNF-

α 사용이 결핵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

내에서 시행된 TNF-α 억제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결핵의 발생율을 일반인구집단의 결핵발생율에 

비교한 연구에서 TNF-α 억제제 사용이 결핵발생을 높임이 확인되었으나, 단일기관의 소수의 환

자에서 수집된 자료라는 제한점과 함께 교란요인으로 연령과 성별의 향만이 고려되었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Seong et al., 2007). 이에, TNF-α 억제제 사용에 따른 발생율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고전적인 항류마티스제제에 비교한 결핵발생의 위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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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환자는 죽상동맥경화가 더 빨리 진행하여 (Chung et al., 2005, Goodson et al., 

2002, Turesson et al., 1999) 심혈관사건에서 기인하는 사망과 이환 증가를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Kaplan, 2006). 이러한 심혈관 위험의 증가는 기존에 알려진 심혈관 위험인자와 

독립적이며 (del Rincon et al., 2001, Solomon et al., 2006), RA에서 비롯하는 염증의 정

도와 연관되어 있다 (Goodson et al., 2005, Hansson, 2005).  TNF-α 를 비롯한 염증성 

시토카인은 혈중지질 농도, 인슐린 저항성, 죽상동맥경화증의 시작과 진행, 죽상판의 파열에까지 

향을 미친다 (Carter, 2005, Jacobsson et al., 2005, Libby, 2005, Sattar et al., 

2003). 따라서 TNF-α 억제제를 사용하여 RA를 치료하게 되면 이러한 기전들 중 하나 또는 여

럿에 향을 주어 심혈관사건의 발생을 줄여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Westlake et al., 2011). 

하지만, 급성심근경색증과 TNF-α 억제제의 연관성을 분석한 주요 코호트연구와 환자-대조군연

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한 위험의 감소를 보고한 연구가 없다 (Curtis et al., 2007, Dixon et 

al., 2007, Radovits et al., 2009, Suissa et al., 2006, Wolfe and Michaud, 2008).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조군으로 전체 non-biologic DMARD 사용군 (Dixon et al., 2007), 

메토트렉세이트 단독치료군 (Curtis et al., 2007) 또는 DMARD를 사용하지 않는 군 (Wolfe 

and Michaud, 2008) 과 TNF-α 억제제를 비교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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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RD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TNF-α 억제제 처방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교는 

대조군의 중증도가 낮아서 비교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TNF-α 억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 연구들의 규모가 크지 않고 관찰기간이 짧아서 검정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 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관련 연구자료가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전상 가능한 TNF-α 억제제 사용에 따르는 부가적인 

이익을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임상에 반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뇌졸중 

 RA에서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죽상동맥경화가 관상동맥에서처럼 경동맥과 뇌동맥에도 

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경동맥의 죽상동맥경화의 정도는 심혈관계 건강의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동맥은 해부학적으로 관상동맥보다 뇌동맥에 인접하고 있어서 RA환자의 동맥경화가 

뇌혈관사건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보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적절하다. 이런 맥락에서 TNF-α 억

제제의 사용이 뇌졸중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것은 연구 역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하지만, 

임상적, 병인론적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RA 진단이 정말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그리고, 뇌졸중에 TNF-α 억제제가 미치는 향에 관한 관찰연구는 많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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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판되어 있는 자료에서도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Nadareishvili et al., 2008, 

Naranjo et al., 2008). 그리고 우리나라 RA환자에서 뇌졸중 발생율을 기반으로 상대위험을 

평가한 자료는 부재하 다. 또한 국외의 기존 연구자료들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연구들이 보이는 문

제점을 공유하고 있어, 이를 극복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골다공성 골절 

 RA는 골밀도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Guler-Yuksel et al., 2009, Lane et al., 1995), 

RA환자는 골다공성 골절위험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높다 (van Staa et al., 2006). RA에 

의하여 발생하는 골소실은 염증성 시토카인에 의하여 매개되는 기전을 따르기 때문에 TNF-α 억

제제로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Ding et al., 2008). 실험동물에서 TNF-α 억제제를 투여

하면 골소실을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Saidenberg-Kermanac'h et al., 2004), 

infliximab 투여 결과 대퇴경부, 척추 등 주요 부위의 골밀도가 증가하거나 (Lange et al., 

2005, Seriolo et al., 2006)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연구 (Chopin et al., 2008, Eekman 

et al., 2011, Vis et al., 2006) 그리고 감소하더라도 대조군에 비하여 적게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었다 (Haugeberg et al., 2009). Adalimumab의 사용이 대퇴골 경부와 척추에서 골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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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을 방지한다는 결과와 (Wijbrandts et al., 2009) 수부 골소실의 예방에 있어서 

adalimumab와 MTX 병합군이 각각의 약물을 따로 쓰는 것에 비하여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보

고되었다 (Hoff et al., 2009). TNF-α 억제제가 골밀도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의료기관 수준에서 수행된 작은 규모로서 부위에 따라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나 이들 연구의 골밀도 변화의 결과와 부가적으로 제시된 골대사 표지자들

의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TNF-α 억제제가 골대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통적

인 DMARD 비하여 RA에 의해 발생하는 골밀도감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나쁘지 않은 약일 가

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술한 소규모 연구에서 관찰되는 골밀도의 증가 또는 유지가 골절의 위험

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통적인 DMARD에 비교한 상대적인 골절의 

예방효과를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A환자에서 감염으로 인한 입원, 결핵의 발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인한 입원,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 그리고 골다공성 골절에 TNF-α 억제제가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임상시험을 실시하면 되겠지만, 많은 수의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장기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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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나온 결과의 제한된 일반화 가능성으로 인

하여 임상시험이 최선의 접근이라 하기는 어렵다 (Schneeweiss and Avorn, 2005). 이에 한

국인 RA환자에서 치료시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질환으로 꼽히는 감염으로 인한 입원, 결핵의 

발생,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입원, 골다공성 골

절을 결과변수로 하여 TNF-α 억제제 투여가 해당 질환들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후

향적 코호트연구를 수행하 다.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RA 환자에서 TNF-α 억제제의 사용이 RA와 관련된 주요 질환인 

감염, 심혈관사건, 그리고 골밀도의 감소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RA환자

를 처방받은 DMARD에 따라 TNF-α 억제제 사용군과 non-biologic DMARD 사용군으로 나

누고 주요 결과변수인 감염, 심혈관사건, 그리고 골밀도의 감소와 관련하여 감염으로 인한 입원, 

결핵의 발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인한 입원,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 그리고 골다공성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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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율을 TNF-α 억제제 사용여부에 따라 파악하고,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의 발생율을 

non-biologic DMARD군과 비교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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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RA 환자에서 TNF-α 억제제 사용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하 다.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RA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 연구에서 2개 이상의 청구가 있는 사

람에서 1개 이상의 DMARD를 가지는 경우 양성예측도가 86.2% (95% CI: 74.6% - 93.9%)이

었고, 심평원 자료에서 DMARD 처방에 근거한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의 민감도는 

96.3%, 양성 예측도는 92.3%임이 알려져 있어서, 본 연구에서 RA환자는 1회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ICD-10진단(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M05, Other rheumatoid 

arthritis; M06)하에 보험 청구가 있었던 환자 중, 2회 이상의 DMARD를 처방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 다 (조수경, 2011, Kim et al., 2011). 이 정의에서 DMARD는 TNF-α 억제제로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그리고 non-biologic DMAR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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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phenolate mofetil, azathioprine, bucillamine, d-penicillamin, 

hydroxychloroquine, leflunomide, minocycline, mizoribine, auranofin, thioguanine, 

cyclosporine, tacrolimus, sulfasalazine그리고 methotrexate를 포함하 으며, 각각 성분

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분류는 Table 1에 수록

하 다.  RA의 초진일은 RA환자의 정의를 위하여 사용된 2회의 DMARD 처방 중 첫번째 처방

일로 하 다. 

 

Table 1. List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and their ATC codes included in 
the study 

No DMARD ATC code 

1 adalimumab L04AB04 

2 etanercept L04AB01 

3 infliximab L04AB02 

4 mycophenolate mofetil L04AA06 

5 azathioprine L04AX01 

6 bucillamine M01CC02 

7 d-penicillamine M01CC01 

8 hydroxychloroquine P01BA02 

9 leflunomide L04AA13 

10 minocycline A01AB23 

11 mizoribine L04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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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uranofin M01CB03 

13 sulfasalazine A07EC01 

14 thioguanine L01BB03 

15 methotrexate L04AX03 

16 cyclosporine L04AD01 

17 tacrolimus D11AH02 

DMARD,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1) 입적기간인 2007년 1월~2010년 6월 사이에 RA 초진일이 있

으며, 2) 입적기간 중에 TNF-α 억제제 또는 한 처방전 내에 두 종류 이상의 non-biologic 

DMARD (비생물학적 DMARD의 doublet, triplet 등 2제 이상 병용요법들로 이후 

‘nbDMARD 병용요법’으로 표기함)를 처방받은 RA환자를 선정하 다. 이 때 TNF-α 억제제를 

처음으로 처방받은 날과 이에 비교될 nbDMARD 병용요법이 시작되는 날을 추적관찰이 개시되

는 기산일(index date)로 하 다.  

 

현행 보험의 기준상 TNF-α 치료는 중증의 활동성 RA 환자에서 두 가지 이상의 nbDMARD로 

효과가 부족하거나 약제 부작용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쓰일 수 있다. 즉, 보험기준 상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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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상의 nbDMARD가 사용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nbDMARD 병용요법 후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nbDMARD 단일요법 (mono-therapy) 후에 시행할 수도 있고, 

nbDMARD 병용요법 후에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예후가 나쁠 것이 예

상되는 환자에서 nbDMARD 병용요법을 권장하기 때문에 (Singh et al., 2012), 단일요법 환자

에 비하여 병용요법 환자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RA 환자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가능성을 고

려하여 nbDMARD 단일요법 후에 시작된 TNF-α억제제 사용자는 nbDMARD 단일요법 후에 

시행하는 nbDMARD 병용요법 사용자와 비교하 고, nbDMARD 병용요법 후에 시작된 TNF-

α사용자는 첫 nbDMARD 병용요법 후 nbDMARD 병용요법을 구성하는 약물이 변경된 두 번

째 nbDMARD 병용요법 사용자와 비교하 다 (Figure 1). 이러한 접근의 결과 2 종류 이상의 

nbDMARD 병용요법을 가진 환자의 기산일은 두 번째 nbDMARD 병용요법이 시작되는 날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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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eatment hierarchy and comparison between the TNF-α inhibitor 

users and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 therapy users 

 

 연구대상자의 배제기준은 1) 기산일에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는 juvenile RA로 배제하 고, 

2) 신환을 대상으로 RA 이환 기간을 파악하여 이를 분석에 고려해주고 장기생존환자의 포함으로 

RA patients who initiated non-biologic 
DMARD mono-therapy  

TNF-α inhibitor user 
who switched from the 

sequential mono-
therapies of non-biologic 

DMARD 

TNF-α inhibitor user 
who switched from the 
combination therapies of 
non-biologic DMARD  

RA patients who switched to another 
non-biologic DMARD mono-therapy 

RA patients who 
switched to non-

biologic DMARD 
combination therapy  

RA patients who 
switched to another non-

biologic DMARD 
combin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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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비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Ray, 2003) 2006년 1년간 DMARD 처방이 있었던 환자는 

배제하 다. 그리고, 3) cyclophosphamide 사용자를 배제하 고, 4) 후천성면역결핍증, 신부

전, 간부전, 악성종양 진단, 장기이식 (appendix 1)을 받은 환자를 배제하 다 (Herrinton et 

al., 2011). 5) 마지막으로 각각의 결과변수인 감염에 의한 입원, 결핵의 발생, 뇌졸중에 의한 입

원,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입원, 골절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기산일 1년 

이내에 해당 결과변수에 의한 청구가 있는 환자를 배제하 다.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DMARD의 처방이 있었던 성인환자 중 RA의 정의를 만

족하는 환자는 104,910명이었는데, 선정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확인된 20,813명의 RA환자 

속에는 총 1,773명의 TNF-α 억제제 사용자와 19,040명의 nbDMARD 병용요법 사용자가 있

었다. 1,773명의 TNF-α 억제제 사용자중 618명은 nbDMARD 단일요법 이후에 TNF-α 억제

제를 시작하 고, 1,155명은 nbDMARD 병용요법 이후에 TNF-α 억제제를 시작하 다.  

 nbDMARD 병용요법 사용자 19,040명 중에서 5,113명은 2가지 이상의 nbDMARD 병용요

법을 시행하여 두 번째 nbDMARD 병용요법 조합이 시작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nbDMARD 

병용요법 이후에 TNF-α 억제제를 시작한 군에 대한 비교군으로 설정하 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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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DMARD 병용요법 사용자 13,927명에 대하여 nbDMARD 단일요법 이후에 TNF-α 억제제

를 시작한 618명과 초진일에서 기산일까지의 간격 차이가 30일 범위 내에 있는 5,885명을 

Greedy algorithm을 이용하여 짝을 지어 비교군으로 설정하 다. 이로서 12,771명의 관측가

능집단 (eligible population)이 확인되었다. 선정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가능집단(eligible 

population)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Figure 2에 도해하 다. 기산일 이전 1년 이내에 결과변수

