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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경 및 목적: 급성 심근경색증환자(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에서 항혈소판제 사용은 MI 재발 예방에 효과적이나 위장관출
혈 위험이 높아질 경우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를 병용한다. 항혈소판제와 PPI를 병용한 경우 항혈소판제의
약효를 감소시킨다는 기전이 밝혀진 이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
과 감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혈소판제
이제요법(Dual anti-platelet therapy, DAPT)을 처방받은 AMI환
자에서 PPI 병용 여부에 따른 MI 재발위험을 후향적 코호트연구
및 환자-교차연구를 적용하여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2007년 1월 1일 ~ 2011
년 12월 31일)를 이용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
일까지 AMI (ICD-10; I21)으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30세
이상 환자로 후항적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첫 입원 이후 90일 이내
외래에서 DAPT 처방받은 날짜를 기준일로 정의하였고, DAPT 처
방기간 내에 PPI 병용 여부에 따라 연구대상을 구분하였다. 기준일
이전 1년 동안 환자특성, 동반질환, 동반약물 사용 등의 속성을 고
려하여 성향점수를 산출하였고, 비교대상 두 군에서 짝짓기를 통해
비교성을 확보하였다. 각 군에서 MI 재발(I21, I22)을 확인하였으
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추적관찰하였다.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이
i

용하여 관찰기간 동안 교란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PPI 병
용에 따른 MI 재발 상대위험도 및 95%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환자-교차연구는 MI 재발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MI 재발일 이
전 14일을 위험기간, 그 이전 28일을 중개기간, 그리고 그 이전 14
일씩을 대조기간으로 설정하여 1:4로 개별짝짓기 하였다. 조건부 로
짓회귀분석을 시행하여 PPI 사용과 MI 재발위험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코호트연구에는 43,822명이 포함되었고, PPI 병용군은
16.7%이었으며,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에는 각 군당 6,846명이
포함되었다. PPI를 병용한 경우 MI 재발 상대위험도는 1.26(95%
신뢰구간 1.14-1.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PI 처방기간과
DAPT처방기간의 비가 0.25 미만인 경우 MI 재발위험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1.06, 0.95-1.19), 0.75 이상인 경우
MI 재발위험이 증가하여(1.55, 1.33-1.81), 용량-반응관계 경향성
을 보였으며, PPI 성분별 분석에서도 유의하였다

MI 재발한 환자 자신이 대조군이 되는 환자-교차연구에는 3,583명
이 포함되었으며, 교란변수를 보정한 이후, PPI 병용에 따른 MI 재
발 대응위험도는 1.35(1.05-1.75)로 유의하였다. 성분별 분석 결
과, 판토프라졸을 제외한 PPI(1.56, 1.16-2.10)와 라베프라졸에서
유의하였다(1.87, 1.11-3.14).

ii

결론: 본 연구결과, DAPT를 적용한 AMI 환자에서 PPI 병용이 MI
재발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적 필요에 의해 PPI를 병용
하는 경우, 특히 사용 후 14일 이내 기간과 장기간 병용의 경우 주
의 깊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주요어: 심근경색증,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프로톤펌
프억제제, 코호트연구, 약물역학, 약물상호작용

학번: 2009-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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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우리나라에서 심장질환(heart disease, ICD-10; I20-51)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9년 인구10만명 당 45.1명으로 악성신생물
(140.5), 뇌혈관질환(52.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급성 심근경
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ICD-10; I21)은 심장질환
으로 인한 사망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AMI로 인
한 사망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7년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9년 인구10만명 당 19.0명으로 보고되었다
(KNSO, 2009). 2005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는 평생 의사진단 MI유병률이 인구 1,000명당 5.60명, 연간 의사
진단 MI 유병률이 5.37명으로 보고되었으며, 68.6%의 환자가 재발
예방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답하였다(KCDC, 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자료(이하, 심평원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AMI (ICD-10, I21, I22, I23,
I250, I251)을 주진단명 또는 부진단명으로 청구된 환자수를 평가
하였을 때, 조발생률은 인구10만명 당 1997년 43.5, 2007년 91.8
로 10년 동안 2배 가량 높아졌으며,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10만
１

명 당 1997년 50.4, 2007년 78.3으로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증
가, 진단법의 발달로 인해 AMI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02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재발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AMI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첫 발병으로부터 28일
이내 사망률은 2000년 13.3%에서 2007년 9.8%로 감소하여 전반
적인 치료성과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2009). 통
계청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07년 까지 5개년씩 구분
하여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AMI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산
출하였을 때, 인구 10만명당 첫번째 5개년(1988-1992년)에 17.6,
두번째 5개년 (1993-1997년)에 24.3, 세번째 5개년(1998-2002
년)에

30.9으로

증가하였으나, 네번째 5개년(2003-2007년)에

28.5으로 약간 감소하였다(Jhun,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AMI (I21)을 주진단명으로 하
여 입원한 환자발생규모를 추정한 연구에서는 인구10만명당 연령표
준화발생률이 2006년 45.7, 2007 년 41.3, 2008 년 36.9, 2009
년 34.8, 2010년 29.4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등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만성질환의 관리,
생활습관의 개선, 아스피린, 스타틴 등 일차예방약물의 처방 증가,
혈관성형술의 증가 등 국가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효과
로 인해 AMI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Kim, 2013).
미국에서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은 주요 사
２

망원인이며, 2008년에는 약 40만명이 CHD로 사망하였으며, 20세
이상 MI 유병환자는 790만명(3.1%), 35세 이상 MI발생(최초, 재
발 포함) 환자는 93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oger, 2012).

AMI

을

비롯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ACS)을 경험한 환자에서 발병 한 달 이내 초기사망률
이 50%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발병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정
도로

치명률이

높다는

국제공동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Tunstall-Pedoe, 1999), 적절한 진단과 치료법이 도입되면서 사
망률과 질병부담이 감소하였다. 병원 내 사망률은 1960년대 이전에
는 25-30%, 1980년대 중반에는 16%이었으나, 대규모자료를 이용
한 연구에서 30일 이내 사망률이 1999년 10.5%에서 2008년 7.8%
으로 개선되었다(Goldberg, 2006; Rosamond, 2012; Yeh, 2010).
최근의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 RCT)
에서는

한

달

이내

사망률이

4-6%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Armstrong, 2007; ASSENT-4 PCI investigators, 2006), 환자
등록연구에서는 사망률이 더 높게 보고되었다(Fox, 2006). AMI 환
자의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은 2009년 우리나라에서 6.3%로
OECD회원국 평균 5.4% 보다 높았다(OECD, 2011). 심평원자료에
따르면 AMI 로 인한 입원진료비는 2003년 811억원에서 2008년
1,438억원으로 5년 동안 약 2배 가량 증가하여 질병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질평가지표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３

2009, 2010, 2011). AMI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
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차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Roger, 2012).

AMI 이후 치료목표는 관상동맥에 정상적인 혈류를 신속하게 복
구하는 것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주사로 투여하거나 관상동맥중재
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시행한다. AMI에
서 항혈소판제의 작용기전은 다음과 같다. 혈관손상이 있을 경우 혈
소판이 콜라겐조직에 점착하고, 점착혈소판이 integrin과 thromboxane A2를 생성하며, 저장된 ADP를 방출하여 더 많은 혈소판을 활
성화하여 응집을 야기한다. 아스피린은 cyclooxygenase-1을 비가
역적으로 억제함으로써 thromboxane A2생성을 저해하고, 클로피도
그렐은 CYP2C19에 의해 활성물질로 대사되어 혈소판 표면에 있는
P2Y12 수용체에서 ADP가 자극을 전달하는 것을 비가역적으로 저해
하여 응집을 막는다(Angiolillo, 2010). 2011년 미국심장학회 및 미
국심장협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

American Heart Association, ACCF/AHA)에서 발표한 진료지침
에 따르면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 MI 으로 진단된 경
우 즉시 아스피린 325mg을 투여하고, 증상에 따라 시술을 할 지
결정하며, 시술의 종류에 따라 초기 1-6개월 동안 162-325mg을
사용하고, 이후 75-162mg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 클로피도그렐은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적으로
선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으며 1개월에서 1년까지 처방
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PCI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스피린-클로피
도그렐 병용요법(Dual Anti-platelet Therapy with aspirin and
clopidogrel, DAPT)을 권고하고 있다(Kushner, 2009; Van de
Werf, 2008; Vandvik, 2012; Wright, 2011).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혈소판의 활성을 비가역적으로 억제하여 MI
재발 예방에 효과적이나, 위 점막을 손상하고 위궤양을 유발하며,
출혈의 위험을 높인다. 아스피린은 위점막에 직접 작용하여 위십이
지장궤양을 유발하고, 이어지는 위장관출혈을 야기한다. 클로피도그
렐은 위점막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나, 혈소판 기능억제
가 출혈위험을 증가시키며, 점막궤양부위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피린 사용시 출혈위험이 2배 증가하고, 클로피도그렐 병
용시 위험은 2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bherwal,
2009).

DAPT에 관한 VARIANT 연구에서는 위장관출혈이 약 3.18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Moukarbel, 2009), MATCH 연구의 경우에
도 DAPT군이 아스피린단독군에 비해 위장관출혈이 증가하였고
(Diener, 2004), CURE연구에서도 DAPT군이 아스피린단독군에 비
해 위장관출혈이 증가됨을 보고하였다(Yusuf, 2001). AMI로 인한
입원 중 발생한 출혈은 입원 중 사망위험을 4배 증가시키고, AMI
이후 2년 동안 추적관찰하였을 때, 위장관출혈은 독립적인 위험요인
이었다.
５

2010년 항혈소판제와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의 위장관출혈 위험에 대한
ACCF/ACG/AHA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전문가 합의안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스피린 단독 사용, 클로피도그렐 단독 사용, DAPT 는 위장
관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고,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s, PPI) 또는 히스타민 H2 차단제(histamine H2 receptor
antagonist, H2RA) 사용은 위장관출혈 위험을 감소시킨다. PPI의
위장관출혈 예방효과가 더 크며, 위장관출혈 및 궤양 위험요인이 있
는 경우 PPI처방을 권고한다(Abraham, 2010; Agewall, 2013).

2) 선행연구 현황
가) 아스피린과 프로톤펌프억제제
PPI는 위산 생성을 억제하여 위 점막을 보호하며 이에 따라 위
내 pH가 상승하여 아스피린의 위 내 방출속도가 증가하여 흡수율이
낮아져 생체이용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Hollander, 1981;
Fernandez-Fernandez, 2002). RCT 대상 중 11명의 건강자원자
를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에서 오메프라졸 사용은 아스피린의 흡수
를 감소시켜 생체이용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아스피린의 약효
감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Anand, 1999). 반면, 14명의 건강자원자
６

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오메프라졸은 혈소판에서 아스피린
의 활성을 저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Iñarrea, 2000).

Western Danish Heart Registry에 등록된 관상동맥질환자 418
명을 대상으로 하여 아스피린군(364명), 아스피린-PPI 병용군(54
명)에서 혈소판 반응을 실험실적 수치(soluble serum P-selectin,
serum thromboxane B2)로 비교하였을 때, PPI 병용군에서 반응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Wurtz, 2010).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연구에서는 MI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1년 이내 PPI 사용여부에 따라 아스피린군, 아스
피린-PPI 병용군으로 구분하여 MI 및 뇌졸중으로 인한 재입원을
비교한 결과,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에서 PPI 병용군의 심혈관
계사건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다(adjusted Hazard Ratio, aHR
1.61 95%신뢰구간 1.45-1.79). 반면, H2RA 병용은 아스피린 효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aHR 1.04, 0.79-1.38)(Charlot, 2011).

나) 클로피도그렐과 프로톤펌프억제제
클로피도그렐과 PPI를 병용하였을 때, PPI가 CYP2C19에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하여 클로피도그렐의 약효를 감소시킨다는 약물상호
작용이 제기되었다(Gilard, 2006).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약동학적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으며 PPI제제 사이에 상호작용을
７

나타내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Cuisset,

2009;

Ferreiro, 2010; Neubauer, 2010; Sibbing, 2009).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환경적-유전적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다.