의 조작적 정의를 만족하는 경우를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는 관측시행집단(study 

population)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변수별로 연구결과를 기술할 때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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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flowchart of participation 

*matched to the 618 TNF-α inhibitor users by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A to the 

initiation of combination therapies with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 DMARD: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B. 통계적 검정력에 대한 고려 

  본 연구의 일차분석은 Cox model을 이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통계적 검

정력 계산을 수행하 다. Cox 모델은 비례위험을 가정한다. 즉, h(t|z)는 z라는 covariate을 전

제하 을 때 관찰기간 t에서 사건 발생의 위험을 나타낸다고 할 때, Cox model은 비례위험의 

가정에서 위험인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시간에 관계 없이 위험은 일정하게 되어 

h(t|z)/h(t|0)=bz 

인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변수를 가지는 모델에서의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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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변수 모델의 일반식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치료방법 (X1) 변수, 즉 TNF-α 억제제 사용 여부

가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분율인 R제곱값과 X1의 표준편차, 유의수준 (α), 2종 오류의 크기 

(β), 그리고 예상하는 상대위험도 값 B 및 사건의 개수 P가 있으면 다음의 관계식을 통하여 연구

대상수의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값들이 모두 기존 연구에서 보고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R제곱값이 부재하여 

대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변수별로 관측시행집단의 크기와 추적관찰 결과 확인된 event 수

를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Cho et al., 2010). 이 방법은 

Cox가 개발한 partial likelihood를 나타내는 통계량인 T를 이용하며 T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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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계량은 비례위험 가정을 만족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효하다. 이

는 Cox model의 검정력 산출을 위하여 로그랭크 테스트에서 쓰이는 지표를 활용하여 검정력을 

계산한다는 뜻인데, Cox 모델을 가정한 통계적 검정력 계산의 과정은 비례위험을 가정한 상태에

서 수행되는 로그랭크 테스트의 검정력 계산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Wang and Chow, 2007). 이 관계를 이용하여 각 결과변수별로 전체 관측시행집단의 크기, 

각 군별 생존율, 군간 대상수의 비 값, 그리고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크기를 이용하여 결과변수

별로 필요한 대상수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관측가능집단의 분율 14%, 1종오류 

5%, 검정력 80%를 적용하여 대상수 산출을 수행하 다. 

 우선 감염으로 인한 입원에 대해서는 2006년 Singh et al의 연구에서 TNF-α억제제군 3493

명에서 126명에서 심각한 감염이 발생한 반면, 대조치료군에서는 1512명 중 26명이 발생하여 발

생의 분율은 각각 3.61%와 1.72% 이었다 (Singh et al., 2012).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연

구대상수를 구하면 TNF-α억제제군 839명 그리고 nbDMARD 병용요법군이 5,153명이 필요하

다. 결핵의 경우 국내 연구에서 TNF-α억제제군 193명에서 2명이 발생한 연구를 참고하고 

(Seong et al., 2007), TNF-α억제제가 nbDMARD 병용요법에 비하여 결핵발생의 위험을 2

배 올림을 가정할 때 필요한 연구 대상수 산출을 수행하 다. 이 때 TNF-α억제제군 1,467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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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nbDMARD 병용요법군이 9,009명이 필요하 다.  

 심뇌혈관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TNF-α억제제 사용은 nbDMARD 사용에 비하여 뇌졸

중 발생위험 30%,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 20%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Barnabe et 

al., 2011). nbDMARD 사용군에서의 심뇌혈관사건 발생이 일반 RA환자와 다르지 않다고 가정

할 때 그 발생자 분율은 뇌졸중 1.43%, 심근경색 1.48%이었다. 기존에 보고된 20%, 30%의 위

험감소를 5% 유의수준, 80% 검정력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대상수는 뇌졸중에 대

해서는 TNF-α억제제군 6,724명 그리고 nbDMARD 병용요법군이 41,298명이었으며, 급성 관

상동맥증후군에서 TNF-α억제제군 10,410명 그리고 nbDMARD 병용요법군이 63,943명이었

다 (Solomon et al., 2006). 마지막으로 골절에서는 Kim 등이 2012년 보고한 코호트연구에서

의 골절발생율을 참고하면 TNF-α억제제군 7,450명 그리고 nbDMARD 병용요법군이 45,762

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 et al., 2012).  

 

C. 연구자료원 

2006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사이 류마티스관절염 (ICD-10: M05, M06)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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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청구기록을 가진 모든 환자의 심평원자료를 활용하 다. 연구대상자의 모집, 선정/제외기준 

관련 정보 수집 및 연구대상 특성 파악을 위한 기간, 그리고 결과변수 확인을 위한 추적관찰기간

을 심평원 자료에 적용한 결과는 Figure 3과 같았다.  

 

Figure 3. Use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for 

the construction of a retrospective cohort 

 

 심평원 원자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내역의 4 종류의 자료로 구성되며 각 자료를 

구성하는 변수의 항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tents of raw data from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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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nd list of variables 

Tables List of variables 
Identifiers 

Administration (t20) Patient identifier, sex, age, hospital identifier, 

region, etc. 

claims 

identifier 

Treatment (t30) item code, classification code, dose, frequency, 

days supply, general name code 

Morbidity (t40) diagnosis (ICD-10), diagnosis hierarch code, 

medical specialty code 

Prescription (t53) dose, frequency, days supply, general name code 

  

 심평원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화되어 제공되며, 익명화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수진자개인식별대체키를 부여하여 연구자료 내에서만 환자식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제공되어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하 다.   

 

D. 약물사용의 정의 

 약물의 사용은 특정일에 처방이 있으면 약물이 사용이 있는 것으로 정하 고, 이는 DMARD 뿐 



47 

 

아니라 교란요인으로 고려한 다른 약물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평가하 다. 

Glucocorticoid 사용은 경구제제와 주사제제를 나누어서 각각 hydrocortisone equivalent 

dose로 변환하여 누적사용양을 파악하고, 추적관찰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 사용량을 계산하

다 (Table 3).  

 

 

Table 3. List of insurance code for systemic steroids and hydrocortisone equivalent dose 

code generic name dose (mg) 
Equivalent dose of  

hydrocortisone (mg) 

316100BIJ betamethasone 9 270 

116502BIJ betamethasone 4 120 

296900ATB betamethasone 0.25 7.5 

116401ATB betamethasone 0.5 15 

116501ATB betamethasone 0.5 15 

141901ATB dexamethasone 0.5 12.5 

141903ATB dexamethasone 0.75 18.75 

141904ATB dexamethasone 4 100 

142001BIJ dexamethasone 4 100 

142201BIJ dexamethasone 5 125 

142202BIJ dexamethasone 4.37 109.25 

142203BIJ dexamethasone 4 100 

243201ATB triamcinolone 1 5 

243202ATB triamcinolone 2 10 

243203ATB triamcinolone 4 20 



48 

 

243301BIJ triamcinolone 200 1000 

243303BIJ triamcinolone 40 200 

243305BIJ triamcinolone 50 250 

217001ATB prednisolone 5 20 

217003ASY prednisolone 1 4 

217004ASY prednisolone 3 12 

217101BIJ prednisolone 110 440 

217104BIJ prednisolone 100 400 

217301BIJ prednisolone 1000 4000 

217302BIJ prednisolone 250 1000 

217401ATB prednisolone 6.65 26.6 

193301ATB methylprednisolone 16 80 

193302ATB methylprednisolone 4 20 

193303ATB methylprednisolone 8 40 

193304ATB methylprednisolone 2 10 

193501BIJ methylprednisolone 200 1000 

193502BIJ methylprednisolone 40 200 

193601BIJ methylprednisolone 125 625 

193602BIJ methylprednisolone 250 1250 

193603BIJ methylprednisolone 40 200 

193604BIJ methylprednisolone 500 2500 

170901ATB hydrocortisone 10 10 

170905ATB hydrocortisone 20 20 

170906ATB hydrocortisone 5 5 

171201BIJ hydrocortisone 100 100 

171202BIJ hydrocortisone 250 250 

171203BIJ hydrocortisone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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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F-α억제제의 노출량과 결과변수 발생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에서 적응증에 대하

여 해당 약물의 1일 권장용량에 해당하는 양인 defined daily dose (DDD)개념을 활용하여 노

출량을 평가하 다. Infliximab의 DDD는 3.75mg이고, adalimumab는 2.90mg, 그리고 

etanercept는 7.00mg 이 1 DDD이다. 현재 심평원 자료에서 확인되는 TNF-α억제제의 제

형별로 총 용량을 계산하여 DDD로 나누어 누적투여량을 추적관찰기간 동안 합산하여 개인별로 

분석에 반 하 다.  

 

E. 결과변수의 정의 

E.1. 주요감염으로 인한 입원  

 주요 감염증인 폐렴 (J13, J14, J15), 패혈증 (A40, A41), 급성신우신염 (N10), 화농성골관절

염 (M00), 골수염 (M86), 봉와직염 (L03)을 결과변수로 각각 확인하 고, 이들 결과변수에 의

한 입원 중 한가지라도 가지는 경우를 연구의 일차 결과변수로 정의하여 분석하 다. 감염질환으

로 인한 입원은 전술한 결과변수들 중 하나의 진단으로 인한 의과입원청구가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있는 것으로 정의하 다. 각 환자에서 첫 번째 입원날짜를 결과변수 발생일로 하 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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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일 이전 1년 내에 발생일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감염에 대한 분석대상에서 배제하 다.  

E.2. 활동성 결핵의 발생 

 Tuberculosis (A15-19) 의 진단코드와 경구항결핵제 복합처방이 있는 경우를 활동성 결핵 환

자로 정의하 다. 본 정의에서 고려한 경구항결핵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

기학회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 수록된 제 1군과 제 4군의 경구약제들로 각각 결핵

의 초치료와 재치료의 선택약제들이며 Table 4에 정리하 다 (Park, 2012).  

 

 

Table 4. List of anti-tuberculosis drugs 

Group Drugs 

1 isoniazid 

(oral first line drugs) isonicotinic acid hydrazide 

 
rifabutin 

 
rifampicin 

 
ethambutol 

4 pyrazinamide 

(oral second line drugs) prothionamide 

 
p_aminosalicylate 

  cycloserine 

 

 Isoniazid (INH)의 경우 TNF-α 억제제 사용 전 잠복결핵의 선별검사 후 예방적 화학요법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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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이 권장되기 때문에 (Shim et al., 2004) INH 단독요법은 예방적 화학요법으로 간주하

으며, 항결핵제 병용요법이 시작되는 날을 결과변수의 발생일로 정의하 다. 기산일 이전 1년 내

에 발생일이 있는 경우는 활동성 결핵에 대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다.  

E.3.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그리고 골절의 발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acute coronary syndrome, ACS)은 불안정형 협심증 (I20.0)과 급성

심근경색증 (I21)으로 구성되며 이들 두 가지 진단 코드 중 한 가지에 의한 입원이 있으면서 6개

월 이내에 같은 진단 코드로 2회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인한 입원

으로 정의하 다. 뇌졸중은 대뇌출혈 (I61) 또는 대뇌경색(I63)의 진단과 입원이 있으면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2회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으로 정의하 다. 주

요 골다공성 골절로 Table 6에 수록된 상완골절 (ICD-10: S42), 하완골절 (S52), 대퇴골절 

(S72), 척추 및 골반골절 (S32)이 있다 (van Staa et al., 2006). 골절의 정의는 각 부위별 골

절의 주진단 코드와 함께 청구된 정복술 또는 고정술 청구가 있는 경우로 하 으며, 이들 골절 중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를 사건의 발생으로 정의하 다. 최초 청구가 이루어지는 날짜를 결과변수

의 발생일로 정의하 으며, 기산일 이전 1년 내에 발생일이 있는 환자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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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그리고 골절에 대해서는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의 사건 

발생수와 발생율을 제시하 다. 

F. 추적관찰 

추적관찰은 기산일에 시작하여 결과변수의 발생일, 사망일, 그리고 연구기간 종료일인 2010년 

12월 31일 중 가장 빨리 찾아오는 날까지 실시하 다. 중도절단으로 고려한 사망은 표 6의 진단

코드들로 심평원 자료에서 확인하 다 (Table 5).  

 

 

 

 

Table 5. Diagnostic codes for death in ICD-10 classification 

ICD-10 Diagnosis 

I461 Sudden cardiac death, so described   

R96 Other sudden death, cause unknown   

R960 Instantaneous death   

R961 Death occurring less than 24 hours from onset of symptoms, not otherwise 

explained   

R98 Unattende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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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9 Other ill-defined and unspecified causes of mortality  

 

G. 공변량 정보의 수집 

 공변량 정보의 파악과 수집은 발생율비를 분석하는 감염과 결핵에 한정하 다. 동반질환과 약물

처방력은 각 결과변수별로 입적일 이전 1년 이내에서 파악하여 분석에 반 하 다. 연령과 성별, 

입적 1년 이전의 스테로이드 누적투여량을 경구제제와 주사제제를 각각 구하여 보정하 다. 또한 

주요 동반질환의 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질병지표로서 Charlson comorbidity index를 

산출하여 보정하 다 (Quan et al., 2005). 