클로피도그렐은 전구약물로서, 소장에서 흡수되어 약 85% 가량
은 혈장 에스테라제를 통하여 비활성대사체(SR26334)로 전환되고,
약 15%만이 간에서 2단계의 대사를 거쳐 활성대사체로 전환된다
(Kazui, 2010; Pereillo, 2002). 1단계에서는 CYP2C19, CYP1A2,
CYP2B6

들이

관여하고,

2단계에서는

CYP2C19,

CYP2C9,

CYP2B6, 그리고 CYP3A들이 관여한다. 클로피도그렐 반응성에 차
이를 나타내는 유전적인 요소로서,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인
CYP2C19 및 흡수과정에 관여하는 운반체인 ABCB1의 유전적 다
형성(genetic polymorphism)이 알려져 있다. CYP2C19 유전형은
클로피도그렐의 반응 가변성 중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Shuldiner, 2009). 우리나라 3개 대학병원에서 약물용출스텐트
를

삽입받은

2,146명의

환자를

추적관찰한

연구에서도

CYP2C19*2 allele을 1개 이상 가진 환자가 약 47%였으며, 이들은
wild type CYP2C19 allele을 가지고 있는 환자보다 심혈관계사건의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h, 2012). PLATO
trial

연구대상에서

CYP2C19

loss-of-function

alleles(*2

through *8) 유전자형에 대한 소그룹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전부터
PPI를 사용하였거나, 기능을 상실한 유전자형이 있는 환자에서 심
８

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증, 뇌졸중 위험이 유의하게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Goodman, 2012). 그러나, 클로피도그렐과
PPI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다른 RCT에서는 PPI병용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출혈위험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O'Donoghue, 2009; Bhatt, 2010; Hsu, 2011). Juurlink
등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AMI로 입원한
66세 이상 환자 2,791명으로 대상으로 코호트내 환자-대조군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MI 재입원 이전 30일 이내 PPI병용이 MI 재입원
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Adjusted Odds Ratio, aOR
1.27, 1.03-1.57)(Juurlink, 2009). Rassen 등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미국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지역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
여 PCI시술을 받았거나 ACS로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수행하였다.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에서
PPI사용군과 비사용군을 비교하였을 때, MI, 혈관성형술, 또는 사망
에 대한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aHR 1.26, 0.971.63)(Rassen, 2009). Valkhoff 등은 네덜란드 PHARMO자료를
연계하여 AMI 으로 재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코호트내 환자-대조
군연구를 수행하였으며, MI 재입원 이전 3일 이내 PPI 병용이 MI
재입원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OR 1.62, 1.152.27)(Valkhoff, 2011). PPI가 클로피도그렐의 약효에 영향을 미치
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덴마크에서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
여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를 클로피도그렐 사용군과 비사용군으
９

로 나누고 각 군에서 PPI 사용 여부에 따른 MI, 뇌졸중 또는 심혈
관계 사망 발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로피도그
렐 사용군에서는 PPI 병용 여부에 따라 심혈관계질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클로피도그렐 비사용군에서는 PPI를
사용한 경우 심혈관계질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연구자
들은 PPI 사용이 독립적으로 심혈관계질환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교란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PPI가 클로피도그
렐의 활성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Charlot,
2010).

관찰적 연구 및 RCT는 유의하게 위험을 높이는 연구결과와 유의
하게 위험을 높이지 않는 연구결과가 각각 다수 보고되었고, 각 연
구의 특성이 이질적이어서 결과를 통합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Kwok, 2012; Drepper, 2012).

다)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병용요법과 프로톤펌프억제제
PCI를 시행하고, DAPT 사용하는 환자 31명을 무작위배정하여
판토프라졸 투약군, 비투약군으로 나누어 4일씩 교차설계로 1일 4
회 채혈하여 아라키돈산의 응집반응을 평가한 연구결과 판토프라졸
투약군에서는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한 치료효과 감소가 확인되지 않
았다(p<0.03). PPI를 병용하였을 때, 아스피린의 항혈소판 효과를
약화시키는 주요 기전은 위내 pH증가로 인해 아스피린의 생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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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감소하는 것인데, Kasprzak 등의 약동학적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와 달리 아스피린 장용정을 사용하였으며, 장용정은 위내 pH에
영향을 적게 받아 항혈소판 효과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Kasprzak, 2009).

DAPT 요법과 PPI 상호작용에 대한 대규모 관찰적 연구는 유럽
과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Gaspar 등은 포르투갈에서 병원의
무기록자료를 이용하여 심혈관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876명을
대상으로 DAPT군과 DAPT-PPI병용군을 비교하였으며, PPI 병용
이 6개월 이내 사망 또는 MI 발생위험을 유의하게 높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aHR 1.04, 0.49-2.18). PCI 시술군을 대상으로 소그룹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6개월 이내 사망 또는 MI 발생위험을 높이지
않았다 확인하였다(aHR 2.09, 0.79-5.48)(Gaspar, 2010). Hsiao
등은

타이완

국가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ACS로

입원한

환자

9,753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수행하였으며, DAPT군과
DAPT-PPI 병용군을 비교하였을 때, PPI 병용군에서 ACS로 인한
재입원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aHR 1.12, 0.72-1.73), PPI 성분
별, 사용빈도별 민감도분석에서도 재입원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Hsiao, 2011). Douglas 등은 영국 국가심근경색증등록
사업자료, 일차진료연구데이터베이스(General Practice Research
Database, GPRD), 사망자료를 연계하여 후항적 코호트연구와 자가
-대조 환자군연구를 적용하여 DAPT군과 DAPT-PPI군을 비교하
였다. DAPT사용환자 24,4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후향적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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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트연구를 적용하였을 때, PPI 병용군에서 사망 또는 MI 발생위험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aHR 1.37, 1.27-1.48), 자가-대조 환
자군연구에서는 PPI 사용과 MI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
았다(adjusted rate ratio 0.75, 0.55-1.01). 이에 저자들은 PPI 병
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MI 발생위험의 증가는 환자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상호작용이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
리고 있다(Douglas, 2012).

DAPT 와 PPI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적 연구 또는 RCT 결과를 연
구설계, 연구대상, 연구자료, 연구대상수(PPI사용군/비사용군), 추적
관찰기간, 결과변수, 주요결과 순으로 표 1에 정리하였다(Bhatt,
2010; Douglas, 2012; Gaspar, 2010; Harjai, 2011; Hsiao, 2011;
Rossini, 2011; Sarafoff, 2010; Tentzeri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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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ublished studies on the clinical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dual anti-platelet drugs and proton
pump inhibitors
Author, year

Bhatt, 2010

Study design

Study
participant

post hoc

Post-PCI or

analysis of RCT

ACS

Data source

COGENT

PPI (N)/No PPI
(N)
1,876/1,885

Follow-up

6 months

End point

Main results
aHR (95% CI)

CV death, MI, CVA or
revascularization

aHR 0.99 (0.68-1.44)

The MINAP

Douglas,
2012

Retrospective

registry;

cohort study,

administrative DB

Self-controlled

Post-MI

from GPRD;

case series

Mortality DB from

study.

NSO, UK (Jan,

Cohort study aHR 1.37 (1.279,111/15,360

78 months

Death or MI

1.48)
SCCS study aRR 0.75 (0.551.01)

2003-Jul, 2009)
Gaspar, 2010

Harjai, 2011

Retrospective
cohort study
Registry; PS
matching

ACS

Post-PCI

One hospital DB

GHOST registry,
US (2001-2007)

274/528

6month

751/1,902;
685/685

Death, MI,
6 months

after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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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or ACS

revascularization, stent
thrombosis

aOR 1.10 (0.64-1.90)

Initial cohort PS aHR 0.89
(0.63-1.27)

Administrative DB
Hsiao, 2011

Retrospective
cohort study

ACS

from NHIRD,
Taiwan (Jan, 2001Dec, 2006)

Rossini, 2011

Registry

Sarafoff,

Retrospective

2010

cohort study

Tentzeris,
2010

Post-PCI

matching

Northern Italy

1 year

622/622

ACS

after matching

1158/170

1.73);
PS-matched cohort aHR 0.82
(0.43-1.54)

1 year

Death, ACS or CVA

aOR 0.91 (0.67-0.96)
aHR 1.3 (0.8-2.3) for MI

Post-PCI

Hospital DB

698/2,640

1 month

MI, stent thrombosis

aHR 1.8 (0.7-4.7) for stent
thrombosis

Registry;
propensity

Prospective registry,

Initial cohort aHR 1.12 (0.72-

622/9,131;

Post-PCI

Prospective registry,
Austria

691/519

1 year

Death, ACS or stent
thrombosis

aHR 1.08 (0.53-2.22)

aHR: adjusted hazard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aRR: adjusted rate ratio; ACS: acute coronary syndrome; CI: confidence interval; COGENT: Clopidogrel and the
Optimization of Gastrointestinal Event Trial; CV: cardiovascular;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stroke); CVD: cardiovascular disease; DB: database; GPRD: General
Practice Research Database; MACE: major adverse cardiac events (death, myocardial infarction, revascularization); MI: myocardial infarction; NHIRD: National Health
Insurance Research Database; NSO: National Statistics Office;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S: propensity score; PPI: proton pump inhibitor;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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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의 제한점
MI 환자에서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의 이차예방효과를 평가한
기존 연구는 연구설계별로 제한점이 있다.

항혈소판제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RCT에서 이차분석을
하는 경우 기존 무작위배정에 의한 군간 비교성이 깨지고, 연구대상
수가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연구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함으
로써 PPI 병용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제외되어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한 항혈소판제의 효과감소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당뇨병, 만성신장
질환 등 MI 재발위험이 높은 환자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TT Collaboration, 2009). Bhatt 등은 PPI 제제인 오메프라졸
사용과 위약을 무작위배정하여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RCT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약동학적 영향을 최소화한 클로피도그
렐과 오메프라졸 고정복합제를 노출로 정의하였고, PPI 사용이 항혈
소판제 효과를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
다. 그러나, 실제 임상환경에서는 고정복합제가 아닌, 단일약물이 처
방되어 병용되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
다(Bhatt, 2010).

클로피도그렐과 PPI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기전이 밝혀진 이후,
다수의 관찰적 연구와 RCT를 이용한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PPI 병용이 클로피도그렐 효과 감
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이득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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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PPI 사용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Drepper, 2012; Kwok, 2012; Moukarbel, 2012).

항혈소판제와 PPI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적 연구는 주로 유
럽, 북미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종간 대사효소 유전적 형질 분포
에 따른 약물상호작용의 차이, 위장관동반질환 분포의 차이가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MI로 인한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이 낮았고,
약물노출을 정의함에 있어 아스피린 장용정이 제외되기도 하였는데
(Charlot, 2011),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심혈관계질환 예방목적
의 아스피린 제형은 장용정이 대부분으로 연구결과를 직접 적용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PPI 처방률도 연구별로 6.4~87.2%까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항혈소
판제와 PPI의 상호작용에 의한 임상적 유의성의 감소가 실제 진료
환경에서 관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인에서 loss-of-function allele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Furta, 2005; Oh, 2012), 항혈소판제와 PPI의 상호
작용에 의한 클로피도그렐의 약효감소가 CYP2C19 유전적 다형성
에 의한 것인지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는데, CYP2C19 유
전자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클로피도그렐의 활성대사체 혈중 농도
가 낮아져 항혈소판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Brandt, 2007; Goodman, 2012; Kubica, 2011; Simon, 2009;
Zabalza, 2012;). 유전자형이 유의한 위험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
16

로,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대조군 역할을 함으로써 교란요인의 영향
을 고려한 연구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MI 환자에서 항혈소판제 단독사용, PPI병용사용과 항혈
소판제의 효과 감소에 대한 인과성 평가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다
양한 실제 임상적 상황에서 PPI 병용에 따른 MI 재발위험의 차이
를 비교하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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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1) 최종 연구목표
AMI 환자에서 PPI와 항혈소판제의 병용 여부에 따른 MI 재발위
험을 후향적 코호트연구, 환자-교차연구를 적용하여 비교 평가하고
자 하였다.

2) 세부 연구목표
AMI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항혈소판제 단독사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PPI병용이 MI 재발에 미치는 영향을 후향적 코호트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l

AMI 초진환자를 정의하고, 월별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l

AMI 초진환자에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및 PPI 사용양상을 평가하였다.

l

DAPT요법을 받는 AMI 환자를 PPI 사용군, 비사용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 MI 재발률을 산출하고, MI 재발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MI 재발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교차연구설계를 적용하여 PPI 사
용여부에 따라 MI 재발위험을 비교 평가하였다.
l

MI 재발환자를 대상으로, 위험기간과 대조기간 PPI 사용
여부에 따른 대응위험도를 산출하여 PPI 사용여부에 따른
MI 재발위험을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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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대상

가.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후향적 코호트연구,
환자-교차연구를 수행하였다. 후향적 코호트연구는 선택비뚤림의
가능성이 낮으며, RCT에서 확인하지 못한 장기간 노출의 영향을 검
증할 수 있다. 노출요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특정 요인별 MI 재
발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규모자료를 이용한 관찰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군간 비교성
은 인과성 판단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연구가설의 주된 요인을 제외
한 나머지 변수들이 비교군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야 하는데,
후향적 코호트연구에서는 코호트 입적 이전에 주어진 인구학적 변
수 및 기저변수들 하에서 노출요인에 대한 조건부확률을 산출하여
짝짓기, 층화, 보정 등으로 적응증에 의한 교란을 통제하여 인과성
을 판단한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은 교란요인이 연구가설을 검증하
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자 하는 PPI 사용과 항혈소판제의 상호작용은 약물대사효소의 유전
자형, 생활 습관 등에 의해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환자 개
인의 특성에 의한 교란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대조군 역할을 하는 연구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환자-교
차연구는 의심되는 노출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노출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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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급성질환의 병인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MI 재발 직전 PPI 사용과 거리가 먼 시간대의
PPI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위험수준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향적 코호트연구, 환자-교차연구를 수행
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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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향적 코호트연구

1) 연구자료
가) 연구자료 구성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단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심평원자료
를 통해 전국민의 96.7%를 대상으로 의료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
어 대표성이 높으며, 의료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고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보험
료 심사청구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이를 연구에 활용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야 한다.

심평원자료는 명세서, 원내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학적 정보, 진단정보, 처방약물정보, 시술 및 처치 정보
를 알 수 있다. 명세서 일반내역, 진료내역, 수진자 상병내역, 처방
전 상세내역 등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였다. 전국 의료
기관에 내원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형태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허혈성심장질환(ICD-10: I20-25) 진단명
이 있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학적 정보는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유형 등을 포함하였으며, 연구자료는 난수화된
개인식별대체키가 부여되어 환자단위로 추적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
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진단명은 제10차 국제표준
질병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ICD-10)에 기반한 한국표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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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분류체계로 입력되어 있었으며, 시술 및 검사는 심평원 고유코드
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약물처방자료는 일반명(성분, 용량, 제형), 처
방일자, 총처방일수, 처방경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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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information
Field
Patient’s
demographics

Variable
De-identified patients number
Age
Gender
Hospital admission/emergency visit/ambulatory
care visit

Diagnoses

Diagnostic code; ICD-10
Date of diagnosis

Procedure

Procedure code
Date of procedure performed

Prescriptions

Drug generic name
Prescription date, Duration,
Dose, Route of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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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문제
본 연구는 기구축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역학적 연구로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통계관리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식별
할 수 있는 코드를 익명화한 형태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을 수행
하였다. 자료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분석용 서버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철저한 이중잠금
및 보안을 유지하여 피험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
성이 없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였으며, 본
연구계획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
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health information disclosure committee)
로부터 심의면제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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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AMI 환자에서 PPI와 항혈소판제의 병용 여부에 따라
MI 재발위험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후향적 코호트연구이다. 코호트
연구는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며, 선택비뚤림의
가능성이 적고, 특정 요인별 질병발생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변수를 정의
함에 있어 진단명 정보뿐만 아니라 시술, 검사 및 약물처방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여 진단명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인 AMI 환자는 다음의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급성 심근경색증(I21: 급성 심근경색증) 주진단명 또는
부진단명(1개)으로 응급실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동일한 명세서에 항혈전제 처방(Table 3), 경피적관상동맥중
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또는 관동맥성형
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시술코드가 있는 경우
연구대상이 되었다(Table 4).

연구대상자 제외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료기관에 내원하여MI (I21, I22, I23, I252)로 진단받았거나, 항혈전
제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30세 미만 또는 100세 이상인 환자
로 정의하였다. MI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재발위험이 높으므로 진단
명과 약물처방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항혈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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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운데 일차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
그렐 이외 이차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혈소판제(argatroban,
bemiparin,
enoxaparin,

beraprost,

cilostazol,

fondaparinux,

dalteparin,

heparin,

dipyridamole,

iloprost,

indobufen,

mesoglycan, nadroparin, ozagrel, parnaparin, RH-tissue type
plasminogen

activator,

sulfomucopolysaccharide,

sarpogrelate,

tenecteplase,

sulodexide,

ticlopidine,

triflusal,

urokinase, 또는 warfarin)의 처방력이 있으면 과거력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MI 은 30세 미만에서 발생
률이 매우 낮고, 100세 이상은 연령군 오분류 가능성이 있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퇴원 이후 90일 이내 이차예방을 위해 외래
에서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도그렐을 처방받은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MI 은 발병 30일 이내 재발률,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30일 이내 재발하거나, 사망한 중증의 환자를 제외하고 이차예방
목적으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다가 재입원하는 환자를 확인하기 위
하여 퇴원 이후 외래 내원이 있는 환자를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AMI 을 주진단명
또는 부진단명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185,789명이었다. 입
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은 87,527명이 제외되었으며, 항혈
소판제의 처방, PCI 또는 CABG 시술이 없는 25,862명을 제외하였
다. 기준 기간 이전에 MI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거나, 30세 미만
26

또는 100세 이상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MI으로 인한 퇴원 이후 90
일 이내 외래로 항혈소판제를 처방받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재입원
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5,162명을 제외한 후 50,662명을
대상으로 항혈소판제 사용양상을 확인하였다. 퇴원 이후 90일 이내
DAPT군은 43,822명, 아스피린군은 5,421명, 클로피도그렐군은
1,419명이었다. 이 가운데 DAPT 사용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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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antiplatelet drugs
Class
Vitamin K
antagonists

Heparin group

ATC code

Generic name

Route of
administration

B01AA03 warfarin

O

B01AB01 heparin

P

B01AB02 antithrombin III, human

P

B01AB04 dalteparin

P

B01AB05 enoxaparin

P

B01AB06 nadroparin

P

B01AB07 parnaparin

P

B01AB11 sulodexide

O, P

B01AB12 bemiparin

P

reviparin
B01AC05 ticlopidine
B01AC07 dipyridamole

P
O
O,P

B01AC10 indobufen

O

B01AC11 iloprost

O

B01AC13 abciximab

P

aggregation

B01AC17 tirofiban

P

inhibitors

B01AC18 triflusal

O

B01AC19 beraprost

O

Platelet

excl. heparin

-

limaprost alfadex

B01AC21 treprostinil
-

Enzyme
Direct
thrombin
inhibitors

ozagrel

O
P
O,P

B01AC23 cilostazol

O

B01AD01 streptokinase

P

B01AD04 urokinase

P

B01AD11 tenecteplase

P

B01AE02 lepirudin

P

B01AE03 argatrob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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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AX05 fondaparinux

P

B01AX06 rivaroxaban
Other

-

RH-tissue type
plasminogen activator

P

antithrombotic

-

mesoglycan sodium

O

agents

-

sulfomucopolysaccharide

O

-

sarpogrelate HCl

O

-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O: oral, P: paren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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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cedure performed related to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ategory
PCI

HIRA coding

Procedure

system

Percutaneous Transdermal Coronary
Angioplasty

M6551, M6552

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M6561, M6562,

of Intracoronary Stent

M6563, M6564

Percutaneous Transdermal Coronary
Atherectomy

M6571, M6572
O1641, O1642,

CABG

Vascular Bypass Operation

O1647, OA641,
OA642, OA647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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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Tenth Revision; PPI: proton pump inhibitor,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Figure 1. Selec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in a retrospective
cohor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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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초진환자는 2008년 22,630명, 2009년 21,943명, 2010년
21,251명이었으며, 봄(3-5월) 17,409명, 여름(6-8월) 15,783명,
가을(9-11월) 16,076명, 겨울(12-2월) 16,556명으로 여름철 발
생환자수가 낮게 나타났다. 65,824명의 월별 추이를 파악하였을 때,
1월 5,616명, 2월 5,359명, 3월 5,929명, 4월 5,747명, 5월 5,733
명, 6월 5,348명, 7월 5,253명 8월 5,182명 9월 5,210명, 10월
5,526명, 11월 5,340명, 12월 5,581명이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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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ime trend for patients diagnosed as the first tim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from January 1, 2008 to December 31,

3)

항혈소판제 사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 병용

본 연구의 연구대상 약물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및 PPI이며, 약물 분류는 Table 4와 같다. MI 초진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퇴원한 이후 90일 이내 외래에서 항혈소판제
를 처방받은 최초처방일을 코호트입적일(index date)로 정의하였고,
항혈소판제 처방력에 따라 항혈소판제 사용을 DAPT, 아스피린 단
독요법,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으로 구분하였다. MI초진으로 인한
입원 이후, 항혈소판제 사용 기간 내에 PPI 처방력이 있는 경우, 항
혈소판제와 PPI 병용군으로 정의하였다(Hsiao, 2011)(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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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antiplatelet drugs and proton pump inhibitors
Class

ATC code

Generic name

Route of administration

Dose (mg)

B01AC04

clopidogrel

O

inhibitors excl. heparin

B01AC06

aspirin

O

Proton pump inhibitors

A02BC01

omeprazole

O, P

O (10,20,40), P (40)

A02BC02

pantoprazole

O, P

O(22.6, 45.2), P(42.3)

A02BC03

lansoprazole

O

15, 30

A02BC04

rabeprazole

O

10, 20

A02BC05

esomeprazole

O, P

Platelet aggregation

O: oral; P: paren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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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0
75, 81, 100, 200,
300, 324, 325, 330,500

O(20,40), P(40)

Figure 3. Classification of exposure group by concomitant use of proton pump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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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제와 PPI처방정보에서 약물의 성분명코드에서 용량정보
를 파악하고, 1일 투약량 정보에 따라 일일처방용량(prescribed
daily dose, PDD)을 계산하였으며, 총처방기간(total prescribed
days, TPdays)은 처방지속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처방시작일
과 총투약일수 정보에서 처방종료일(처방시작일+총투약일수-1)을
확인하였고, 처방종료일과 이어지는 처방시작일 사이의 시간간격
(time interval)을 파악하여 15일 미만인 경우 허용가능한 범위
(permissible gap)로 정의하였다. 항혈소판제의 효과는 혈소판의
체내반감기에 따라 투약 종료 후 7-10일까지 이어진다고 보고되었
다(Ferrari, 2005; Savi, 1998; Schafer, 1996). 따라서, 항혈소판
제의 효과지속, 투약순응도를 고려하여 산출한 처방종료일로부터
15일 이후를 항혈소판제 노출종료일로 정의하였으며, 이어지는 처
방건의 지속기간을 파악하였다(Sikka, 2005)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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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pisode construction methods for identifying prescription
duration applying the concept of permissibl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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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근경색증 재발

일차결과변수는

AMI

이후

MI

재발(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이었으며, 진단명으로 확인하였다. 세부 진단명에는 급성
심근경색증(I21), 속발성 심근경색증(I22)이 포함되었다(Ahlehoff,
2012; Bretler, 2012; Charlot, 2012; Juurlink, 2009). 해당 진단
명을 주진단명 또는 부진단명(1개)으로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입원일 사이의 간격이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한 에피소드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추적관찰기간 동안 첫번째
재발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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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적관찰기간 산출