 그리고 모든 분석에서 초진일에서 입적일 사이의 기간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에 반 하 다. 

TNF-α 억제제는 일차적으로 MTX 단독 또는 nbDMARD 병용요법에 효과가 없는 사람에서 권

장되며 (Smolen et al., 2010),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경우에 보험이 적용이 된다 (Kuriya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증의 활동성 RA로 두 가지 이상의 항류마티스제로 효과가 

부족하거나 약제 부작용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므로 nbDMARD 단일요법 

보다는 nbDMARD 병용요법으로 비교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임상적 타당성이 높은 비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RA환자가 TNF-α 억제제 사용군이 되기 위해서는 TNF-α 억제제의 처방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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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때까지 생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immortal tim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Suissa, 

2007). Immortal time bias를 개념적으로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Figure 4) 

 

Figure 4. Concept of immortal time bias occurrence in the design comparing 

TNF-α inhibitors to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s which were mainly based 

on MTX 

 

이러한 immortal time bias를 고려한 분석의 방법으로 시간의존적 콕스모델을 활용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nbDMARD 병용요법군의 기산일을 TNF-α 억제제군만큼 뒤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 

단일요법 환자에 비하여 병용요법 환자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RA 환자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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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DMARD 단일요법 후에 시작된 TNF-α억제제 사용자는 nbDMARD 단일요법 후에 시행하는 

nbDMARD 병용요법 사용자와 비교하 고, nbDMARD 병용요법 후에 시작된 TNF-α사용자는 

첫 nbDMARD 병용요법 후 조합이 변경된 두 번째 nbDMARD 병용요법 사용자와 비교하 다. 

그 결과 진단일로부터 기산일까지 간격의 중위값은 nbDMARD 병용요법군이 더 큰 것이 확인되

었는데, 이는 기산일을 초진일로 하지 않고 약물사용 시작일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TNF-α사용

군에서의 추적관찰기간의 축소와 이로 인한 발생율 상승에 따른 발생율비 과대추정을 방지할 수 

있다. 설계상 차이를 줄임과 아울러 최초 진단일과 기산일 사이의 기간을 분석에 포함하여 추적관

찰의 시작 전 이환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비교를 수행하 다.  

 

G.1. 주요감염으로 인한 입원 

 RA의 관절외증상 (extra-articular manifestations of RA. amyloidosis ; E85, L990, 

M144. Felty’s syndrome; M050. rheumatoid vasculitis; M052. rheumatoid lung 

disease; J990), alcoholism (F105, G621, G721, I426, K292, K70), 뇌의 기질적 질환 

(G00-99, I60-69), 당뇨병, 심혈관질환 (I20-I25), 심부전 (I50), 관절수술 (Appendix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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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감염으로 인한 입원, 만성폐쇄성 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을 확인하여 보정하 다.  

G.2. 결핵의 발생 

 감염으로 인한 입원에서 반 한 질환을 보정하 으며, 추가적으로 예방적 항결핵제 

(prophylactic isoniazid) 사용여부를 보정하 다. 결핵과 관련된 주요 질환 중 HIV, 말기신부

전, 악성종양은 코호트 구축 시점에 이미 배제되어서 분석시 따로 고려되지 않았다.  

 

H. 통계 분석 

H.1. 연구대상자의 군별 특성의 파악 

 TNF-α 억제제군과 nbDMARD 병용요법 군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결과변수별로 수집한 

공변량변수가 범주변수일 때는 chi-squared test를, 연속변수일 때는 t-test를 시행하 다.  

H.2. 치료군별 발생율의 파악 

 감염에 의한 입원과 결핵발생에 대하여 TNF-α 억제제 사용군과 nbDMARD 병용요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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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추적관찰기간의 총합을 각각 인년 단위로 구하고, 추적관찰기간 동안 발생율 (incidence 

rate)을 1000인년 당 사건수로 구하 다. 발생율의 95% 신뢰구간을 Wald’s method에 따라 

구하여 제시하 다.  

Incidence	rate = 	
      	  	      

      	 im 
 

95%	Confidence	interval: (IR − 1.96 
  

      	    
, IR + 1.96 

  

      	    
	) 

같은 방법으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그리고 골절에 대해서 추적관찰기간과 사건발생의 

수, 그리고 발생율을 제시하 다.  

H.3. nbDMARD 병용요법 사용군에 대한 TNF-α 억제제 사용군의 상대위험도 산출 

 감염과 결핵에 대하여 기산일 전의 치료가 sequential mono-therapy 는지 nbDMARD 

병용요법이었는지에 따라 군을 층화한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이용하여 nbDMARD 병용요법군에 

대한 TNF-α 억제제군의 상대위험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 다. 비례위험가정의 만족여부는 

생존함수의 log-log plot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교란요인을 보정한 상대위험도를 구하기 위하

여 기저상태에서 p<0.1이하로 TNF-α 억제제 사용여부와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며, 콕스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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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단변수 분석에서 p<0.1으로 결과변수와 연관된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수모델을 구축하 다.  

 전술한 대상수 산출과 추후 기술한 통계적 검정력의 계산은 PASS trial version (NCSS 

PASS, Kaysville, Utah,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검정력 계산 이외의 분석은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 다. 모든 분석은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시행

하 으며, 양측 검정으로 유의수준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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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A. 관측시행집단의 구성 

 관측가능집단에서 각 결과변수의 정의에 따라 기산일 이전에 결과변수가 발생한 연구대상자를 

배제하여 관측시행집단을 구성하 다. 관측가능집단 12,771명 중에서 사망으로 인한 중도절단은 

없었다. 618명의 nbDMARD 단일요법에서 TNF-α 억제제 사용으로 진행한 환자들의 경우 단일

요법 치료에서 TNF-α 억제제 사용 시작까지의 기간의 중위수가 106일, nbDMARD 단일요법

에서 nbDMARD 병용요법으로 진행한 환자에서 최초 진단일에서 기산일까지 간격의 중위수는 

115일로 nbDMARD 사용군이 약간 더 길었다. 또한 1,155명의 nbDMARD 병용요법에서 

TNF-α 억제제 사용으로 진행한 환자들의 경우 nbDMARD 병용요법에서 TNF-α 억제제 사용 

시작까지의 기간의 중위수가 222일, 최초의 nbDMARD 병용요법에서 다른 조합의 nbDMARD 

병용요법으로 진행한 환자에서 최초 nbDMARD 병용요법에서 기산일까지 간격의 중위수는 231

일로 nbDMARD 사용군이 더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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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기간 중 TNF-α 억제제 처방을 분기별로 파악하 을 때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

지 48개월간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ure 5), 환자단위로 DDD로 환산한 처방

량을 보았을 때 중위수 358.6 DDD (최소 3.6 DDD~ 최대 3066.7DDD)이었다.  

 

Figure 5. Trends for use of TNF-α inhibitors by quarters 

 

B. 주요감염으로 인한 입원  

B.1. 치료군별 기저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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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감염에 대한 분석에서 이전 1년 동안 주요 6개 감염으로 인한 청구코드가 있는 1,616명을 

배제한 11,155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중 남성은 3,169명, 여성은 7,986명이었으며, 총 

1,538명이 TNF-α 억제제 사용자 다. TNF-α 억제제 사용자는 nbDMARD 병용요법 사용군에 

비하여 더 젊고 남성의 분율이 더 높았다. TNF-α 억제제 군에서 당뇨병 환자가 더 적었고, 기질

성 뇌질환, 혈청양성 RA 분율, 관절수술력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초진일에서 

입적일 사이의 간격이 유의하게 짧았다. 혈청양성 RA 분율의 경우 보험기준을 고려할 때 TNF-

α 억제제 사용자에서 낮은 것이 이상하지만, 성별에 따라 층화하 을 때 남성환자에서 매우 낮았

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환자에서 혈청양성 RA로 TNF-α 억제제를 사용자의 분율은 관측가능집단 

전체에서보다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nbDMARD 병용요법 사용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남성에서 보험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성에서보다 적극적으로 TNF-α 

억제제 사용자를 사용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하 다. 한편, COPD의 분율이 높았고, 스

테로이드 사용량이 경구제제 주사제제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알코올중독, 심혈관질환, 심부

전, 관절외 증상 및 찰슨동반질환지수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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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DMARD exposure for the 

analysis of admission due to infections 

Characteristics 
nbDMARD 

n= 9,617 

% 
Anti-TNF-α 

N=1,538 

% p-value 

Age (Mean±SD) 49.9 14.0 39.0 15.0 <0.01 

16-19 152 1.58 159 10.34  

20-29 651 6.77 307 19.96  

30-39 1,458 15.16 390 25.36  

40-49 2,290 23.81 284 18.47  

50-59 2,548 26.49 231 15.02  

60-69 1,716 17.84 122 7.93  

70- 802 8.34 45 2.93  

Female sex 7,370 76.64 616 40.05 <0.01 

Diabetes mellitus 1,324 13.77 174 11.31 <0.01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1,531 15.92 276 17.95 0.05 

Alcoholism 122 1.27 14 0.91 0.23 

Organic brain disease 824 8.57 96 6.24 <0.01 

Coronary heart disease 530 5.51 72 4.68 0.18 

Congestive heart failure 108 1.12 14 0.91 0.46 

Sero-positive RA 7,072 73.54 587 38.17 0.05 

Extra-articular manifestation 173 1.8 22 1.43 0.31 

Joint surgery 326 3.39 28 1.82 <0.01 

CCI (Mean±SD) 1.8 1.3 1.8 1.2 0.06 

Interval (Mean±SD) 344.7 341.2 307.9 277.8 <0.01 

Corticosteroid, Oral (Mean±SD) 5.6 8.2 10.2 12.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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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costeroid, Injection (Mean±SD) 1.1 4.2 1.4 5.2 0.04 

RA; rheumatoid arthritis,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DMARD: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nti-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hibitor, SD; standard deviation, 

Interval;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연구대상을 성별에 따라 층화하 을 때, 남성 TNF-α 억제제군에서 연령, 초진일에서 입적일에

서 간격, 기질성 뇌질환, 혈청양성 RA 분율, 알코올중독, 심혈관질환, 심부전, 관절수술력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당뇨병, COPD,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높았다. 여성 

TNF-α 억제제군에서는 연령과 기질성뇌질환, 혈청양성 RA 분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스테로이

드 사용량은 높았다. 나머지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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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stratified by sex for the analysis of admission due to infections 

 
Male 

p-
value 

Female 
p-

valu
e Characteristics 

nbDMARD 
N=2,247 

% 
Anti-

TNF-α 
N=922 

% 
nbDMAR

D 
N=7,370 

% 
Anti-

TNF-α 
N=616 

% 

 Age (Mean±SD) 49.6 15.2 35.9 13.9 <0.01 50.0 13.5 43.7 15.4 <0.0
1 

 16-19 195 8.68 238 25.81 
 

89 1.21 55 8.93 
 

 20-29 357 15.89 266 28.85 
 

456 6.19 69 11.2 
 

 30-39 452 20.12 155 16.81 
 

1,101 14.94 124 20.13 
 

 40-49 507 22.56 93 10.09 
 

1,838 24.94 129 20.94 
 

 50-59 468 20.83 48 5.21 
 

2,041 27.69 138 22.4 
 

 60-69 205 9.12 18 1.95 
 

1,248 16.93 74 12.01 
 

 70- 362 16.11 100 10.85 
 

597 8.1 27 4.38 
 

 Diabetes mellitus 365 16.24 167 18.11 <0.01 962 13.05 74 12.01 0.46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69 3.07 11 1.19 0.2 1,166 15.82 109 17.6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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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oholism 200 8.9 57 6.18 <0.01 53 0.72 3 0.49 0.8 

 Organic brain disease 142 6.32 37 4.01 0.01 624 8.47 39 6.33 0.07 

 Coronary heart disease 27 1.2 3 0.33 0.01 388 5.26 35 5.68 0.65 

 Congestive heart failure 1,445 64.31 173 18.76 0.02 81 1.1 11 1.79 0.13 

 Sero-positive RA 
36 1.6 7 0.76 <0.01 5,627 76.35 414 67.21 

<0.0
1 

 Extra-articular manifestation 66 2.94 13 1.41 0.06 137 1.86 15 2.44 0.31 

 Joint surgery 195 8.68 238 25.81 0.01 260 3.53 15 2.44 0.15 

 CCI (Mean±SD) 1.9 1.4 1.7 1.2 <0.01 1.8 1.2 1.8 1.1 0.63 

 Interval (Mean±SD) 321.7 327.9 279.8 270.7 <0.01 351.7 344.9 350.0 283.2 0.86 

 Corticosteroid, Oral 
(Mean±SD) 6.0 8.9 8.0 11.8 <0.01 5.4 8.0 13.4 12.0 <0.0

1 

  Corticosteroid, Injection 
(Mean±SD) 1.1 5.5 1.3 6.1 0.55 1.1 3.7 1.6 3.2 <0.0

1 

RA; rheumatoid arthritis,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nbDMARD: combination of non-biologic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nti-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hibitor, SD; standard deviation, Interval;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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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감염으로 인한 입원 위험의 비교 

 nbDMARD 병용요법 사용군에서는 14,916인년의 관찰기간 동안 177건의 감염으로 인한 입원

이 발생하여 1,000인년당 11.87건 (95% CI: 11.81-11.93)의 발생율을 보 고, TNF-α 억제군

에서는 2,701인년의 관찰기간 동안 38건의 입원이 발생하여 1,000인년당 14.07건 (95% CI: 

13.93-14.21)의 발생율을 보 다. 교란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상대위험도는 1.18 (95% CI: 0.83-

1.68)이었다.  