본 연구에서 기준시점은 퇴원 이후 3개월 이내 아스피린 또는 클
로피도그렐의 첫 처방일이다. 추적관찰 종료시점은 결과변수 발생일,
효과지속을 고려한(+15일) 항혈소판제의 처방종료일, 심평원 자료
에서 확인가능한 사망일, 연구기간종료일인 201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였다. 추적관찰 종료시점이 결과변수 발
생일인 경우 사건발생건으로 분류하고, 항혈소판제 처방종료일, 사
망일, 연구기간 종료일인 경우는 중도절단건으로 분류하였다. 코호
트 구성원 개인별 관찰기간의 총합인 인-년(person-years)을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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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처리

AMI환자에서 입적일 당시 성별, 연령군별(30-44, 45-64, 6574. 75-84, 85+), 보험자 종류(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군간 전
환) 정보를 파악하였으며, PCI, CABG 시술 여부, 기준 시점 이전 1
년 동안 MI 발생, PPI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반질환과 약물
사용 정보를 확인하였다(Desai, 2009; Juurlink, 2009; MunozTorrero, 2011; Schmidt. 2012; van Boxel, 2010; Lin, 2012). 동
반질환에는 협심증(I20), 심부전(I50), 본태성 고혈압(I10), 이상지
질혈증(E78), 당뇨병(E10-14), 만성 폐쇄성 폐질환(J41-44), 만
성 신장질환(N18-19), 우울증(F32-33), 위-식도역류병(K21),
위궤양(K25), 십이장궤양(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등이 포함되었다. 동반질환의 영
향을

보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찰슨동반질환지표

(Charlson's Comorbidity Index, CCI)를 산출하였다. 동반상병, 해
당 ICD-10 코드, 가중치는 Table 6와 같았으며, 각 환자에서 이
점수를 합산하여 동반질환의 위험도를 수치화 하여 제시하였다
(Quan, 2005; Kim, 2007; Jang, 2009). 본 연구에서는 기준 시점
이전 1년 동안 해당 진단명으로 입원하였거나, 3번 이상 외래 내원
한 경우 동반질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Kim, 2007), 배제진
단으로 기록된 경우 질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약물처방 과거
력을 파악한 대상 약물은 베타차단제(경구, 주사), 칼슘채널차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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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주사),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CEI)

및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 스타틴 및 니트로글리세린
(주사, 설하, 패치), NSAID, COX-2 선택적소염진통제, 전신작용스
테로이드(경구,

주사),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H2RA, 미소프로스톨, 기타
위궤양에 작용하는 약물, 기타 위산 관련 질환 치료약물 및 제산제(
이상 Appendix)와 기타 항혈소판제 (경구, 주사) (table 2)가 포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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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ease, ICD-10 codes, and their weights to calculate the
Charlson comorbidity index in HIRA database
Disease
Myocardial
infarction
Congestive heart
failure*
Peripheral
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Dementia
Chronic
pulmonary
disease
Connective tissue
disease
Peptic ulcer
disease
Mild liver cancer

Diabetes without
complications†

Diabetes with
complications

Hemiplegia
Moderate to
severe renal
failure
Any tumor
including

ICD-10 code

Weights

I21.x, I22.x , I25.2

1

I09.9, I11.0, I13.0, I13.2, I25.5, I42.x, I43.x,
I50.x

1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I60.x, I61.x, I62.x, I63.x, I64.x, I65.x, I66.x,
I67.x, I68.x‡ I69.x
F00.x, F01.x, F02.x, F03.x, F05.1, G30.x,
G31.1
I27.8, I27.9, J40.x, J41.x, J42.x, J43.x, J44.x,
J45.x, J46.x, J47.x,J60.x, J61.x, J62.x, J63.x,
J64.x, J65.x, J66.x, J67.x, J68.4, J70.1, J70.3
M05.x, M06.x, M32.x, M33.x, M34.x, M31.5,
M35.1, M35.3, M36.0 1
K25.x, K26.x, K27.x, K28.x
B18.x, K73.x, K74.x, K70.0, K70.1, K70.2,
K70.3, K70.9, K71.3, 71.4, K71.5, K71.7,
K76.0, K76.2, K76.3, K76.4, K76.8, K76.9,
Z94.4
E10, E11, E12, E13, E14, 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E10.2, E10.3, E10.4, E10.5, E10.7, E11.2,
E11.3, E11.4, E11.5,
E11.7, E12.2, E12.3, E12.4, E12.5, E12.7,
E13.2, E13.3, E13.4,
E13.5, E13.7, E14.2, E14.3, E14.4, E14.5,
E14.7
G81.x, G82.x, G04.1, G11.4, G80.1, G80.2,
G83.0, G83.1, G83.2, 83.3, G83.4, G83.9
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C00.x-C26.x, C30.x-C34.x, C37.x-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43

1
1
1
1
1
1

1

1

2

2
2
2

leukemia and
C85.x, C88.x, C90.x-C97.x,
lymphoma
Moderate to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3
severe liver
K72.9, K76.5, K76.6, K76.7
disease
Metastatic solid
C77.x, C78.x, C79.x, C80.x
6
tumor
AIDS/HIV
B20.x, B21.x, B22.x, B24.x
6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Tenth Revision;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Source: adapted from Quan, 2005
*Among Charlson’s Index, P29.0 (Neonatal cardiac failure) was excluded
because the study population of this study is over 30 years old.
†Diabetes coded only for first three digits are classified as uncomplicated
diabetes (E10, E11, I12, E13, E14).
‡Other cerebrovascular disease: I68.x are excluded because it is classified as
othe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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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분석
가)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년 1월 1일 1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08년 1월 1일 1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선
정기간(index period)으로 연구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항혈
소판제 처방정보에 따라 기준시점을 부여하였다.

2007년 1월 1일

1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자격기간으로 연구대상 제외기준을 확인하
는데 이용하였다. 기준시점으로부터 이전 1년 동안 교란변수의 정보
를 수집하여 코호트 입적 당시 기초특성을 파악하였고, 결과변수에
대한 추적관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
에서

진단정보,

시술정보,

약물처방정보를

이용하여

환자단위

(person-base)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계적 분석은 SAS 소프트웨어 version 9.2.(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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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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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혈소판제 및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양상평가
연구대상에서

항혈소판제

사용군을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DAPT군으로 구분하였고, 각 군에서 처방지속기간을 산출하였으며,
DAPT군에서는 두 가지 약물 중 처방종료일이 선행하는 경우를 선
택하였다. PPI 사용분율을 확인하였고, 항혈소판제 처방지속기간,
PPI 처방지속기간, 항혈소판제와 PPI 병용기간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사분위수를 일 단위로 파악하였다. 각 대상에서 추적관찰기
간 동안의 PPI 사용분율에 따른 위험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PPI 처방기간과 DAPT처방기간의 비(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는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하였으며, 세 군(<0.25,
0.25≤ <0.75, ≥0.75)으로 구분하였다.

PPI 사용일수

PPI 처방분율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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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PT 사용기간

다) 성향점수 산출 및 짝짓기
관찰적 연구에서 군간 비교성은 인과성 판단의 핵심적인 요인이
다. 연구가설의 주된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비교군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1983년 로젠바움과 루빈
에 의해 성향점수의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다(Rosenbaum, 1983).
이는 비교군의 설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성향점수는 관찰
된 공변량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각 개체가 치료를 받게 되는 조건
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로 정의된다. 성향점수, 즉, 조건부
확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추정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두 집단
간의 비교연구에서는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 MI 환자에서 PPI 병용 여부에 따라 MI 재발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경우, 처치 요인은 PPI 사용 (Tx=1), 또는 미사용
(Tx=0)으로 구분되며, 성향점수는 처방당시 주어진 인구학적 변수
및 기저 변수들 하에서 MI 환자가 PPI를 처방받을 조건부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인구학적 변수 및 기저변수들의 집합을 X로 정의할 때, 성향점수
는 확률 p(D=1|X)가 되며, 로지스틱모형 즉 logit(p)=∑βX로부
터 추정하였다. 모형의 예측능력은 보정능력(calibration)과 판별능
력(discrimination)으로 판단하는데,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는 보편
적으로 호스머와 렘쇼 검정을 통한 보정능력을, C-통계량을 통한
판별능력을 판단하였다(D’Agostino, 1998; Maldonade, 2002).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관련요인으로 정의한 공변량을 모두 포함하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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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0.05 기준으로 의미있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로지스틱회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PPI 사용에 따른 두 군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과 이차항(quadratic term)을 추가하
여 모델적합도를 검정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성향점수 산출을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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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추정한 성향점수의 분포를 PPI 사용 여부에 따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어 확인하였으며, greedy방법으로 1:1 짝짓
기를 시행하였다(Parson, 2001).

DAPT를 적용한 AMI 환자 43,822명 가운데 PPI 사용군은
7,310명, 비사용군은 36,512명이었고, PPI 사용에 대하여 산출한
성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결과 PPI 사용군과 비사용군은 각각
6,846명으로 정의되었다. 짝짓기 이전, 이후 PPI 사용에 따른 성향
점수 분포를 Figure 6에 제시하였다. X축은 특정 치료법을 처방받
을 확률, Y축은 빈도백분율을 나타내었고, 위쪽부터 짝짓기 이전 최
초 코호트 PPI 사용군, 비사용군, 짝지은 이후 코호트에서 PPI 사
용군, 비사용군에서 성향점수 분포를 제시하였다. DAPT 코호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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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점수 산출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C-통계량은 0.784 이
었다. 성향점수로 짝짓은 이후 PPI 사용군과 비사용군 사이에 성향
점수로 짝지은 이후 코호트에서 분포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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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propensity score matching>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0: Proton pump inhibitor non-user; 1: Proton pump inhibitor user)
C-statistics for logistic model was 0.784.
Figure 6. Propensity score distributions for aspirin and clopidogrel
cohort by use of proton pump inhibitors, before and after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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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근경색증 재발과의 관련성
연구대상자 군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짝짓기 전후 비교군 사이의
공변량의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PI 사용여부에 따라 공
변량으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 범주형 변수의 경우 표준화된 분율
차이(percent standardized difference, d), 연속형 변수의 경우 표
준화된 평균 차이(standardized mean difference, d) 를 산출하였
으며, 짝지은 이후 표준화된 분율 차이/표준화된 평균 차이가 0.1
보다 작은 경우 군간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였다(Austin,
2008).
Standardized difference (d) for continuous variable

d =

x treatment - x control
2
2
streatment
+ scontrol
2

Standardized difference (d) for dichotomous variable

d =

pˆtreatment - pˆcontrol
pˆt (1 - pˆt ) + pˆc (1 - pˆc )
2

PPI 비사용군, 사용군에서 MI 재발률(/100 person-years)을 산
출하였다. 각 군에서 추적관찰기간 동안 사건이 발생한 환자수를 분
자로 하고, 해당 환자의 관찰기간 인-년의 합을 분모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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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비례위험모델을 적용하여 PPI비사용군과 비교하여 PPI병용군
에서 MI 재발위험에 대한 상대위험도와 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을 산출하였다. 비례위험 가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존
함수의 log-log survival probability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지 검토하였다.

PPI 성분별(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 에
소메프라졸, 군간전환), PDC(<0.25, 0.25≤ <0.75, ≥0.75)에 따라
재발률 및 상대위험도와 95%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에서 성별(남자, 여자), 연령군(30-64
세, 65세 이상), PCI시술여부,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동반
여부, 성향점수 분포(<0.25, ≥0.25)에 따라 층화하여 PPI 병용에
따른 MI 재발률에 대한 상대위험도와 95%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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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대상 규모 평가
본 연구에서 관찰된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비와 MI 재발 위험도비
를 적용하여 콕스비례위험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산출하였다(Schoenfeld, 1983).

통계적 검정력 산출에는 PASS(Power Analysis & Sample Size)
version 11.0.8을 사용하였다(Hintz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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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교차연구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선정
PPI 사용으로 인한 DAPT 치료효과 저하를 검증하는데 환자 개
인의 특성에 의한 교란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대조군 역할을 하는 환자-교차연구를 적용하였다.

환자-교차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후향적 코호트연구 자료와 동일
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허혈성심장
질환(ICD-10: I21-25) 진단명이 있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대상으
로 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AMI을
주진단명 또는 부진단명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185,789명
이었다.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은 87,530명이 제외되었
으며, 항혈소판제의 처방, PCI 또는 CABG 시술이 없는 25,862명
을 제외하였다. 기준 기간 이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거나, 30세 미만 또는 100세 이상 환자는 제외한 후
65,8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AMI 으로 인한 퇴원 이후 MI 재발건
(I21-22 주진단명 또는 부진단명으로 인한 입원 또는 응급실 내원)
을 확인하였다. 28일 이내 재발한 경우는 동일 에피소드로 판단하였
다(Thygesen, 2012). 위험기간과 대조기간 총 관찰기간 내에 재발
한 799명을 배제하였으며, 관찰기간 동안 DAPT가 중단된 1,698
명을 제외하였고, 3,5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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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lection of the study subject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in a case cross-ov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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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기간과 대조기간의 선정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대조군이 되는 환자-교차설계를 이용한 분
석을 위하여 연구 대상에서 위험기간 1개와 대조기간 4개를 설정하
여 위험기간과 대조기간의 처방을 비교하였다. MI 재발일을 위험기
간 (hazard period)의 기준시점(index date)으로 하였고, 위험기간
과 대조기간 사이에 28일의 중개기간(intervening period)를 두었
다. 중개기간은 PPI 병용으로 인한 MI 재발위험이 높아지는 기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단이 이어지기까지 시점을 고려하여 28일로
선정하였다(Jurrlink, 2009; Valkhoff, 2011). 중개기간 이전 14일
을 제1대조기간(control period)의 기준일, 이전 28일을 제2대조기
간의 기준일, 이전 42일을 제3대조기간의 기준일, 이전 56일을 제4
대조기간의 기준일로 하였다(Figure 8).

Risk window was defined as 14 day before index date of hazard period and
four control periods.

Figure 8. The definition of hazard and control periods in a casecrossov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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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기간과 시간창을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위험기간과 대조기간에 요구되는 총 관찰기간 이전
에 MI 재발하였거나, DAPT 가 중단된 경우에는 민감도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각 기준에서 포함된 연구대상수는 다음과 같았다(Table
7).

Table 7. The observational period and study subjects for sensitivity analysis of
case cross-over study.
Intervening

Time

period

window

(day)

(day)

i)

28

7

63 day = {28+7*(1+4)}

4,038

ii)

28

14

98 day = {28+14*(1+4)}

3,583

iii)

28

28

168 day = {28+28*(1+4)}

2,870

iv)

56

7

91 day = {56+7*(1+4)}

3,317

v)

56

14

196 day = {56+7*(1+4)}

2,474

vi)

56

28

336 day = {56+7*(1+4)}

892

Study
Total observation period (day)

subject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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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톤펌프억제제의 노출 측정

본 연구에 포함된 PPI는 표 4에 포함된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이다. 각 위험기간과 대조기간
에 PPI가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예/아니오'로 파악하였다. PPI처방건
은 처방 시작일로부터 누적 처방일수를 고려하였고, 위험기간 또는
대조기간에 환자가 의사의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PPI 복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PPI 노출여부를 '예'로 표시하였
다. PPI 는 CYP2C19을 주요 대사효소로 하지만, 판토프라졸은 예
외적으로 CYP3A4를 주요 대사효소로 작용하여 항혈소판제인 클로
피도그렐 효과 감소에 경쟁적 저해 효과가 적다고 알려져 있어 전
체 PPI 사용군 및 각 성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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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란변수 및 분석모델의 구축

일차결과변수의 위험요인으로 생활습관 관련, 동반질환, 병용약물
등을 가능한 교란변수로서 고려하였다.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대조
군이 되는 환자-교차연구에서 시간에 따라 노출 수준이 변하지 않
는 성별, 연령, 생활습관 관련(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경구피임
약 사용), 만성 동반질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등 위험요
인(Jensen, 1991)은 짝짓기를 통하여 통제하였다.
약물사용은 시간에 따라 노출 수준이 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므
로 베타차단제, ACEI, ARB, 스타틴,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외 항
혈소판제, 스테로이드, NSAID, 프로스타글란딘 및 제산제의 사용을
잠재적 교란변수로 포함하였다(Schjerning Olsen, 2011). 교란변수
대상 약물과 노출변수인 PPI 사용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맥
네머검정을 시행하였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만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또한, 잠재적 교란변수와 일차결과변수 발
생위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도비검정을 시행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수(p<0.1)만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항혈소판제 각
군별 최종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Y=a0+a1X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2X니트로글리세린+a3X전신작용스테로이드+a4X비
선택적NSAID+a5X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외항혈소판제+a6XH2차단제 +a7X프로스타글란딘

+a8X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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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분석

연구대상의 연령, 성별, 주요 동반질환의 환자수와 분율을 파악하
였다. PPI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PPI를 사용한 군에서의 MI
재발위험을 추정하였다. 위험기간과 대조기간의 PPI 사용여부 및
그 사용양상에 따른 MI 재발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으
로 조건부 로지스틱회귀분석(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을 적
용하였고 각 분석에서 대응위험도와 95%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분석시 SAS for window version
9.2.1을 이용하였다.

61

3.

연구결과

가. 후향적 코호트연구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후향적

코호트연구

대상은

총 43,822명이었으며, PPI사용은

7,310명(16.7%)이었다. 성향점수로 짝짓기 이전 코호트에서 PPI
사용군의 평균 연령은 65.5세(표준편차±12.2), PPI 비사용군은
62.5세(표준편차±12.7) 였으며, 짝지은 이후, PPI 사용군은 평균
65.5세(표준편차±12.1), PPI 비사용군은 65.1세(표준편차±12.2)
이었다. 성향점수로 짝짓기 이전 코호트에서 PPI 사용군과 비사용
군 간 PCI 시술여부, 혐심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경구
베타차단제, 주사 칼슘채널차단제, 스타틴, 설하 니트로글리세린, 주
사 니트로글리세린, 항혈소판제 사용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성향점수 짝짓기를 통하여 연구기간 동안 차이를 나타난 성별,
연령군, 보험종별, 찰슨동반질환점수,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위
식도역류성질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동반,
우울증, 만성신장질환, 약물사용력 (경구 칼슘채널차단제, ACEI,
ARB, 전신작용 스테로이드제제, NSAID, SSRI, H2RA, 위궤양 치료
약물, 제산제) 등 변수가 두 군간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Table 8,
Figure 9).

62

Table 8. Baseline Characteristics of aspirin and clopidogrel cohort by use of proton pump inhibitors before and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Initial cohort
Patient not
receiving a PPI
(n=36,512)
N (%)

1:1 propensity score-matched cohort

Patient receiving a
(n=7,310)

Patient not
d

receiving a PPI
(n=6,846)

N (%)

Patient receiving a
PPI (n=6,846)

N (%)

N (%)

4,446 (64.9)

4,401 (64.3)

2,400 (35.1)

2,445 (35.7)
(65.1

d

Gender
Male

26,479 (72.5)

4,614 (63.1)

Female

10,033 (27.5)

2,696 (36.9)

(62.5 ±12.7)

(65.5 ±12.2)

0.240

(65.5 ±12.1)

Age group (Mean±SD)

0.202

±12.2)

0.014
0.031

30-44

3,050 (8.4)

406 (5.6)

0.110

349 (5.1)

399 (5.8)

0.032

45-64

16,481 (45.1)

2,750 (37.6)

0.153

2,593 (37.9)

2,635 (38.5)

0.013

65-74

10,085 (27.6)

2,232 (30.5)

0.064

2,149 (31.4)

2,098 (30.6)

0.016

6,896 (18.9)

1,922 (26.3)

0.178

1,755 (25.6)

1,714 (25.0)

0.014

21,949 (60.1)

4,567 (62.5)

0.048

4,188 (62.1)

4,255 (62.2)

0.020

102 (1.4)

0.026

75+
Procedure performed
PCI
CABG

4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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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4)

94 (1.4)

0.005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Medicaid
Veterans
Switching
*

Charlson comorbidity index (Mean±SD)

33,486 (91.7)

6,384 (87.3)

0.143

6,064 (88.6)

6,008 (87.8)

0.025

2,132 (5.8)

648 (8.9)

0.116

553 (8.1)

584 (8.5)

0.016

7 (0)

2 (0)

0.005

2 (0)

2 (0)

0.000

887 (2.4)

276 (3.8)

0.078

227 (3.3)

252 (3.7)

0.020

(2.9

(3.6

±2.3)

0.345

(3.1

(3.1

±1.7)

0.028

±1.9)

±1.7)

0≤ <2

9,608 (26.3)

1,194 (16.3)

0.246

1,131 (16.5)

1,181 (17.3)

0.019

2≤ <3

9,767 (26.8)

1,598 (21.9)

0.114

1,507 (22.0)

1,564 (22.8)

0.020

3≤ <4

6,355 (17.4)

1,385 (18.9)

0.040

1,372 (20.5)

1,324 (19.3)

0.018

4≤ <5

4,305 (11.8)

1,040 (14.2)

0.072

912 (13.3)

972 (14.2)

0.025

6,477 (17.7)

2,174 (29.7)

0.285

1,924 (28.1)

1,805 (26.4)

0.039

19,478 (53.3)

4,187 (57.3)

0.079

4,039 (59.0)

3,859 (56.4)

0.053

5,210 (14.3)

1,485 (20.3)

0.160

1,213 (17.7)

1,330 (19.4)

0.044

Essential hypertension

31,044 (85.0)

6,354 (86.9)

0.055

6,114 (89.3)

5,910 (86.3)

0.091

Dyslipidemia

30,908 (84.7)

6,271 (85.8)

0.032

5,875 (85.8)

5,859 (85.6)

0.007

Diabetes mellitus

19,562 (53.6)

4,170 (57.0)

0.070

4,071 (59.5)

3,819 (55.8)

0.075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order

5,767 (15.8)

1,604 (21.9)

0.158

1,546 (22.6)

1,468 (21.4)

0.028

Depression

2,437 (6.7)

862 (11.8)

0.177

732 (10.7)

753 (11.0)

0.010

5+
*

Comorbidity
Angina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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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renal failure

1,502

(4.1)

579 (7.9)

0.161

458 (6.7)

467 (6.8)

0.005

GERD

7,534

(20.6)

4,894 (66.9)

1.056

4,460 (65.1)

4,440 (64.9)

0.006

Gastric ulcer

8,090

(22.2)

2,907 (39.8)

0.388

2,590 (37.8)

2,563 (37.4)

0.008

Duodenal ulcer

1,036

(2.8)

517 (7.1)

0.196

471 (6.9)

435 (6.4)

0.021

Peptic ulcer

5,123

(14.0)

1,336 (18.3)

0.116

1,365 (19.9)

1,260 (18.4)

0.039

26,240

(71.9)

5,967 (81.6)

0.233

5,712 (83.4)

5,564 (81.3)

0.057

33,065

(90.6)

6,519 (89.2)

0.046

6,150 (89.8)

6,094 (89.2)

0.027

1,433

(4.0)

450 (6.2)

0.101

322 (4.7)

397 (5.8)

0.049

Calcium channel blockers(oral)

17,566

(48.1)

4,037 (55.2)

0.143

3,796 (55.4)

3,708 (54.3)

0.026

Calcium channel blockers (iv)

6,465

(17.7)

1,423 (19.5)

0.045

1,285 (18.8)

1,302 (19.4)

0.006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25,741

(70.5)

4,691 (64.2)

0.135

4,482 (65.5)

4,469 (65.1)

0.004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18,220

(49.9)

4,517 (61.8)

0.241

4,123 (60.2)

4,126 (60.5)

0.001

Statin

31,578

(86.5)

6,422 (87.9)

0.041

5,927 (86.6)

6,015 (87.7)

0.039

Nitroglycerin (sublingual)