 Log-log plot에서 전체와 여성에서는 곡선이 교차하지 않았으나, 남성에서는 곡선이 교차함을 

확인하 고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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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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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le participants 

 

3. Female participants 

Figure 6. Log-log plot for the admission due to major infections.  

생존함수 곡선에서 전체 대상자와 여성에서는 TNF-α 억제제군의 생존이 짧은 경향이 있었으나, 

남성에서는 오히려 생존이 더 긴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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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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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le participants 

 

3. Female participants 

Figure 7. Survival curve for the incidence of the admission due to major 

infections.  

교란요인을 보정한 상대위험도는 1.60 (95% CI: 1.10-2.35)로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 감염

으로 인한 입원발생이 1.60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9]. 

남녀로 층화하여 위험도를 각각 평가하 을 때 보정한 상대위험도가 남성에서는 1.21 (95% CI: 

0.61-2.42), 여성에서는 1.97 (95% CI: 1.24-3.11)로 여성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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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ncidence rate of admission due to infection in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 treated vs anti-TNF-α treated patients and 
incidence rate ratios of events among anti-TNF-α treated patients with reference to the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 treated 
patients. 

 
All    N=11,155 

 
Male    N=3,169 

 
Female    N=7,986 

 
nbDMARD Anti-TNF-α 

 
nbDMARD Anti-TNF-α 

 
nbDMARD Anti-TNF-α 

N of patients 9,617 1,538 
 

2,247 922 
 

7,370 616 

Follow up (PY) 14,916 2,701 
 

3,593 1,694 
 

11,323 1,007 

N of events 177 38 
 

44 13 
 

133 25 

IR (Events/1,000PY) 11.87 14.07 
 

12.24 7.67 
 

11.74 24.82 

95% CI of IR (11.81-11.93) (13.93-14.21) 
 

(12.13-12.35) (7.54-7.81) 
 

(11.68-11.80) (24.51-25.13) 

IR ratio, crude reference 1.18 (0.83-1.68) 
 

reference 0.63 (0.34-1.17) 
 

reference 2.08 (1.36-3.20) 

IR ratio, adjusted reference 
1.60 (1.10-2.35) 

 
reference 

1.21 (0.61-2.42) 
 

reference 
1.97 (1.24-3.11) 

a adjusted for age, diabetes mellitu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rganic brain disease,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joint surgery, 
oral corticosteroid, injection corticosteroid. b adjusted for age, diabetes mellitu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rganic brain disease, 
congestive heart failure,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joint surgery, oral corticosteroid. c adjusted for ag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rganic brain disease,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injection corticosteroid. PY: person-year, IR: incidence rate, 
nbDMARD: combination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nti-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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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각 감염부위별 감염으로 인한 입원위험 분석 

 각 감염별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환자를 배제하 을 때 각각의 분석에 포함된 관측시행집단

의 크기는 폐렴 12,597명 (남 3,619명, 여 8,978명), 패혈증 12,736명 (남 3,659명, 여 9,077

명), 급성신우신염 12,587명 (남 3,648명, 여 8,939명), 골수염 12,704명 (남 3,638명, 여 

9,066명), 화농성 관절염 12,401명 (남 3,530명, 여 8,871명), 봉와직염 11,812명 (남 3,352명, 

여 8,460명) 이었다. 패혈증에서 보정발생율비가 1.89 (95% CI: 0.95-3.79)로 경계성 유의성을 

보 으며 (p=0.07), 급성신우신염은 보정발생율비가 2.28 (95% CI:1.17-4.42)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위험의 증가를 보 다. 성별에 따라 층화했을 때, 남성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인 감염증은 없

었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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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ncidence rate ratios of admission due to infection by anti-TNF-α agents for specific infections. 

 Infections Estimates  All Male Female 
Pneumonia IR, nbDMARD 1.85 (1.83-1.88) 1.93 (1.88-1.97) 1.83 (1.81-1.86) 

IR, Anti-TNF-α 2.24 (2.19-2.29) 2.04 (1.98-2.11) 2.57 (2.47-2.66) 

IR ratio, crude 1.20 (0.50-2.91) 1.02 (0.24-3.51) 1.62 (0.48-5.46) 

IR ratio, adjusted b 1.96 (0.74-5.15) 2.12 (0.50-9.04) 1.76 (0.48-6.48) 

Sepsis a   IR, nbDMARD 3.25 (3.22-3.27) 6.35 (6.26-6.43) 2.53 (2.50-2.56) 

IR, Anti-TNF-α 3.83 (3.76-3.90) 3.05 (2.98-3.13) 5.15 (5.02-5.28) 

IR ratio, crude 1.18 (0.63-2.20) 0.57 (0.23-1.40) 1.99 (0.83-4.75) 

IR ratio, adjusted b 1.89 (0.95-3.79) a 1.38 (0.51-3.69) 2.08 (0.79-5.47) 

Acute pyelonephritis a IR, nbDMARD 3.58 (3.55-3.61) 0.95 (0.92-0.98) 4.45 (4.41-4.49) 

IR, Anti-TNF-α 4.15 (4.05-4.24) 0.51 (0.46-0.55) 10.35 (10.11-10.59) 

IR ratio, crude 1.17 (0.64-2.12) 0.54 (0.06-4.80) 2.33 (1.25-4.33) 

IR ratio, adjusted b 2.28 (1.17-4.42) a 1.28 (0.13-12.92) 2.46 (1.25-4.8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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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d risk of admission due to infection. b adjustment for each multivariate model was presented in the appendix 2. IR: 
incidence rate calculated as the number of events per 1,000 person-year, nbDMARD: combination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nti-
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hibitor

Osteomyelitis IR, nbDMARD 0.64 (0.62-0.65) 0.71 (0.69-0.74) 0.61 (0.60-0.63) 

IR, Anti-TNF-α 0.96 (0.92-0.99) 0.51 (0.48-0.54) 1.70 (1.63-1.78) 

IR ratio, crude 1.51 (0.42-5.43) 0.68 (0.07-6.55) 2.87 (0.61-13.52) 

IR ratio, adjusted b 1.85 (0.45-7.59) 0.95 (0.08-10.71) 3.39 (0.70-16.40) 

Pyogenic arthritis IR, nbDMARD 2.38 (2.36-2.41) 2.37 (2.32-2.42) 2.36 (2.33-2.38) 

IR, Anti-TNF-α 1.98 (1.93-2.03) 1.06 (1.01-1.11) 3.51 (3.40-3.62) 

IR ratio, crude 0.84 (0.36-1.98) 0.44 (0.10-2.00) 1.50 (0.53-4.25) 

IR ratio, adjusted b 1.17 (0.47-2.93) 0.61 (0.12-3.10) 2.04 (0.71-5.83) 

Cellulitis IR, nbDMARD 2.63 (2.60-2.65) 3.89 (3.83-3.95) 2.22 (2.20-2.25) 

IR, Anti-TNF-α 2.04 (1.99-2.10) 1.64 (1.58-1.70) 2.71 (2.62-2.81) 

IR ratio, crude 0.76 (0.32-1.79) 0.42 (0.12-1.44) 1.19 (0.36-3.91) 

IR ratio, adjusted b 0.70 (0.29-1.72) 0.55 (0.15-2.04) 0.87 (0.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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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TNF-α 억제제별 감염으로 인한 입원위험 분석 

각 TNF-α 억제제별로 nbDMARD 병용요법군을 비교대상으로 감염으로 인한 입원의 발생율비

는 관련 위험인자를 보정하 을 때 etanercept는 전체, 남성, 여성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infliximab은 1.91 (95% CI: 0.92-3.97), 0.94 (95% CI: 0.22-4.12), 2.68 (95% CI: 

1.16-6.17)으로 여성에서 유의한 위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adalimumab의 경우 1.74 

(95% CI: 1.09-2.76), 1.30 (95% CI: 0.58-2.93), 2.17 (95% CI: 1.24-3.78)로 남성을 제외하

고 유의한 위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0). 

Table 10. Risk of admission due to infection by each TNF-α inhibitor with reference to the 

combination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ll Male Female 

 
nbDMARD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crude IR ratio Adalimumab 1.74 (1.09-2.76) 0.71 (0.33-1.50) 2.39 (1.40-4.09) 

(95% CI) Infliximab 1.91 (0.92-3.97) 0.45 (0.11-1.87) 2.56 (1.13-5.80) 

 
Etanercept 1.14 (0.53-2.46) 0.61 (0.19-1.95) 1.18 (0.44-3.20) 

  
 

  

adjusted IR ratio Adalimumab 1.74 (1.09-2.76)a 1.30 (0.58-2.93)b 2.17 (1.24-3.78)c 

(95% CI) Infliximab 1.91 (0.92-3.97)a 0.94 (0.22-4.12)b 2.68 (1.16-6.17)c 

 
Etanercept 1.14 (0.53-2.46)a 1.22 (0.37-4.04)b 1.12 (0.41-3.07)c 

IR: incidence rate, nbDMARD: combination of non-biologic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 adjusted for age, sex, diabetes mellitu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rganic 

brain disease,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injection corticosteroid. b adjusted for age, diabetes mellitus, organic brain disease, conges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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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failure,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c adjusted for age, oral corticosteroid, injection corticosteroid.  

 

B.5. TNF-α 억제제의 사용량에 따른 감염으로 인한 입원위험 분석 

각 TNF-α 억제제의 누적사용량에 따라 nbDMARD 병용요법군을 비교대상으로 감염으로 인한 

입원의 발생율비는 관련 위험인자를 보정하 을 때 0<DDD<200에서 전체, 남성, 여성 각각 

4.00 (95% CI: 2.52-6.34), 4.21 (95% CI: 2.05-8.66), 3.92 (95% CI: 2.11-7.29)으로 유의

하 다. 그러나 사용량이 200 DDD 이상으로 증가하면 발생율비는 DDD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

다 (Table 11). 

Table 11. Risk of admission due to infection by defined daily dose of TNF-α inhibitors with 

reference to the combination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ll Male Female 

 
nbDMARD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crude IR ratio 0<DDD<200 3.66 (2.35-5.70) 2.74 (1.38-5.45) 4.86 (2.69-8.78) 

(95% CI) 200≤DDD<350 1.33 (0.70-2.51) 0.45 (0.11-1.85) 2.46 (1.21-5.04) 

 
350≤DDD<500 0.60 (0.22-1.63) 0.22 (0.03-1.60) 1.35 (0.43-4.23) 

 500≤DDD 0.17 (0.04-0.67) - 0.50 (0.12-2.00) 

  
      

adjusted IR ratio 0<DDD<200 4.00 (2.52-6.34) 4.21 (2.05-8.66) 3.92 (2.11-7.29) 

(95% CI) 200≤DDD<350 1.51 (0.78-2.91) 0.71 (0.17-3.05) 2.13 (1.03-4.42) 

 
350≤DDD<500 0.91 (0.33-2.47) 0.46 (0.06-3.45) 1.34 (0.42-4.27) 

 500≤DDD 0.26 (0.06-1.05) - 0.56 (0.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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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incidence rate, nbDMARD: combination of non-biologic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 adjusted for age, sex, diabetes mellitu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rganic 

brain disease,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injection corticosteroid. b adjusted for age, diabetes mellitus, organic brain disease, congestive 

heart failure,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c adjusted for age, oral corticosteroid, injection corticoste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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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결핵의 발생 

C.1. 치료군별 기저특성 비교 

결핵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기산일 이전 1년 내에 결핵에 해당하는 환자를 배제한 12,696명 (남 

3,638명, 여 9,058명)으로 관측시행집단을 구성하고, 치료군별 기저특성을 비교하 다. TNF-α 

억제제 사용군은 1,736명, nbDMARD 병용요법 사용군은 10,960명으로 TNF-α 억제제 사용

군은 유의하게 젊고 남자가 많았다. TNF-α 억제제 군에서 당뇨병 환자가 더 적었고, 기질성 뇌

질환, 심혈관질환, 혈청양성 RA 분율, 관절외 증상, 초진일에서 입적일 사이의 간격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경구제제 주사제제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 유의하게 

길었다. COPD, 알코올중독, 심부전 및 찰슨동반질환지수, 그리고 관절수술력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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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DMARDs for the analysis of M. 
tuberculosis infection 

Characteristics 
nbDMARD 

n= 10,960 
% 

Anti-
TNF-α 

N=1,736 

% p-value 

Age (Mean±SD) 50.3 14.1 39.0 15.1 <0.01 

16-19 182 1.66 185 10.66  

20-29 727 6.63 353 20.33  

30-39 1,610 14.69 427 24.6  

40-49 2,531 23.09 313 18.03  

50-59 2,929 26.72 268 15.44  

60-69 2,008 18.32 141 8.12  

70- 973 8.88 49 2.82  

Female sex 8,375 76.41 683 39.34 <0.01 

Diabetes mellitus 1,601 14.61 196 11.29 <0.01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1,844 16.82 312 17.97 0.24 