25,293

(69.3)

5,356 (73.3)

0.088

4,977 (72.7)

4,977 (72.7)

0.000

Nitroglycerin (iv)

27,302

(74.8)

5,399 (73.9)

0.021

5,107 (74.6)

5,081 (74.0)

0.009

Nitroglycerin (patch)

3,062

(8.4)

925 (12.7)

0.139

783 (11.4)

802 (11.5)

0.009

Systemic steroid (oral)

12,177

(33.4)

2,932 (40.1)

0.141

2,823 (41.2)

2,721 (40.0)

0.030

Systemic steroid (iv)

12,569

(34.4)

3,150 (43.1)

0.179

2,907 (42.5)

2,916 (42.5)

0.003

Gastritis and duodenitis

Co-medications*
Beta blockers (oral)
Beta blockers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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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elective NSAIDs (oral)

27,523

(75.4)

5,972 (81.7)

0.154

5,644 (82.4)

5,573 (81.3)

0.027

Non-selective NSAIDs (iv)

13,875

(38.0)

3,460 (47.3)

0.190

3,207 (46.8)

3,187 (46.6)

0.006

COX-2 selective NSAIDs

1,154

(3.2)

445 (6.1)

0.140

397 (5.8)

391 (5.6)

0.004

Other antiplatelet medications (oral)

16,730

(45.8)

3,674 (50.3)

0.089

3,450 (50.4)

3,392 (49.8)

0.017

Other antiplatelet medications (iv)

35,960

(98.5)

7,174 (98.1)

0.027

6,724 (98.2)

6,723 (98.2)

0.001

(2.3)

342 (4.7)

0.127

304 (4.4)

295 (4.2)

0.006

25,033

(68.6)

5,593 (76.5)

0.179

5,357 (78.3)

5,242 (76.8)

0.040

Histamine-2 receptor blocker (iv)

9,709

(26.6)

2,575 (35.2)

0.188

2,302 (33.6)

2,334 (34.3)

0.010

Prostaglandins

1,269

(3.5)

358 (4.9)

0.071

296 (4.3)

322 (4.8)

0.018

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ERD

19,887

(54.5)

5,080 (69.5)

0.313

4,810 (70.3)

4,703 (68.6)

0.034

Other drugs for acid related disorders

14,471

(39.6)

3,538 (48.4)

0.177

3,470 (50.7)

3,267 (47.7)

0.059

Anti-acids

21,037

(57.6)

5,061 (69.2)

0.243

4,792 (70.0)

4,692 (68.5)

0.032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Histamine-2 receptor blocker (oral)

855

d: Standardized difference
SD: Standardized deviation, PPI: Proton pump inhibitors,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COX: cyclooxygenase,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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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COX: cyclooxygenase,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Figure 9. Standardized difference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matching using propens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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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혈소판제 및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양상

연구대상자에 대한 DAPT 처방지속기간의 분포를 figure 9에 제
시하였다. DAPT 처방이 시작된 이후 평균 지속기간은 385.4일, 중
앙값 352.0일이었다(Figure 10).

Figure 10. Distribution of dual anti-platelet therapy duration with aspirin and
clopidogrel in initial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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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에서

DAPT

처방지속기간

분포는

180일

미만이

12,324명(28.1%), 180-365일 미만이 10,902명(24.9%), 365730일 미만이 15,226명(34.8%), 730-1095일 미만이 4,088명
(9.3%), 1095 일 이상이 1,242명(2.8%)이었다. PDC는 전체
DAPT사용군에서 0.25 미만이 9.7%, 0.25-0.75 미만이 3.2%,
0.75 이상이 3.7%이었다. DAPT 지속기간이 365-730일 미만인
군에서는 0.25 미만이 10.2%, 0.25-0.75 미만이 2.4%, 0.75 이
상이 2.7%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Distribution of proportion of days covered for proton pump inhibitors
by persistent duration of dual anti-platelet therapy in initial cohort
DAPT

Number

Proportion of days covered for PPI

of

0

<0.25

0.25≤ <0.75

≥0.75

patients

(%)

(%)

(%)

(%)

<30

2,769

(79.1)

(10.7)

(1.9)

(8.4)

30≤ <90

4,352

(78.9)

(8.9)

(5.0)

(7.3)

90≤ <180

5,203

(80.8)

(9.6)

(5.4)

(4.2)

180≤ <365

10,902

(83.8)

(9.7)

(3.4)

(3.1)

365≤ <730

15,266

(84.8)

(10.2)

(2.4)

(2.7)

730≤ <1095

4,088

(86.0)

(9.3)

(2.4)

(2.3)

≥1095

1,242

(88.0)

(8.0)

(1.2)

(2.8)

Total

43,822

(83.3)

(9.7)

(3.2)

(3.7)

duration (days)

DAPT: dual anti-platelet therapy; PPI: proton pump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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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톤펌프억제제 병용에 따른 심근경색증 재발위험 비교

가) 최초 코호트
MI 재발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을 때, PPI 병용군에서 발생률
이 더 높았으며, 시간에 따라 위험이 변화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11).

Red: PPI user

Blue: PPI non-user

Figure 11. Survival curve for the risk of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in dual anti-platelet therapy with aspirin and clopidogrel by use of
proton pump inhibitors, before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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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T 코호트 구성원 가운데 PPI 비사용군에서는 37,303인년의
관찰기간 동안 MI 재발이 3,827건 발생하여 100인년당 10.3건의
발생률을 보였고, PPI 사용군에서는 6,510인년의 관찰기간 동안 MI
재발이 976건 발생하여 100인년당 15.0건의 발생률을 보였다. 교
란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상대위험도는 1.43(1.33-1.53)이었다. 교
란요인을 보정한 상대위험도는 1.35(1.24-1.46)로 PPI 사용군에
서 1. 35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MI 재발위험이 증가하였다. PPI
성분별로 상대위험도를 평가하였을 때, 오메프라졸 1.13(0.931.38),

판토프라졸

1.32(1.17-1.49),

란소프라졸

1.38(1.21-

1.57), 라베프라졸 1.27(1.07-1.51), 에소메프라졸 1.43(1.121.83)이었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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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isk of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and proton pump inhibitor combination therapy in dual anti-platelet therapy with
aspirin and clopidogrel, before propensity score matching (n=43,822)
PPI use

Event (%)

Sum of Recurrent rate (/100
person-years person-years)

cHR [95% CI]

aHR [95% CI]

No (n=36,512)

3,827 (10.5)

37,303

10.3

Reference

Reference

Yes (n=7,310)

976 (13.4)

6,510

15.0

1.43 [1.33 - 1.53]

1.35 [1.24 - 1.46]

Omeprazole (n=855)

101 (11.8)

762

13.3

1.25 [1.03 - 1.52]

1.13 [0.93 - 1.38]

Pantoprazole (n=2,361)

319 (13.5)

,109

15.1

1.38 [1.26 - 1.51]

1.32 [1.17 - 1.49]

Lansoprazole(n=1,942)

274 (14.1)

1,785

15.4

1.46 [1.32 - 1.69]

1.38 [1.21 - 1.57]

Rabeprazole (n=1,131)

142 (12.6)

996

14.3

1.36 [1.15 - 1.60]

1.27 [1.07 - 1.51]

Esomeprazole (n=487)

69 (14.2)

399

17.3

1.55 [1.22 - 1.97]

1.43 [1.12 - 1.83]

459

15.5

1.47 [1.17 - 1.86]

1.29 [1.02 - 1.64]

By PPI generic name

Switching (n=534)

71

(13.3)

PPI: Proton pump inhibitors
* Crude hazard ratio (cHR) or adjusted hazard ratio (aH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by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 Adjusted for adjusting for gender, age, diagnosis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astric ulcer, duodenal ulcer,
peptic ulcer, gastrojejunal ulcer or gastritis and duodenitis, use of systemic steroid, other antiplatelet drugs, non-selective non-steroidal inflammatory drugs,
COX-2 selective NSAIDs, Histaime-2 receptor antagonist, misoprostol, anti-acids, 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ERD or other drugs for acid related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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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성분별 MI 재발위험에 대한 용량-반응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PDC에 따른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DAPT 코호트 구성원 가
운데 PPI 비사용군과 비교하여 PDC 0.25 미만인 경우 교란요인을
보정한 MI 재발 상대위험도는 1.18(1.07-1.30), 0.25-0.75 미만
인 경우 1.72(1.50-1.98), 0.75 이상인 경우 1.58(1.37-1.8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 분석에서는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의 경우
PDC가 0.25 미만인 경우 MI 재발 상대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메프라졸 사용군에서 0.25-0.75 미
만인 군에서 1.56(1.05-2.32), 0.75 이상인 군에서 1.88(1.153.07) MI 재발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p-for trend<0.01), 라
베프라졸 사용군에서 PDC 0.25 미만인 군에서는 상대위험도가
1.10(0.88-1.37)으로 MI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은 반면,
0.25-0.75 미만인 군에서 1.53(1.07-2.20), 0.75 이상인 군에서
1.76(1.21-2.54)

유의하게

높이는

trend<0.01)(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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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p-for

Table 11. Risk of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and proton pump inhibitor combination therapy in dual anti-platelet therapy with
aspirin and clopidogrel, according to proportion of days covered of proton pump inhibitors among initial cohort (n=43,822)

Generic name
Any PPI

Omeprazole

Pantoprazole

Lansoprazole

PPI use*
0

Event (%)

Sum of

Recurrent rate
(/100 person-

person-years

cHR [95% CI]

aHR [95% CI] ‡
Reference

years)

p-for
trend§

3,827 (10.5)

37,303

10.3

Reference

<0.25

533 (12.5)

4,198

12.7

1.22 [1.11 - 1.33]

1.18 [1.07 - 1.30] <.0001

0.25≤ <0.75

224 (15.9)

1,115

20.1

1.86 [1.63 - 2.13]

1.72 [1.50 - 1.98]

≥0.75

219 (13.4)

1,198

18.3

1.75 [1.53 - 2.01]

1.58 [1.37 - 1.83]

<0.25

60 (10.3)

571

10.5

1.00 [0.78 - 1.30]

0.93 [0.72 - 1.20] <.0001

0.25≤ <0.75

25 (15.2)

125

20.0

1.81 [1.22 - 2.69]

1.56 [1.05 - 2.32]

≥0.75

16 (14.5)

66

24.4

2.21 [1.35 - 3.60]

1.88 [1.15 - 3.07]

<0.25

162 (11.8)

1,346

12.0

1.14 [0.98 - 1.34]

1.07 [0.91 - 1.26] <.0001

0.25≤ <0.75

85 (20.3)

318

26.8

2.53 [2.04 - 3.14]

2.24 [1.80 - 2.78]

≥0.75

72 (12.7)

446

16.2

1.62 [1.28 - 2.05]

1.41 [1.11 - 1.79]

<0.25

159 (14.2)

1,139

14.0

1.37 [1.17 - 1.61]

1.30 [1.11 - 1.53] <.0001

56 (14.6)

318

17.6

1.69 [1.29 - 2.19]

1.52 [1.17 - 1.99]

0.25≤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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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eprazole

Esomeprazole

≥0.75

59 (13.5)

328

18.0

1.72 [1.33 - 2.22]

1.50 [1.16 - 1.95]

<0.25

83 (11.7)

691

12.0

1.16 [0.93 - 1.44]

1.10 [0.88 - 1.37] <.0001

0.25≤ <0.75

30 (14.7)

166

18.1

1.66 [1.16 - 2.37]

1.53 [1.07 - 2.20]

≥0.75

29 (13.4)

140

20.7

1.95 [1.35 - 2.81]

1.76 [1.21 - 2.54]

<0.25

42 (15.2)

248

16.9

1.54 [1.13 - 2.08]

1.45 [1.06 - 1.97] <.0001

9 (08.7)

75

11.9

1.02 [0.53 - 1.97]

0.99 [0.51 - 1.91]

≥0.75

1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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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2.18 [1.38 - 3.47]

1.81 [1.13 - 2.88]

<0.25

27 (13.6)

203

13.3

1.28 [0.88 - 1.87]

1.18 [0.80 - 1.72] <.0001

0.25≤ <0.75

19 (13.9)

113

16.8

1.59 [1.01 - 2.50]

1.39 [0.88 - 2.19]

≥0.75

25 (12.6)

143

17.5

1.66 [1.12 - 2.45]

1.36 [0.91 - 2.03]

0.25≤ <0.75
Switching

PPI: Proton pump inhibitors
* PPI use categorized by proportion of days covered (total days proton pump inhibitor available/days of dual anti-platelet therapy).
† Crude hazard ratio (cHR) or adjusted hazard ratio (aH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by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 Adjusted for adjusting for gender, age, diagnosis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astric ulcer, duodenal ulcer,
peptic ulcer, gastrojejunal ulcer or gastritis and duodenitis, use of systemic steroid, other antiplatelet drugs, non-selective non-steroidal inflammatory drugs,
COX-2 selective NSAIDs, Histaime-2 receptor antagonist, misoprostol, anti-acids, 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ERD or other drugs for acid related
disorders.
§p-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likelihood rati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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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에서 MI 재발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
었을 때, PPI 병용군에서 발생률이 더 높았다(Figure 12).