Alcoholism 147 1.34 16 0.92 0.15 

Organic brain disease 981 8.95 104 5.99 <0.01 

Coronary heart disease 639 5.83 83 4.78 0.08 

Congestive heart failure 135 1.23 19 1.09 0.67 

Sero-positive RA 7,981 72.82 645 37.15 <0.01 

Extra-articular manifestation 197 1.8 20 1.15 0.05 

Joint surgery 456 4.16 59 3.4 0.13 

chemoprophylaxis 46 0.42 109 6.28 <0.01 

CCI (Mean±SD) 1.9 1.3 1.8 1.2 0.03 

Interval (Mean±SD) 335.7 337.4 301.1 273.6 <0.01 

Corticosteroid, Oral (Mean±SD) 5.6 8.2 10.5 12.3 <0.01 

Corticosteroid, Injection (Mean±SD) 1.2 4.4 1.6 5.1 <0.01 

RA; rheumatoid arthritis,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nbDMARD: combination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nti-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hibitor,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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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viation, Interval;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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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을 성별에 따라 층화하 을 때, 남성 TNF-α 억제제군에서 연령, 당뇨병, 기질성 뇌질환, 

심혈관질환, 울혈성 심부전, 혈청양성 RA, 알코올중독, 심부전, 초진일에서 입적일에서 간격, 찰

슨동반질환지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INH를 이용한 화학적예방요법 사용, 경구 스테로이드제의 사

용은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 더 높았다. 여성 TNF-α 억제제군에서는 연령과 기질성뇌질환, 

혈청양성 RA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심부전, INH를 이용한 화학적예방요법 사용, 그리고 경구, 주

사 스테로이드 사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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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stratified by sex for the analysis of M. tuberculosis infection 

 
Male 

p-value 

Female 

p-value 
Characteristics 

nbDMARD 
N=2,585 

% 
Anti-

TNF-α 
N=1,053 

% 
nbDMARD 

N=8,375 
% 

Anti-
TNF-α 
N=683 

% 

Age (Mean±SD) 49.6 15.3 35.8 14.0 <0.01 50.5 13.7 43.9 15.4 <0.01 

16-19 74 2.86 124 11.78 
 

108 1.29 61 8.93 
 

20-29 230 8.9 276 26.21 
 

497 5.93 77 11.27 
 

30-39 405 15.67 296 28.11 
 

1,205 14.39 131 19.18 
 

40-49 508 19.65 174 16.52 
 

2,023 24.16 139 20.35 
 

50-59 588 22.75 105 9.97 
 

2,341 27.95 163 23.87 
 

60-69 542 20.97 58 5.51 
 

1,466 17.5 83 12.15 
 

70- 238 9.21 20 1.9 
 

735 8.78 29 4.25 
 

Diabetes mellitus 443 17.14 114 10.83 <0.01 1158 13.83 82 12.01 0.18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440 17.02 200 18.99 0.16 1404 16.76 112 16.4 0.81 

Alcoholism 83 3.21 13 1.23 <0.01 64 0.76 3 0.44 0.34 

Organic brain disease 232 8.97 60 5.7 <0.01 749 8.94 44 6.4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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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ry heart disease 168 6.5 39 3.7 <0.01 471 5.62 44 6.44 0.37 

Congestive heart failure 32 1.24 4 0.38 0.02 103 1.23 15 2.2 0.03 

Sero-positive RA 1643 63.56 194 18.42 <0.01 6338 75.68 451 66.03 <0.01 

Extra-articular manifestation 37 1.43 7 0.66 0.06 160 1.91 13 1.9 0.99 

Joint surgery 103 3.98 34 3.23 0.28 353 4.21 25 3.66 0.49 

chemoprophylaxis 10 0.39 38 3.61 <0.01 36 0.43 71 10.4 <0.01 

CCI (Mean±SD) 1.9 1.4 1.7 1.2 <0.01 1.9 1.3 1.9 1.1 0.46 

Interval (Mean±SD) 309.1 323.3 273.5 265.0 <0.01 344.0 341.2 343.6 281.4 0.97 

Corticosteroid, Oral (Mean±SD) 6.1 9.0 8.2 11.9 <0.01 5.5 8.0 13.9 12.2 <0.01 

Corticosteroid, Injection 
(Mean±SD) 

1.3 6.0 1.3 5.8 0.82 1.2 3.8 1.9 3.9 <0.01 

RA; rheumatoid arthritis,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nbDMARD: combination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nti-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hibitor, SD; standard deviation, Interval;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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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결핵발생위험의 비교 

  nbDMARD 병용요법 사용군에서는 17,259인년의 관찰기간 동안 60건의 결핵이 발생하여 

1,000인년당 3.48건 (95% CI: 3.45-3.50)의 발생율을 보 고, TNF-α 억제군에서는 1,736인

년의 관찰기간 동안 18건의 결핵이 발생하여 1,000인년당 5.80건 (95% CI: 5.72-5.89)의 발

생율을 보 다. 교란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상대위험도는 1.70 (95% CI: 1.01-2.89)이었다.  

Log-log plot 으로 비례 위험가정을 확인하고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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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 participants 

 

2. Mal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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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male participants 

Figure 8. Log-log plot for the M.tuberculosis infection.  

생존함수 곡선에서 TNF-α 억제제군의 생존이 짧은 경향을 확인하 으며, 첫 6개월 이내에 대부

분의 case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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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 participants 

 

2. Mal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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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male participants 

Figure 9. Survival curve for the incidence of M.tuberculosis infection.  

교란요인을 보정한 상대위험도는 2.03 (95% CI: 1.13-3.63)로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 결핵 

발생이 2.03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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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Incidence rate of M. tuberculosis infection in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 treated vs anti-TNF-α treated patients and 
incidence rate ratios of events among anti-TNF-α treated patients with reference to the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 treated 
patients 

 
All    N =12,696 

 
Male      N= 3,638 

 
Female   N= 9,058 

 
nbDMARD Anti-TNF-α 

 
nbDMARD Anti-TNF-α 

 
nbDMARD Anti-TNF-α 

N of patients 10,960 1,736 
 

2,585 1,053 
 

8,375 683 

Follow up (PY) 17,259 3,101 
 

4,214 1,959 
 

13,045 1,143 

N of events 60 18 
 

19 5 
 

41 13 

IR (Events/1,000PY) 3.48 5.80 
 

4.51 2.55 
 

3.14 11.38 

95% CI of IR (3.45-3.50) (5.72-5.89)  (4.44-4.57) (2.48-2.62)  (3.11-3.17) (11.18-11.57) 

IR ratio, crude reference 1.70 (1.01-2.89) reference 0.58 (0.22-1.55) reference 3.60 (1.93-6.73) 

IR ratio, adjusted reference 2.03 (1.13-3.63)a reference 1.36 (0.48-3.88)b reference 2.93 (1.53-5.62)c 
a adjusted for age, sex,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oral corticosteroid. b adjusted for age,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c adjusted for age, oral corticosteroid. PY: person-year, IR: 
incidence rate, nbDMARD: combination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nti-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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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TNF-α 억제제 종류에 따른 결핵발생위험의 비교 

각 TNF-α 억제제별로 nbDMARD 병용요법군을 비교대상으로 결핵의 발생비를 구하 을 때, 

보정한 발생비는 etanercept에서 전체, 남성, 여성 각각 1.73 (95% CI: 0.84-3.55), 0.48 

(95% CI: 0.06-3.57), 2.92 (95% CI: 1.30-6.56)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infliximab은 2.82 

(95% CI: 1.12-7.09), 2.51 (95% CI: 0.58-10.85), 3.55 (95% CI: 1.08-11.7)로 남성 집단을 

제외하고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adalimumab의 경우 1.73 (95% CI: 0.84-3.55), 

0.48 (95% CI: 0.06-3.57), 2.92 (95% CI: 1.30-6.56) 로 여성에서만 유의한 위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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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isk of M.tuberculosis infection by each TNF-α inhibitor with reference to the 

combination of non-biologic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ll Male Female 

 
nbDMARD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crude IR ratio Adalimumab 1.74 (0.88-3.43) 0.24 (0.03-1.76) 4.53 (2.19-9.39) 

(95% CI) Infliximab 2.48 (1.01-6.07) 1.14 (0.27-4.71) 4.89 (1.54-15.48) 

 
Etanercept 1.62 (0.60-4.38) 1.06 (0.26-4.41) 2.13 (0.52-8.68) 

     
adjusted IR ratio Adalimumab 1.73 (0.84-3.55)a 0.48 (0.06-3.57)b 2.92 (1.30-6.56)c 

(95% CI) Infliximab 2.82 (1.12-7.09)a 2.51 (0.58-10.85)b 3.55 (1.08-11.7)c 

 
Etanercept 1.83 (0.66-5.06)a 2.01 (0.47-8.49)b 1.59 (0.37-6.86)c 

IR: incidence rate, nbDMARD: combination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 
adjusted for age, sex,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oral corticosteroid. b adjusted for age,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c adjusted for age, oral corticoste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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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TNF-α 억제제의 사용량에 따른 감염으로 인한 입원위험 분석 

각 TNF-α 억제제의 누적사용량에 따라 nbDMARD 병용요법군을 비교대상으로 결핵의 발생율

비는 관련 위험인자를 보정하 을 때 0<DDD<200에서 전체, 남성, 여성 각각 6.58 (95% CI: 

3.53-12.26), 2.48 (95% CI: 0.57-10.90), 10.29 (95% CI: 5.22-20.28)으로 유의하 다. 그

러나 사용량이 200 DDD 이상으로 증가하면 발생율비는 DDD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 다 

(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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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isk of M.tuberculosis infection by defined daily dose of TNF-α inhibitors with reference to the combination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ll Male Female 

 
nbDMARD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crude IR ratio 0<DDD<200 6.59 (3.68-11.8) 1.31 (0.31-5.64) 14.06 (7.39-26.75) 

(95% CI) 200≤DDD<350 0.79 (0.19-3.24) 0.54 (0.07-4.07) 1.03 (0.14-7.46) 

 
350≤DDD<500 0.47 (0.07-3.41) 0.56 (0.07-4.16) - 

 500≤DDD 0.26 (0.04-1.90) 0.29 (0.04-2.14) - 

  
    

adjusted IR ratio 0<DDD<200 6.58 (3.53-12.26) 2.48 (0.57-10.9) 10.29 (5.22-20.28) 

(95% CI) 200≤DDD<350 0.82 (0.20-3.42) 1.06 (0.14-8.11) 0.84 (0.11-6.14) 

 
350≤DDD<500 0.59 (0.08-4.30) 1.41 (0.18-11.13) - 

 500≤DDD 0.35 (0.05-2.56) 0.79 (0.10-6.24) - 

IR: incidence rate, nbDMARD: combination of non-biologic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a adjusted for age, sex,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oral corticosteroid. b adjusted for age,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c adjusted for age, oral corticoste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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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골절의 발생율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골절의 발생율을 각각 분석하 다. 급

성 관상동맥증후군은 Anti-TNF-α군 1,759명에서 3,135인년 추적관찰에 10건이 발생하여 발생

율은 3.19이었고, nbDMARD군 10,895명에서 17,148인년동안 49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이 

2.86이었다. 뇌졸중은 Anti-TNF-α군 1,763명에서 3,145인년 추적관찰에 8건이 발생하여 발생

율은 2.54이었고, nbDMARD군 10,884명에서 17,096인년동안 70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이 

4.09이었다. 골절은 Anti-TNF-α군 1,760명에서 3,116인년 추적관찰에 34건이 발생하여 발생

율은 10.90이었고, nbDMARD군 10,863명에서 16,724인년동안 331건이 발생하여 발생율이 

19.80이었다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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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Incidence rates of acute coronary syndrome, stroke and fractures among the TNF-α inhibitor users 

 

   N  
 

The exposed 
(Anti-TNF-α users) 

  
Non-exposed 

(Anti-TNF-α non-users) 
Outcomes 

 
No of 

subject 
F-U duration 
(Person year) 

Outcome 
(Spell) 

IR* 
No of 

subject 
F-U duration 
(Person year) 

Outcome 
(Spell) 

IR* 

acute 
coronary 
syndrome 

All 12,654  1,759 3,135 10 3.19  10,895 17,148 49 2.86 

Male 3,622  1,062 1,963 7 3.57  2,560 4,170 17 4.08 

Female 9,032  697 1,171 3 2.56  8,335 12,979 32 2.47 

             

stroke All 12,647  1,763 3,145 8 2.54  10,884 17,096 70 4.09 

 Male 3,623  1,062 1,966 2 1.02  2,561 4,166 16 3.84 

 Female 9,024  701 1,179 6 5.09  8,323 12,930 54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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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 All 12,623  1,760 3,116 34 10.9  10,863 16,724 331 19.8 

 Male 3,641  1,062 1,956 14 7.2  2,579 4,138 50 12.1 

 Female 8,982  698 1,160 20 17.2  8,284 12,585 281 22.3 

*IR: incidence rate in spells/1,000 perso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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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A. 연구결과의 요약  

 5년간의 심평원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확인된 RA환자에서 TNF-α 억제제 사용자와 임상적으로 

비교성을 가지는 nbDMARD 병용요법 사용자로 구성된 후향적 코호트는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결핵 발생을 두 군에서 비교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RA환자에서 장기생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심혈관사건과 골다공성 골절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에는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하 다. 