Red: PPI user

Blue: PPI non-user

Figure 12. Survival curve for the risk of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in dual anti-platelet therapy with aspirin and clopidogrel by use of
proton pump inhibitors,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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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T 코호트에서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1:1 짝짓기를 수행하고,
MI 재발위험을 분석한 결과, 기준처방일 이후, 베타차단제, 칼슘채
널차단제, ARB, ACEI, 스타틴, 항혈소판제 사용여부를 보정한 상대
위험도는 1.26 (1.14-1.38)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PPI 성분별로 위험도를 평가하였을 때, 보정한 이후 상대위험도
가 오메프라졸에서1.00(0.81-1.25), 판토프라졸에서 1.31(1.141.50),

란소프라졸에서

1.29(1.12-1.49),

라베프라졸에서

1.20(1.00-1.45), 에소메프라졸에서 1.48(1.15-1.73)로 판토프
라졸, 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사용군에서 유의하였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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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isk of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and proton pump inhibitor combination therapy in dual anti-platelet therapy with
aspirin and clopidogrel,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N=13,692)
Sum of Recurrent rate
Event (%)

person (/100 person-

cHR [95% CI]

aHR [95% CI]

-years years)
Any PPIs
No (n=6,846)

771 (11.3)

6,673

11.6

Reference

Reference

Yes (n=6,846)

905 (13.2)

6,147

14.7

1.25 [1.14 - 1.38]

1.26 [1.14 - 1.38]

92 (11.3)

729

12.6

1.06 [0.86 - 1.32]

1.01 [0.81 - 1.25]

Pantoprazole (n=2,200)

295 (13.4)

1,974

14.9

1.28 [1.12 - 1.46]

1.31 [1.14 - 1.50]

Lansoprazole (n=1,816)

255 (14.0)

1,686

15.1

1.31 [1.14 - 1.51]

1.29 [1.12 - 1.49]

Rabeprazole (n=1,066)

132 (12.4)

951

13.9

1.18 [0.98 - 1.42]

1.20 [1.00 - 1.45]

Esomeprazole (n=457)

67 (14.7)

381

17.6

1.41 [1.10 - 1.81]

1.48 [1.15 - 1.90]

Switching (n=492)

87 (17.7)

426

20.4

1.28 [0.99 - 1.66]

1.34 [1.03 - 1.73]

By PPI generic name
Omeprazole(n=815)

PPI: Proton pump inhibitors, PDC: Proportion of days covered,
* Crude hazard ratio (cHR) or adjusted hazard ratio (aH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by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 Adjusted for adjusting for use of anti-hypertensives and antiplatelet drugs during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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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성분별 MI 재발위험에 대한 용량-반응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PDC에 따른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DAPT 코호트 구성원 가
운데 PPI 비사용군과 비교하여 PDC 0.25 미만인 경우 교란요인을
보정한 MI 재발 상대위험도는 1.06(0.95-1.19) 높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0.25-0.75 미만인 경우 1.68(1.441.96), 0.75 이상인 경우 1.55(1.33-1.8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분별 분석에서는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라베프
라졸의 경우 PDC가 0.25 미만인 경우 MI 재발 상대위험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메프라졸 사용군에서
0.25-0.75 미만인 군에서 1.43(0.93-2.19), 0.75 이상인 군에서
1.67(1.00-2.79)

MI

재발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p-for

trend<0.01), 라베프라졸 사용군에서 PDC 0.25 미만인 군에서는
상대위험도가1.00(0.79- 1.27)으로 MI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은 반면, 0.25-0.75 미만인 군에서 1.56(1.08-2.25), 0.75 이상
인 군에서 1.78(1.21-2.61) 유의하게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pfor trend<0.01)(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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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isk of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and proton pump inhibitor combination therapy in dual anti-platelet therapy with
aspirin and clopidogrel, according to proportion of days covered of proton pump inhibitors among propensity score matched
cohort (N=13,692)
Generic name
Any PPI

Omeprazole

Pantoprazole

Lansoprazole

PPI use*

Event (%)

personyear

Recurrent rate
(/100 person-

cHR [95% CI]

aHR [95% CI] ‡
Reference

years)

p-for
trend§

0

771 (11.3)

6,673

11.6

Reference

<0.25

497 (12.3)

3,997

12.4

1.07 [0.96 - 1.20]

1.06 [0.95 - 1.19] <.0001

0.25≤ <0.75

209 (15.8)

1,044

20.0

1.63 [1.40 - 1.90]

1.68 [1.44 - 1.96]

≥0.75

199 (13.3)

1,105

18.0

1.52 [1.30 - 1.78]

1.55 [1.33 - 1.81]

<0.25

55 (9.8)

552

10.0

0.85 [0.65 - 1.12]

0.83 [0.63 - 1.09] <.0001

0.25≤ <0.75

22 (14.5)

114

19.2

1.54 [1.01 - 2.35]

1.43 [0.93 - 2.19]

≥0.75

15 (15.0)

62

24.0

1.91 [1.15 - 3.19]

1.67 [1.00 - 2.79]

<0.25

153 (11.8)

1,276

12.0

1.02 [0.86 - 1.22]

1.04 [0.87 - 1.24] <.0001

0.25≤ <0.75

78 (20.3)

290

26.9

2.23 [1.77 - 2.82]

2.31 [1.83 - 2.92]

≥0.75

64 (12.3)

408

15.7

1.39 [1.08 - 1.80]

1.45 [1.12 - 1.87]

<0.25

148 (14.0)

1,079

13.7

1.21 [1.01 - 1.44]

1.17 [0.98 - 1.39] <.0001

54 (14.6)

308

17.5

1.48 [1.13 - 1.96]

1.52 [1.16 - 2.01]

0.25≤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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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eprazole

Esomepeazole

≥0.75

53 (13.5)

298

17.8

1.49 [1.13 - 1.97]

1.50 [1.13 - 1.98]

<0.25

75 (11.2)

663

11.3

0.98 [0.77 - 1.24]

1.00 [0.79 - 1.27] <.0001

0.25≤ <0.75

30 (15.5)

159

18.9

1.54 [1.07 - 2.22]

1.56 [1.08 - 2.25]

≥0.75

27 (13.5)

130

20.7

1.72 [1.17 - 2.52]

1.78 [1.21 - 2.61]

<0.25

40 (15.2)

238

16.8

1.36 [0.99 - 1.87]

1.42 [1.03 - 1.95] <.0001

9 (9.1)

73

12.3

0.94 [0.49 - 1.82]

1.07 [0.55 - 2.06]

≥0.75

18 (18.9)

70

25.7

2.09 [1.31 - 3.34]

2.08 [1.30 - 3.32]

<0.25

26 (14.1)

189

13.7

1.19 [0.80 - 1.75]

1.16 [0.79 - 1.72] <.0001

0.25≤ <0.75

16 (13.1)

100

16.1

1.36 [0.83 - 2.23]

1.45 [0.88 - 2.39]

≥0.75

22 (11.9)

137

16.1

1.36 [0.89 - 2.08]

1.52 [0.99 - 2.33]

0.25≤ <0.75
Switching

PPI: Proton pump inhibitors
* PPI use categorized by proportion of days covered (total days proton pump inhibitor available/days of dual anti-platelet therapy).
† Crude hazard ratio (cHR) or adjusted hazard ratio (aH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by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 Adjusted for adjusting for use of anti-hypertensives and antiplatelet drugs during follow-up.
§p-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likelihood rati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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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T 코호트에서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1:1 짝짓기를 수행하
고, 성별, 연령군, PCI시술여부,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동반
여부 PS에 따라 층화하여 상대위험도를 평가하였을 때, 남성에서는
1.25(1.11-1.41), 여성에서는 1.26(1.08-1.48), 30-64세군에서
는 1.29(1.11-1.49) 65세 이상 군에서는 1.24(1.09-1.41), PCI
시술력 있는 경우 1.29(1.14-1.45), PCI 시술력이 없는 경우
1.24(1.06-1.45) 이었다, 고혈압환자에서 1.28(1.16-1.42) 당뇨
병환자에서

1.30(1.15-1.46)

1.22(1.05-1.43),

당뇨병을

만성신장질환을

동반하지

동반하지

않은
않은

경우
경우

1.26(1.14-1.39), 성향점수가 0.25 미만인 군에서 1.54(1.321.80)로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경
우 1.13(0.83-1.53), 만성신장질환환자에서 1.23(0.88-1.71), 성
향점수가 0.25 이상인 군에서는 1.10(0.97-1.24)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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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Hazard ratio for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in subgroups treated with proton pump inhibitors
Variable

Gender
Age
PCI performed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Chronic renal failure
Propensity score

Patients not

Patients

receiving a PPI

receiving PPI

Event (%)

Event (%)

cHR [95% CI]

aHR [95% CI]

Male (n=8,847)

491 (11.0)

569 (12.9)

1.25 [1.11 - 1.41]

1.25 [1.11 - 1.41]

Female (n=4,845)

280 (11.7)

336 (13.7)

1.25 [1.07 - 1.46]

1.26 [1.08 - 1.48]

30-64 (n=5,976)

326 (11.1)

400 (13.2)

1.28 [1.11 - 1.48]

1.29 [1.11 - 1.49]

65+ (n=7,716)

445 (11.4)

505 (13.2)

1.23 [1.08 - 1.40]

1.24 [1.09 - 1.41]

Yes (n=8,443)

482 (11.5)

578 (13.6)

1.26 [1.11 - 1.42]

1.29 [1.14 - 1.45]

No (n=5,249)

289 (10.9)

327 (12.6)

1.24 [1.06 - 1.46]

1.24 [1.06 - 1.45]

Yes (n=12,024)

701 (11.5)

806 (13.6)

1.28 [1.16 - 1.42]

1.28 [1.16 - 1.42]

No (n=1,668)

70 (09.6)

99 (10.6)

1.10 [0.81 - 1.50]

1.13 [0.83 - 1.53]

Yes (n=7,890)

483 (11.9)

549 (14.4)

1.28 [1.14 - 1.45]

1.30 [1.15 - 1.46]

No (n=5,802)

288 (10.4)

356 (11.8)

1.22 [1.05 - 1.43]

1.22 [1.05 - 1.43]

Yes (n=925)

67 (14.6)

74 (15.8)

1.20 [0.86 - 1.67]

1.23 [0.88 - 1.71]

No (n=12,767)

704 (11.0)

831 (13.0)

1.26 [1.14 - 1.39]

1.26 [1.14 - 1.39]

< 0.25 (n=5,428)

287 (10.5)

384 (14.3)

1.50 [1.29 - 1.75]

1.54 [1.32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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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 (n=8,264)

484 (11.8)

521 (12.5)

1.11 [0.98 - 1.26]

1.10 [0.97 - 1.24]

PPI: Proton pump inhibitors,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 Crude hazard ratio (cHR) or adjusted hazard ratio (aH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by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 Adjusted for adjusting for use of anti-hypertensives and antiplatelet drugs during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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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 규모 평가
본 연구에서의 관찰값을 가지고 통계적 검정력을 산출하였다.
DAPT 최초코호트에서 사용군과 비사용군의 비는 1:5이었고, MI
재발의 사건수는 4,803이었다. PPI 비노출군에 대한 노출군의 위험
도는 1.43이었다. 이 경우, 콕스비례위험모델에서 제1종 오류를 5%
로 하였을 때, 산출된 통계적 검정력은 99%이었다. PPI 사용군과
비사용군을 1:1로 짝지은 코호트에서 MI 재발 사건수는 1,676건이
었고, 콕스비례위험모델에서 제1종오류를 5%로 하였을 때, 계산된
통계적 검정력은 71%이었다(Table 15).