상대위험도를 구함에 있어서는 환자군의 비교성을 고려하여 TNF-α 억제제 사용자의 비교대상을 

nbDMARD 병용요법 사용자들로 한정하 고, 초진일에서 입적일까지 간격을 고려하여 

immortal time bias의 향을 배제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 다. TNF-α 억제제 사용군은 

nbDMARD 병용요법군에 비하여 주요감염증에 의한 입원의 상대위험도는 1.60 (95% CI: 1.10-

2.35), 결핵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03 (95% CI: 1.13-3.63)로 유의하게 위험이 높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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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과변수별 기존 연구 결과의 비교와 해석 

B.1. 주요감염에 의한 입원 

 본 연구에서 etanercept에서 비롯한 감염에 의한 입원위험은 유의하지 반면 infliximab과 

adalimumab에서 비롯한 감염에 의한 입원위험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 다. TNF-α 억제

제의 유효성에 관한 주요 임상시험들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 는데, 이 임상시험들은 

치료효과에 관한 통계적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연구이기 때문이

다.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감염 증가의 증거는 부재하 지만,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한 메타분석과 

대규모 관찰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과 양상으로 TNF-α 억제제가 심각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NF-α 억제제의 치료효과에 관한 9개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3,493명의 환자를 포함한 메타분석에서 infliximab과 adalimumab을 단클론항체 제제

로 묶어서 MTX 기반의 치료와 비교하 을 때 교차비가 2.0 (95%CI 1.3-3.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의 증가를 보 다 (Bongartz et al., 2006).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으

로 TNF-α 억제제 중 inflixmab과 adalimumab로 치료를 받는 59명 중 1명 꼴로 전통적 

DMARD로 치료를 받는다면 경험하지 않을 심각한 감염을 경험하게 됨을 뜻한다. 이후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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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에서도 etanercept에 의한 위험이 가장 낮았고 (0.9, 95% CI: 0.4-2.3) infliximab

에 의한 위험이 가장 높았지만 (1.8, 95%CI 0.8-3.4), 상대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Alonso-Ruiz et al., 2008). 또한, 생물학적제제로 치료받은 5,619명의 RA 환자를 포함한 

메타분석에서 입원기간의 연장 또는 사망의 위험을 높이거나 사망을 초래한 감염을 심각한 감염

으로 정의하고, MTX를 포함한 전통적인 DMARD 군과 TNF-α 억제제 군을 비교하 을 때 

adalimumab이나 infliximab에 비하여 etanercept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심각한 감염의 발생

은 낮았으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는 보고도 있었다 (Wiens et al., 2010).  

British Society for Rheumatology Biologics Register (BSRBR)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입원을 요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감염을 심각한 감염으로 정의하고 TNF-α 억제제 사용에 따른 

심각한 감염의 위험을 11,798명의 TNF-α 억제제 사용자와 3,598명의 비교군에서 분석하 다 

(Galloway et al., 2011). 그 결과 TNF-α 억제제 군에서 심각한 감염의 발생율은 1,000인년

당 42이었고, 전통적인 DMARD 군에서는 1,000인년당 32이었다. 각각의 TNF-α 억제제별로 

보면 infliximab에서 1,000인년 당 46, adalimumab 43, etanercept 38로 etanercept

에서 가장 발생이 적은 경향성은 있었으나 이들 세 TNF-α 억제제 간의 비교에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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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연구에서 TNF-α 억제제 사용은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져 

왔으며, 단클론항체 제제의 감염위험이 etanercept에 비하여 높은 경향은 일관되었다. 본 연구

에서 TNF-α 억제제 상호간의 직접 비교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여성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을 볼 수 있었다.  

 심각한 감염에 관한 대규모 관찰연구들의 결과도 같은 경향성을 보 다. 독일의 TNF-α 억제제 

사용 RA환자 등록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비생물학적 DMARD와 비교하 을 때 

infliximab은 심각한 감염의 위험을 4.8배 (95%CI 1.8-20.8) 올렸고, etanercept는 2.7배 

(95%CI 0.7-11.8) 증가시키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피부감염의 위험은 

두 약물이 서로 유사하 고, 뼈와 관절 감염의 위험은 비생물학적 DMARD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Listing et al., 2005).  

 국의 RA 환자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TNF-α 억제제에 한번이라도 사용된 (ever exposure) 

환자에 대한 심각한 감염 발생의 상대위험도를 MTX에 비교한 결과 infliximab은 1.41 (95%CI 

1.02-1.97), adalimumab 1.25 (95%CI 0.88-1.77), etanercept 1.34 (95%CI 0.97-1.86)

이었다 (Dixon et al., 2007). 저자들은 감염 이후 의사들이 처방을 바꾸게 되는 것이 환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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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감염 위험이 낮은 사람들만 TNF-α 억제제를 유지하게 하는 ‘건강한 약물지속자’ 효과 

또는 ‘감수성자 고갈’ 효과 (‘healthy drug continuers’ effect or depletion of 

susceptibles’ effect)를 초래하여 감염율 해석을 어렵게 만듦을 지적하 다.  

 한편, TNF-α 억제제에 관한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Curtis 등은 첫 6개월 동안에는 단

클론항체 제제 치료군의 심각한 감염 발생의 위험비가 2.4 (95%CI 1.4-5.2)로 높으나 6개월 이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 하 다. 전술한 Dixon 등의 연구에서처럼 

코호트 내에서 감염증에 susceptible한 사람들이 치료초기에 감염을 경험한 이후에 TNF-α 억

제제 중단하고 다른 치료를 사용하여 6개월 이후에는 코호트 자체의 감염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

문인 것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 다 (Curtis et al., 2007). 

 Italian Lombardy Rheumatology Network 등록자료의 1,114명의 RA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심각한 감염의 발생율은 infliximab 사용자에서 1000인년 당 38.9 (95%CI 

27.1-50.7), adalimumab 38.2 (95%CI 21.4-54.9), 그리고 etanercept 25.6 (95%CI 

10.5-40.7)로 etanercept에서 발생율이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avalli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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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연구에 비하여 볼 때 위험비의 값과 약물별 위험의 양상은 전반

적으로 비슷하지만 사용에서 발생까지의 시간에서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Curtis 등의 

논문에서 생존곡선이 처음 6개월까지 벌어지다가 이후 다시 만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평원 자료를 이용하여 그린 생존곡선은 6개월 이후 벌어지기 시작하여 1년 6개월 시점을 즈음

하여 비교군 곡선에 다시 가까워지는 모양을 보인다 [Figure 5]. 그 후 2년이 지나면서 다시 생

존곡선이 벌어지는 중에 추적관찰은 중단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가지는 감

염에 대한 감수성이 기존 연구 대상자들과 인종적 유전적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으

며, 결과변수에 포함된 다양한 감염증들이 TNF-α 억제제 사용 기간에 따른 감수성 변화 양상이 

이질적이어서 이러한 차이가 반 되어 두 번째 벌어짐을 초래했을 수 있다.  

 

B.2. 결핵의 발생 

 본 연구에서 결핵의 발생율은 1,000인년당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 5.80건, nbDMARD 

병용요법 사용군에서 3.48건으로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약제별로 

nbDMARD 병용요법 군에 비교한 상대위험도를 보았을 때 infliximab, adalimuma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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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위험의 증가를 보 으나 etanercept는 보이지는 않았다.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의 

발생율을 10만인년 당 발생율로 환산하면 580 case로 이는 이전에 보고된 국외의 연구들을 고

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TNF-α 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결핵발생율을 낮게 파악

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유럽과 북미에서 수행되었다. Bongartz 등의 3,493명의 TNF-α 억제제 

사용자를 포함한 연구에서 확인된 126건의 심각한 감염 중 10건만이 결핵이었다 (Bongartz et 

al., 2006). 18개의 RA 임상시험과 2개의 건선관절염, 그리고 2개의 강직성척추염 임상시험의 

4,322명 환자를 모은 메타분석에서 결핵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Schiff et al., 2006). 

TNF-α 억제제 사용자에서 결핵의 발생이 국외연구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RA환자에서 결핵발생

의 증가 및 etanercept 는 단클론항체 제제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작음을 보고하는 무작위배

정임상시험 (Breedveld et al., 2004, St Clair et al., 2004, Westhovens et al., 2006)

과 관찰연구 (Askling et al., 2005, Dixon et al., 2010, Dixon et al., 2006, Gomez-

Reino et al., 2007, Mohan et al., 2004, Seong et al., 2007, Tubach et al., 2009, 

Wolfe et al., 2004)가 있었다.  

  2002년까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의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에 보고된 

etanercept 사용 중 발생한 결핵에 대한 자료에 기반하여 추정한 RA환자에서 결핵발생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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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인년 당 10건이었다 (Mohan et al., 2004). 반면, 전향적 코호트에서 비생물학적 

DMARD를 사용하는 RA환자의 결핵발생율은 10만 인년 당 6.2건인데 반하여 infliximab 사용

자에서는 52.5건으로 매우 높음을 보고하 다 (Wolfe et al., 2004).  

 스웨덴의 환자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RA환자 전체의 결핵 발생율은 1999- 2004년 사이

에 10만인년 당 118 (95% CI: 58-210)이었는데, TNF-α 억제제 사용자에서의 발생율은 10만

인년 당 105 (95% CI: 56-180)이었다. 이중 infliximab 사용자의 발생율은 145 (95% CI: 58-

229)로 etanercept 사용자의 80 (95% CI: 16-232) 로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직접 비교에서 

상대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Askling et al., 2005).  

 스페인의 환자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잠복결핵의 선별검사와 예방지침을 배포한 2002년 이후의 

결핵발생을 평가한 연구에서도 infliximab (10만인년 당 383 95% CI: 159-921)과 

adalimumab (10만인년 당 176 95% CI: 24-1,245)사용군에서의 발생율이 etanercept (10

만인년 당 114 95% CI: 28-459)군에서의 발생율에 비하여 높았다 (Gomez-Reino et al., 

2007).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90명의 infliximab 사용자와 103명의 etanercept 사용자에서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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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율을 국립결핵원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발생율과 비교하 다 (Seong et al., 

2007). 일반인구집단에서 2001-2005년간 결핵의 발생율은 10만인년 당 67.2 인데, 

infliximab 사용자의 추적관찰기간인 78.2 인년 동안 2건의 발생은 10만인년 당 2,558건으로 

현실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수치로 생각된다. Etanercept는 73.7인년 동안 결핵발생이 없었다. 

TNF-α 억제제 사용자에서 결핵의 발생율을 일반인구집단에 간접표준화법으로 비교한 표준화발

생비는 30.1 (95%CI: 7.4-122.3)이었다.  

 프랑스의 French Research Axed on Tolerance of Biotherapy 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 

(Tubach et al., 2009)에서는 2004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70건의 결핵이 발생하 다. 

36건은 infliximab 사용 중에 생겼고, 28건은 adalimumab, 5건은 etanercept 군에 발생하

다. Etanercept군에 비하여 adalimumab은 17배 (95%CI 3.6-80.6), infliximab은 13배 

(95%CI 2.6-69.0) 결핵발생의 위험이 높았다. 이 연구진은 지금까지 살펴본 환자등록자료를 이

용하여 수행된 TNF-α 억제제 사용과 결핵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들이 낮은 발생율을 보이는 

결과변수에 대한 접근으로서는 부적절함을 기술하 다. 가령, 국의 환자 등록자료를 활용한 

Dixon 등의 연구에서 infliximab 군에서 발생율은 1,000인년당 1.5 그리고 etanercept 군

에서는 0.5이었는데, infliximab 군에 7건 etanercept 군에 2건의 결핵발생을 근거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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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며 (Dixon et al., 2006), 스웨덴 연구에서 발생율 infliximab 1,000인년 당 1.5와 

etanercept 0.8은 각각 9건과 4건의 결핵으로 계산된 값이다 (Askling et al., 2005). 우리

나라의 연구도 90명의 infliximab 사용자에서 2건의 결핵과 103명의 etanercept환자에서 결

핵 발생이 없음을 보고하 다 (Seong et al., 2007).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가지는 검정력의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한 것을 강점으로 제시하 다.  

 가장 최근의 전향적 관찰연구는 BSRBR 자료를 이용하여 TNF-α 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결핵발

생 위험을 TNF-α 억제제간에 비교한 것으로 이 연구에는 2008년 4월까지 10,712명의 RA 

환자에서 결핵발생율이 etanercept 사용이군 10만 인년당 39, infliximab 136, 

adalimumab 144로 etanercept에 비하여 infliximab은 결핵발생의 위험이 4.2 배 (95%CI 

1.4-12.4), adalimumab은 3.1배 (95%CI 1.0-9.5)임을 보고하 다. 이 보고에서 백인이 아닌 

경우 백인환자에 비하여 TNF-α 억제제 사용에 따라 결핵발생이 6배 더 많았다.  

 

 본 연구에서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 결핵 발생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결핵 유병률

과 관리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 RA환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인구 사회학적 특징이 복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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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비록 TNF-α 억제제의 작용기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발생율은 추후 적극적인 잠복결핵의 선별검사와 치료의 도입을 

통하여 추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연구기간 중 INH를 이용한 화학예방을 시행하는 사

람은 TNF-α 억제제 군에서 10배 이상 더 많았는데, 화학예방 시행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인 

피부반응검사는 전체 1,736명의 TNF-α 억제제 군 중 623명 (35.9%)에서만 행해졌으며, 결핵

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검사 (TB Specific Antigens Induced Interferon-Gamma)

는 연구기간 중 50명에서만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청구를 기준으로 파악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진료에서 청구관행에 따라 선별검사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심

평원 자료에서 파악된 TNF-α 억제제 사용자 중 잠복결핵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분율은 잠복결핵

의 재활성화 위험의 증가로 인하여 모든 TNF-α 억제제 사용에 앞서서 잠복결핵에 대한 선별검

사 및 치료가 권장됨 (Furst et al., 2006)을 고려할 때 낮은 수치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결핵유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BCG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어서 투베르큘린 피부반응검사의 

위양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으로는 RA 환자에서 세포매개성 면역반응 저하와 면역억제제 복

용 등으로 인하여 위음성의 가능성도 높아 RA환자에서 투베르큘린 피부반응검사만으로 잠복결핵

의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BCG와 항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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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반응이 없는 결핵균 특이항원을 이용하여 체외에서 말초혈액을 자극하고 인터페론 감마의 생성

능력을 확인하여 잠복결핵을 진단하는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검사가 RA환자에서는 

권장된다. 하지만, 이 검사가 2006년 국내에서 신의료기술 비급여로 사용이 시작되었고, 2009

년 3월부터 급여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기간 중 2009년 3월까지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

터페론-감마검사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별로 활용되었

다 하더라도 본 연구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험적용이 시작된 2009년 3월 이후 15

개월간의 자료에서 TNF-α 억제제 사용자 963명 중 50명만이 해당 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

인되어 이전기간의 선별검사율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관별 청구관행까지 고

려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잠복결핵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검사의 보험적용이 늦은 것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 지침도 개

정이 늦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간한 TNF-α 억제제 사용시 잠복

결핵 치료지침에서 진단방법으로 투베르큘린 피부반응검사만 제시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이는 전술한 RA환자의 특성과 국내 결핵관리의 현실을 잘 반 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Kwok and Park, 2007). 본 연구에서 확인된 TNF-α 억제제 사용에 앞서 잠복결핵의 

선별검사 시행율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TNF-α 억제제 사용자에서 결핵의 높은 발생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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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와 잠복결핵 치료율을 높여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adalimumab 의 임상

시험 자료 및 임상시험 후 추적조사자료의 리뷰에서 선별검사의 시행 이전에 534명의 환자에서 

7건의 결핵이 발생 (1.3/100PY)한 것에 비하여 1999년 임상시험 계획서에 결핵 선별검사를 추

가한 후 866명의 환자에서 5건의 결핵만이 발생 (0.27/100PY)한 것 (Schiff et al., 2006)은 

선별검사의 적극적 시행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RA환자의 결핵 이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시사한다. TNF-α 억제제 시작 전에 잠복결핵의 선별검사를 시행할 것을 진료지침에서 권

고하지만, 선별검사 이전에 보험자료를 통하여 파악이 어려운 문진과 이학 검진 등 체계적 평가에 

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evidence-practice gap이 확인된다면 그 원인에 따라 적

절한 중재를 취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결핵예방뿐만 아니라 RA 환

자 진료 전반에 걸친 지침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근거생산이 필요하다.  

 

B.3.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골다공성 골절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심근경색을 결과변수로 하여 연구되었고, 허혈성 뇌

경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심근경색과 TNF-α 억제제 사이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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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 왔다. 스웨덴의 보험자료에서 ICD-9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입

원 환자 558명과 5,580 대조군의 이전 약물 사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에 따른 보정 교차비

는 1.30 (95% CI: 0.92-1.83)으로 확인되었다 (Suissa et al., 2006). 하지만, 이 연구는 평균

연령 65세의 고령군에서 이루어진 분석이라는 한계와 이환기간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

었다. 

 펜실베니아주 메디케어 자료로 분석한 TNF-α 억제제 사용에 따르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은 

MTX 사용자에 비교하 을 때, TNF-α 억제제 단독사용시 1.7배 (95% CI: 0.5–5.7), MTX와 

동시투여시 1.8배 (95% CI: 0.5–6.8), 다른 면역억제제와 동시투여시 1.5배 (95% CI: 0.7–3.7)

로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Curtis et al., 2007). 이 연구는 MTX 치료군과의 TNF-

α 억제제 사용군 간의 비교성이 한계점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즉, 임상적으로 중증도가 더 높은 

TNF-α 억제제군이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적응증에 의한 교란의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17,738명의 RA환자등록자료에서 확인된 283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5,660명의 대

조군과 TNF-α 억제제 사용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번이라도 TNF-α 억제제 사용 경험이 있는 군

에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은 1.1배 (95% CI: 0.8-16), 현재의 사용 중인 경우는 1.3배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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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로 TNF-α 억제제와 급성심근경색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Wolfe 

and Michaud, 2008). 

 심장내과의사의 확인이 이루어진 41명의 급성심근경색 또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와 181명

의 대조군의 약물사용을 비교한 연구에서 TNF-α 억제제 사용은 환자군에서 2건 (4.9%), 대조군

에서 17건 (9.4%)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0.279) (Radovits et al., 2009). 한편, 다

기관 다국가 협력으로 이루어진 QUEST-RA 연구에서 심근경색은 TNF-α 억제제 사용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교차비가 0.42 (95% CI: 0.21–0.81) 이었다. 국의 BSRBR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반응군은 상대위험도가 0.36 (95% CI: 0.19-0.69)로 심근경색의 위험이 감소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심근경색의 상대위험은 1.44 (95% CI: 0.56-

3.67)로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Dixon et al., 2007). 비록, 반응군에서의 심근경색 

위험의 감소가 염증의 억제를 통하여 심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도, 전체 대상자에서 심근경색 위험의 감소가 없음은 단기간의 TNF

치료가 기존 항류마티스제제에 비하여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여주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이 연구

에서도 비교군의 질병활성도를 측정하지 않아서 이러한 효과가 질병활성도를 낮춤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것인지, 질병활성도와 무관하게 약물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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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내리기 힘들었다.  

 

 뇌졸중과 죽상동맥경화을 공통의 기전으로 가지지만, 위험인자에 있어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뇌졸중에서 일반인구 집단에서 가장 강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이며, 흡연과 당뇨가 뒤를 잇는다. Low LDL과 총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사이의 비가 증

가하는 것이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스타틴을 제외한 지질강하제의 사용은 뇌졸중 위험

을 낮추지 않으며, 이는 스타틴이 지질강하뿐만 아니라, 항염증효과, 혈전의 안정화, 혈관내피의 

기능이상 개선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하여 뇌졸중 발생을 예방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외의 

자료를 참고하면 RA에서 뇌졸중의 발생은 허혈성 심질환만큼 많지 않으며, 이 위험이 RA환자에

서 증가하는 속도 또한 느렸다. 본 연구에서도 발생율비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사전에 계산되었으며, 발생환자수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 다.  

스웨덴의 RA 발생자 자료와 유병자 자료 그리고 뇌졸중 환자등록자료를 이용하여 TNF-α 억제

제 사용에 따른 뇌졸중의 상대위험도와 95% 신뢰구간을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연

구에서 유병자 코호트에서 상대위험도는 1.29 (95% CI: 1.18 to 1.41) 발생자에서 상대위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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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95% CI: 0.95 to 1.30) 이었다. RA 유병기간에 따라 층화하 을 때 허혈성 뇌졸중은 유병

기간 10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나면 상대위험도 2.33으로 (95% CI: 1.25 to 4.34) 유의해지며, 

출혈성 뇌졸중 위험의 증가는 발생자 코호트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Holmqvist et al., 2012). 

RA 환자에서 심혈관 사건에 비하여 뇌혈관 사건의 발생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 만큼 RA에서 

비롯하는 뇌혈관사건을 TNF-α 억제제를 이용한 적극적 치료를 통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작

다는 것을 의미한다.  

 114,342명의 Nurses’ Health Study 참여자에서 1976년 이후의 심혈관 사건을 자기보고방식

으로 수집하여 RA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을 비교하 을 때, RA환자는 심혈관 사건 중 급성심

근경색은 2.0배 (95% CI: 1.23 - 3.29) 더 위험하 으나,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는 1.48배 (95% 

CI: 0.70 - 3.12) 증가의 경향만을 보이고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Solomon et al., 

2003). Solomon 등은 심혈관질환 발생의 패턴을 분석한 후속 역학연구에서 유의한 위험의 증

가를 보고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British Columbia 거주자의 

보험자료에 기반하여 RA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서 상대위험도는 1.6 (95% CI: 1.5 - 1.7), 

절대위험도는 1,000인년 당 5.7 (95% CI: 4.9 - 6.4) 임을 확인하 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서 상대위험은 점점 작아지는데 반하여, 절대위험은 점점 더 커졌다 (Solom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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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여러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인 허혈성 뇌졸중에서 젊은 연령에서는 RA 가 

매우 강력한 위험인자이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RA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기여가 커지면서 RA의 

상대위험도는 작아지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별 층화분석에 더한 연령층

화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된 분석에서도 적은 수의 사건 발생으로 유의한 경향성을 확인

할 수는 없었다.  

 국의 BSRBR 자료에서 8,073 TNF-α 억제제 치료를 받은 사람과 1,807 명의 전통적인 

DMARD 치료를 받은 사람에서 뇌졸중에 의한 사망 입원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연령, 성별, RA 

유병기간과 중증도, 그리고 기저 심혈관 위험인자를 보정하 을 때, 첫 6개월 치료 반응이 양호하

던 사람에서는 TNF-α 억제제 치료군의 뇌졸중 상대위험도는 0.51 (95% CI: 0.27-0.95)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는 0.67 (95% CI: 0.28-1.61)이었다 (Dixon et al., 

2006). 펜실베니아주 메디케어 자료를 이용한 RA환자에서 쓰이는 면역억제제가 심혈관 위험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 90일 이내의 TNF-α 억제제 사용을 

MTX 사용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1.5배 (95% CI: 0.6-4.1), TNF-α 억제제와 MTX 조합은 

1.3배 (95% CI: 0.4-4.0), TNF-α 억제제와 다른 면역억제제는 1.2배 (95% CI: 0.6-2.5)로 확

인되어 RA환자에서 MTX 단독사용에 비하여 뇌졸중 위험을 줄이지 않았다. 하지만, RA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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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한 약물을 조합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각 군이 서로 배타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한계

점이 있으며, TNF-α 억제제를 투여받는 군이 RA의 중증도가 높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Curtis et al., 2007). 한편, Registro Español de 

Acontecimientos Adversos de Terapias Biológicas en Enfermedades Reumáticas 

(Spanish Registry for Adverse Events of Biological Therapies in Rheumatic 

Diseases; BIOBADASER) 에서 TNF-α 억제제 치료를 받은 4,459명 환자를 전통적인 

DMARD 치료를 받는 789명의 RA환자에 비교한 연구에서는 매우 사건 수가 작아서 통계적 유

의성을 가지지 않았으나 TNF-α 억제제 치료군에서 뇌졸중 감소의 경향을 보고하 다 

(Carmona et al., 2007).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유럽지역 15개 국가 48개의 

클리닉에서 수집한 4363명의 환자자료를 분석한 Questionnaires in Standard Monitoring 

of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Program (QUEST-RA) 연구에서 MTX의 사용은 

뇌졸중의 발생을 유의하게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TNF-α 억제제는 뇌졸중의 상대위험이 

0.64 (95% CI: 0.39–1.05)로 감소의 경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Naranjo et al., 2008). 미국

의 National Data Bank for Rheumatic Diseases (NDB)에 등록된 RA 환자 중 의무기록과 

사망기록으로 확인된 59명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와 1,180 명의 대조군에 대하여 TNF-α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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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경험을 비교하 다. 조건부로짓분석으로 위험인자를 보정하 을 때 교차비가 0.79 (95% CI: 

0.37-3.84)로 TNF-α 억제제 사용이 허혈성 뇌졸중을 낮추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adareishvili et al., 2008).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TNF-α 억제제 사용에서 비롯하는 심뇌혈관사건의 감소는 가능성은 있

으나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는 교란요인으로는 RA의 중증

도에 관련된 임상지표들과 함께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죽상동맥경화증, 협심증, 경동맥 

협착, 심방세동 등의 질환과 항고혈압제제, 경구혈당강하제, 항혈소판제제, 스타틴 처방 여부 등의 

약물사용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골절을 직접 결과변수로 한 대규모 역학연구는 하나만이 확인되었다. Canadian 

Provincial health care system과 미국의 사보험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된 16,412명의 환자 자

료를 기반으로 TNF 억제제의 효과를 MTX가 아닌 DMARD에 비교하여 척추골절을 제외한 주요 

골다공성 골절의 위험은 1.18배 (95% CI: 0.60-2.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하 다. 그리고 약물사용에서 골절의 발생까지 시간 간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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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환자에서 관찰기간을 사용약물별로 나누어 다양한 치료군에 포함되게 하는 분석의 방법을 사

용하 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골다공성 골절의 병태생리를 고려할 때 부적절할 수도 

있다. 즉, 장기간 전통적인 DMARD로 치료받던 사람이 TNF-α 억제제로 치료를 변경한 직후 발

생한 골절에 대해서 TNF-α 억제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

들다. 그리고 분석에서 질병의 이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 또한 비뚤림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이 극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사전에 계산된 연구대상

수에 부합하는 충분한 연구대상자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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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한계점 

 전술한 결과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한계점으로 우선 보험청구자료에서 진단명의 타

당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청구자료의 진단코드를 활용한 결과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타당

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심평원 청구자료의 타당성에 기존 연구에서 의무기록과의 일치도가 70%

로 비교적 높은 타당도를 가짐이 알려져 있으나 (박병주, 2003) 이를 모든 결과변수들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본 연구는 청구자료를 조합하여 만든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

여 결과변수를 정의하고 있어서 자료자체의 타당도와 별개의 타당도 조사가 필요하다. 심평원자료

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명의 타당도는 70%를 넘으며 (Kimm et al., 2012), 뇌혈관질환 진단

명의 타당도는 83% 임 (Park et al., 2000)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본 연구자료를 통

한 직접 확인이 아니며, 나머지 결과변수들에 대한 타당도 확인 조사 자료 자체가 부재하 다. 또

한, 연구대상자를 RA 환자의 조작적 정의의 타당도 또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국외

의 연구자료이거나, 본 연구자료와 대상과 기간이 일치하는 자료에서도 혈청양성 RA에 대한 타

당도 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혈청음성 RA 환자의 진단 타당도는 확인이 필요하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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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남았다. 진단 타당도에서 비롯하는 오분류가 비편향적으로 

발생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위음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감염에 대해서는 진단타당도

가 높을수록 유의성이 높아지며 상대위험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Curtis 

et al., 2007).  

 두 번째로 한계점은 낮은 통계적 검정력이다. 비록 우리나라 RA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를 구축하 으나,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뇌졸중,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그리고 

골절의 관측시행집단에서의 통계적 검정력은 각각 43.3%, 14.5%, 72.7%로 낮았다. 기존에 출판

된 연구에 비하여 TNF-α 억제제 사용군의 입적 후 비교적 짧은 기간만을 관찰할 수 있어서 실

제 결과변수가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감염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변수들은 충분히 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연구가 종료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 가지 결과변수들에 있

어서는 매우 작은 수의 사건만이 발생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발생 증감의 경향

만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되었는데, 기존연구에서 확인된 발생율을 기반으로 유의수준 5%, 

검정력 80%를 고려할 때 필요한 연구대상수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하여 TNF-α 억제제 

사용군과 nbDMARD 병용요법 군이 각각 10,410명과 63,943명, 뇌졸중에 대하여 6,724명 

41,298명, 그리고 골절에 대하여 7,450명과 45,76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발생율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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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다시 계산하게 되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하여 TNF-α 억제제 사용군과 nbDMARD 

병용요법 군이 각각 30,015명과 184,377명으로 총 214,392명, 뇌졸중에 대하여 총 15,619명 

95,941명으로 총 111,560명, 그리고 골절에 대하여 2,079명과 12,765명이었다. 사전에 계산된 

대상수에 비하여 심뇌혈관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산하 던 것보다 많은 대상이 필요하 으며, 

골절에 대해서는 TNF-α 억제제 사용군의 수가 조금만 더 모아지면 유의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 다. 시판 중인 TNF-α 억제제의 사용이 활성화 되는 과정에 있음을 고려할 때, 가까

운 장래에 더 장기간의 자료의 활용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적응증에 의한 교란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결과변수 발생의 위험이 더 큰 

사람에서 TNF-α 억제제가 더 많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는데, 임상적으로 TNF-α 

억제제 사용이 고려되는 상황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RA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

성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TNF-α 억제제 사용과 연관된 모든 결과변수에 해

당된다. 본 연구에서 기저특성을 파악한 결과 TNF-α 억제제 사용군은 nbDMARD 병용요법군

과 유의한 차이를 많은 보정변수에서 보 다. 특히 성별에 따라 층화하 을 때, 남녀에서 이러한 

차이의 양상이 전체 대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녀 비는 1:4 정도로 여성이 많은데, 

TNF-α 억제제 사용군의 규모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4배정도 더 많다. 이러한 불균형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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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성향점수 짝짓기를 시도할 때 많은 수의 탈락을 야기하여 성향점수 짝짓기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후향적 관찰연구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residual confounding에 의한 비뚤

림의 가능성이 있다.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인자들을 포함하 고 이들의 분석에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 으나, RA의 중증도, BMI, BMD, calcium, Vitamin-D 등의 임상적인 

변수와 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요인을 포함할 수 없었다. 감염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되지 않은 신체계측자료나 생활습관인자가 감염의 위험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었

다 (Toh et al., 2012). 하지만, 본 연구자료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 음

은 한계로 남는다. 기산일 전의 치료가 sequential mono-therapy 는지 nbDMARD 병용

요법이었는지를 연구설계 단계에서 고려하고, 분석 시에도 이전 치료방법에 따라 층화한 콕스비례

위험모델을 적용하여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반 하 으나 RA 중증도에 대한 

자료의 부재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122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RA환자에서 TNF-α 억제제의 사용이 감염, 심뇌혈관사건, 골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TNF-α 억제제의 사용은 주요감염에 의한 입원의 위험을 1.60 배 증가시키며 (95% CI: 1.10-

2.35), 결핵발생의 위험을 2.03 배 (95% CI: 1.13-3.63)1.97배 높 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그리고 골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 확

보할 수 없었던 보다 장기간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하여 TNF-α 억제제를 이용한 RA치료가 

가질 수 있는 임상적 benefit과 risk에 대한 보다 확고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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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Appendix 1. List of insurance code for the organ transplantation 

KCD code 이식술명 KCD code 이식술명 

Q8040 간이식술-뇌사자(전간) Q8140 간이식술-뇌사자(전간)-재이식 

Q8041 간이식술-뇌사자(전간)-우삼구역 Q8141 
간이식술-뇌사자(전간)-우삼구역-

재이식 

Q8042 간이식술-뇌사자(전간)-단순우엽 Q8142 
간이식술-뇌사자(전간)-단순우엽-

재이식 

Q8043 간이식술-뇌사자(분할)-좌외측구역 Q8143 
간이식술-뇌사자(분할)-좌외측구역-

재이식 

Q8044 간이식술-뇌사자(분할)-좌엽 Q8144 간이식술-뇌사자(분할)-좌엽-재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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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045 간이식술-생체(좌외측구역) Q8145 간이식술-생체(좌외측구역)-재이식 

Q8046 간이식술-생체(좌엽) Q8146 간이식술-생체(좌엽)-재이식 

Q8047 간이식술-생체(단순우엽) Q8147 간이식술-생체(단순우엽)-재이식 

Q8048 간이식술-생체(확대우엽) Q8148 간이식술-생체(확대우엽)-재이식 

Q8049 간이식술-생체(변형우엽) Q8149 간이식술-생체(변형우엽)-재이식 

Q8050 간이식술-생체(두개의절편이용) Q8150 간이식술-생체(두개의절편이용)-재이식 

Q8061 췌이식술-부분 SB171 
사체피부이식술 (안면 또는 관절부, 

25 ㎠미만) 

Q8062 췌이식술-췌장 및 십이지장 SB172 
사체피부이식술 (안면 또는 관절부, 

25 ㎠이상) 

Q8080 심장이식술 SB173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25 ㎠미만) 

Q8101 폐이식술-일측 폐 SB174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25 ㎠이상~100 ㎠미만) 

Q8102 폐이식술-양측 폐 SB175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100 ㎠이상~400 ㎠미만) 

Q8103 폐이식술-심장 및 폐 SB176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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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이상~900 ㎠미만) 

R3280 신이식술 SB177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900 ㎠이상) 

SB271 사체피부이식술 (안면 또는 관절부, 25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2 사체피부이식술 (안면 또는 관절부, 25 ㎠이상)-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3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25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4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25 ㎠이상~100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5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100 ㎠이상~400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6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400 ㎠이상~900 ㎠미만)-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SB277 사체피부이식술 (기타, 900 ㎠이상)-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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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Adjustments for incidence rate ratios of infections by anti-TNF-alpha agents for specific infections sites 

 All Male Female 

Pneumonia age, female sex,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age, female sex, coronary heart 

disease 

age, female sex, previous admission 

due to infection, oral corticosteroid 

Sepsis age, female sex, diabetes mellitu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rganic brain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joint 

surgery,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injection 

corticosteroid 

age, female sex, diabetes mellitus, 

organic brain disease, congestive 

heart failure,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Charlson 

comorbidity index, interval from the 

1st diagnosis of rheumatoid arthritis 

to the enrolment to the cohort, oral 

age, female sex, organic brain 

disease, previous admission due to 

infection, congestive heart failure, 

oral corticosteroid, injection 

corticoste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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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icosteroid 

Acute 

pyelonephritis 

age, female sex, diabetes mellitu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oral corticosteroid 

age, female sex age, female sex, oral corticosteroid 

Osteomyelitis age, female sex, joint surgery, oral 

corticosteroid,  

age, female sex, organic brain 

disease 

age, female sex, congestive heart 

failure 

Pyogenic arthritis age, female sex, diabetes mellitu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rganic brain disease, 

previous admission due to infection,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age, female sex, diabetes mellitus, 

organic brain disease, extra-

articular manifestation of RA,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age, female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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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itis age, female sex, diabetes mellitus, 

organic brain disease, Charlson 

comorbidity index, oral 

corticosteroid 

age, female sex, organic brain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congestive heart failure, Charlson 

comorbidity index 

age, female sex, congestive heart 

failure, oral corticoste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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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NF-α inhibitors on infections, cerebro-

cardiovascular events, and fractures in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Joongyub Lee, MD 

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Strategy for optimal management of RA includes use of TNF-α 

inhibitors. With increasing use of these agent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risk 

related to the agents such as major infections and influence of TNF-α inhibitors 

on coexisting illnesses particularly cardiovascular disease and oste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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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evaluate influence of the TNF-α inhibitors on serious bacterial 

infections, active M.tuberculosis infections, strokes, acute coronary syndrome, 

and osteoporotic fractures. 

 

Method: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using the 2006-2010 HIRA 

databases covering all Korean RA patients. RA patients were defined as those 

with at least 2 prescriptions involving DMARDs under the diagnosis of RA. We 

included adult RA patients without any prescription of cyclophosphamide, or 

codes of diagnosis for cancers, renal failures, liver failures, and organ 

transplantation. To include incident RA patients, we excluded those with 

prescriptions of any DMARD during 2006. The TNF-α inhibitor users were 

categorized by their treatment precedent to the TNF-α inhibitors; sequential 

non-biologic DMARD mono-therapy or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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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comparators were restricted to those with same precedent treatment. 

We followed all participants from the index date to the day of the death, or the 

occurrence of the primary end point, or 31 December 2010 whichever came 

first. The primary end points of each analysis were the admission due to the 

major infections, active M.tuberculosis infection, acute coronary syndrome, 

stroke, and osteoporotic fractures. However, only incidence rates were 

presented for acute coronary syndrome, stroke, and osteoporotic fractures, 

since we identified 12,771 RA patients eligible for this study from the HIRA 

database, which was enough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NF-α inhibitors on the 

infections but insufficient for the cardio-cerebrovascular events or osteoporotic 

fractures. Incidence rate ratios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of the TNF-α 

inhibitor exposure to the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 exposure for 

admission by major infections and incidence of active tuberculosis were 

calculated adjusting relevant risk factors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stratified by the treatment precedent to the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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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 total of 12,771 patients were eligible for the cohort, 11,155 patients 

were analyzed for the admission due to major infections, 12,696 patients for 

active M.tuberculosis infection, 12,654 for the acute coronary syndrome, 12,647 

for stroke, and 12,623 for fractures. Incidence rates of the admission due to 

major infections from TNF-α inhibitor users and nbDMARD users were 14.07 per 

1,000 person-year and 11.87 per 1,000 person-year respectively, 5.80 and 

3.48 for the tuberculosis, 3.19 and 2.86 for the acute coronary syndrome, 2.54 

and 4.09 for the stroke, 10.90 and 19.80 for the fractures. The adjusted 

incidence ratios of the TNF-α inhibitor exposure to the non-biologic DMARD 

combination exposure for the admission due to the major infections was 1.60 

(95% CI: 1.10-2.35), active M.tuberculosis infection 2.03 (95% CI: 1.13-3.63). The 

increased risk was mainly due to the adalimumab and infliximab, not etanercept, 

during the first 6 months of the anti-TNF-α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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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NF-α inhibitor increased risk of admission due to major infections 

and active M.tuberculosis infections. However, insufficient number of patients 

was identifiable from the 5-year HIRA database for the other clinical outcomes, 

whose possible decrease by the use of TNF-α inhibitor was not adequately 

evaluat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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