Table 15. Statistical power based on the observed values in this study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Model

Cohort

RR

Exposure
ratio

Observed Power
number of
Event

Cox

Initial cohort

1.43

1:5

4,803

99%

regression

PS matched cohort

1.23

1:1

1,676

71%

PS: Propens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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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교차연구
1) 연구대상자 특징
MI로 인한 최초 입원 이후, MI 재발이 일어나고, 관찰기간 동안
DAPT 치료가 유지된 환자는 3,583명이었으며, 환자-교차연구 분
석대상이 되었다.

3,583명 중 남성이 72.3%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62.9세(±
표준편차 12.3)이었다. 이 가운데 이전 1년 동안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2,081건

1,401명(39.1%).

(58.0%),

이상지질혈증으로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진단받은
환자는

환자는
2,077명

(58.0%),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729명(20.3%), 심부전으로
진단받은 환자 327명(9.1%)이었다. 소화기계질환은 위염 및 십이
지장궤양 29.4%, 위식도역류성질환 8.7%, 위궤양 7.7%, 소화성궤
양 3.6%로 나타났다(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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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n aspirin and clopidogrel
users; a case-crossover study
All cases
Characteristics

Patients
N (%)

Gender
Male

2,592 (72.3)

Female

911 (25.4)

Age at index date
(Mean±SD)

(62.9

±12.3)

30-44

258 (7.2)

45-64

1,603 (44.7)

65-74

1,023 (28.6)

75+

699 (19.5)

Comorbidity
Angina

729 (20.3)

Heart failure

327 (9.1)

Essential hypertension

2,081 (58.1)

Dyslipidemia

2,077 (58.0)

Diabetes mellitus

1,401 (39.1)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order

182 (5.1)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311 (8.7)

Gastric ulcer

276 (7.7)

Duodenal ulcer

36 (1.0)

Peptic ulcer

128 (3.6)

Gastritis and duodenitis

1,052 (29.4)

Depression

87 (2.4)

Chronic renal failure

160 (4.5)

Total

3,583 (100.0)

SD: Standardize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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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입원과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 간의
연관성 분석

MI로 인한 최초 입원 이후, 재발이 일어나고, 관찰기간 동안
DAPT 치료가 유지된 환자는 3,583명이었다.

총 3,583건의 위험기간과 14,332건의 대조기간을 1:4 짝짓기하
였고, 기준시점으로부터 28일의 간격을 두고, 14일의 시간창을 적용
하여 대응위험도와 95%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조건부 로지스틱회
귀분석을 통해 산출한 전체 PPI의 보정대응위험도 (adjusted OR,
aOR)는 1.35(95%CI 1.05-1.75)로 산출되었으며, 판토프라졸 외
PPI사용은 1.56(95%CI 1.16-2.10) MI 재발위험을 높였다. .

PPI 성분별로 MI 재발위험의 aOR를 산출한 결과, 오메프라졸
사용은1.62(95%CI 0.83-3.15), 판토프라졸 사용은 1.02(95%CI
0.61-1.72), 란소프라졸 사용은 1.26(95%CI 0.78-2.04), 에소메
프라졸 사용은 2.01(95%CI 0.84-4.79)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나, 라베프라졸 사용은 1.89 (95%CI 1.13-3.18) MI
재발위험을 높였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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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isk of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for the use of proton pump inhibitors within 14-day risk windows in aspirin and
clopidogrel users
Hazard period
Event N Total N (%)
All PPIs

Control period

PPI exposed number in each
4 matched control periods

Event N Total N (%)

1st

2nd

3rd

4th

OR ‡ (95% CI)

aOR§ (95% CI)

116

3,583 (3.2)

338 14,332 (2.4)

81

79

89

89

1.51 [1.18 - 1.92]

1.35 [1.05 - 1.75]

92

3,378 (2.7)

251 13,512 (1.9)

64

54

66

67

1.66 [1.26 – 2.20]

1.56 [1.16 - 2.10]

Omeprazole

18

2,326 (0.8)

41

9,304 (0.4)

15

10

9

7

2.04 [1.08 - 3.85]

1.62 [0.83 - 3.15]

Pantoprazole

25

2,380 (1.1)

88

9,520 (0.9)

17

25

23

23

1.16 [0.72 - 1.88]

1.02 [0.61 - 1.72]

Lansoprazole

32

2,656 (1.2)

107 13,512 (1.0)

24

24

30

29

1.26 [0.80 - 1.98]

1.26 [0.78 - 2.04]

Rabeprazole

32

2,424 (1.3)

80

9,696 (0.8)

20

17

20

23

1.88 [1.16 - 3.06]

1.89 [1.13 - 3.18]

Esomeprazole

11

2,167 (0.5)

26

8,668 (0.2)

9

3

6

8

1.86 [0.85 - 4.04]

2.01 [0.84 - 4.79]

PPIs except
pantoprazole

PPI: Proton pump inhibitor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OR: adjusted odds ratio
* Crude odds ratio (c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by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 Adjusted odds ratio (a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by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use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nitroglycerin, systemic steroid, non-selective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other antiplatelet medications, histamine2 receptor antagonists,
prostaglandins, and the other generic of P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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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기간과 시간창을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민감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개기간을 28일로 하고, 시간창을 7일로 하였을 때,
PPI 사용과 MI 재발위험 사이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21, 0.89-1.65), 시간창 14일인 경우 (1.35, 1.05-1.75), 28일
인 경우 (1.32, 1.02-1.72)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중개
기간이 56일 이고, 시간창이 7일인 경우 (1.57, 1.14-2.17), 14일
인 경우 (1.39, 1.06-1.83)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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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isk of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for the use of proton pump inhibitors within different intervening period and risk
windows in aspirin and clopidogrel users
Hazard period
Event N Total N (%)

Control period

PPI exposed number in each
4 matched control periods

Event N Total N (%)

1st

2nd

3rd

4th

OR ‡ (95% CI)

aOR§ (95% CI)

Intervening period; 28 days
7 days

70

4,038 (1.7)

208 16,152 (1.3)

59

43

58

48

1.40 [1.05 - 1.87]

1.21 [0.89 - 1.65]

14 days

116

3,583 (3.2)

338 14,332 (2.4)

81

79

89

89

1.51 [1.18 - 1.92]

1.35 [1.05 - 1.75]

28 days

140

2,870 (4.9)

368 11,480 (3.2)

112

111

123

134

1.28 [1.01 -1.62]

1.32 [1.02 - 1.72]

Intervening period; 56 days
7 days

66

3,367 (1.8)

168 14,668 (1.1)

35

48

40

45

1.64 [1.21 - 2.21]

1.57 [1.14 - 2.17]

14 days

103

3,317 (3.1)

289 13,268 (2.2)

74

75

67

73

1.57 [1.21 - 2.02]

1.39 [1.06 - 1.83]

28 days

126

2,474 (5.0)

462

100

109

115

138

1.11 [0.86 - 1.43]

1.15 [0.88 - 1.51]

9,896 (4.7)

PPI: Proton pump inhibitor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OR: adjusted odds ratio
* Crude odds ratio (c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by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 Adjusted odds ratio (a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by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use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nitroglycerin, systemic steroid, non-selective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other antiplatelet medications,
histamine2 receptor antagonists and prostagland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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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가.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5년 간의 대규모 자
료를 이용하여 후향적 코호트연구와 환자-교차연구를 수행하여
AMI 환자에서 DAPT와 PPI 병용에 따른 MI 재발위험을 비교하였
다.

PPI 사용군과 비사용군 간 성향점수로 짝짓고 교란변수의 영향을
보정하였을 때, PPI 병용이 MI 재발위험을 1.26배(95%CI 1.14 1.38) 높였다. PDC에 따른 층화분석 결과, PDC가 0.25 미만인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1.06, 0.95-1.19), 0.75
이상인 경우 0.75 이상인 경우 MI 재발위험이 증가하여(1.55,
1.33-1.81), 용량-반응관계 경향성을 보였으며, PPI 성분별 분석
에서도 유의하였다(p-for trend<.0001).

MI 재발한 환자 자신이 대조군이 되는 환자-교차연구에는 3,583
명이 포함되었으며, 교란변수를 보정한 이후, PPI병용에 따른 MI 재
발 대응위험도는 1.35(1.05-1.75)로 유의하였다. 성분별 분석 결
과, 판토프라졸을 제외한 PPI(1.56, 1.16-2.10)와 라베프라졸에서
유의하였다(1.87,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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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항적 코호트연구와 환자-교차연구 결과 해석
인과성을 평가하는 주요기준인 시간적 선후관계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와 환자-교차연구 자체에서 충족하며, 환자-교차연구에서14일
이내 PPI 병용이 MI 재발위험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련성의
강도에 있어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연구, 환자-교차연구에서 모
두 PPI 사용과 MI 재발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성향
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에서 PDC에 따라 MI 재발 수준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는데, PDC 0.25 미만인 경우 MI 재발위험이 유의하
게 증가하지 않았으며(에소메프라졸 외), 0.25 이상 0.75 미만인
경우 MI 재발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오메프라졸, 에소메프
라졸 외), 성분별 분석에서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에서 0.75 이
상인 경우 MI 재발위험 수준이 더 높아지는 용량-반응 관계가 나
타났다.

후향적 코호트연구 및 환자-교차연구에서 PPI 사용이 MI 재발위
험을 높이는 것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선행 관찰적 연구에서 아스
피린과 PPI의 상호작용(Charlot, 2011), 클로피도그렐과 PPI의 상
호작용의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Burkard, 2012; Dunn,
2008; Evanchan, 2010; Goodman, 2012; Ho, 2009; Huang, 2010;
Juurlink, 2009; Kreutz, 2010; Munoz-Torrero, 2011; Pezalla,
2008; Schmidt, 2012; Stockl, 2010; Valkhoff, 2011; Van Boxe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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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와 비교

본 연구에서 AMI 이후 90일 이내 항혈소판제 사용양상을 평가하
였을 때, DAPT군이 가장 다빈도로 관찰되었고, DAPT군에서 PCI
시술 환자 분율이 약 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DAPT 요법을
적용하는 경우 출혈위험이 높아져 PPI 사용할 것을 우선적으로 권
고하고 있어(Abraham, 2010), 이들 약물을 병용하였을 때에도 MI
재발위험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PCI 환자 또는 ACS 환자를 대상으로 DAPT사용군에서 PPI 병
용과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 MI, 뇌졸중, 혈관성형술 발생위
험을 6개월 동안 추적관찰한 RCT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Bhatt, 2010), 기존 진료지침에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PPI 사용을 권고하는 근거가 되었다.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적용한
연구에서도 유의한 위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Gaspar, 2010;
Harjai, 2011; Hsiao, 2011; Sarafoff, 2010; Tentzeris, 2010). 그
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통계적 검
정력이 낮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타이완에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가 유
의하지 않게 보고되었는데 최종 연구대상이 1,244명으로 역시 규모
가 충분히 크지 않았고, 추적관찰 기간이 1년 이었으나(Hsiao,

94

2011), 본 연구에서 13,692명에 대하여 최대 4개년 동안 추적관찰
하였다.

Douglas 등은 영국 심근경색등록자료, 일차진료연구데이터베이스,
사망자료를 연계하여 DAPT 사용한 MI 환자에서 PPI 병용과 사망
또는 MI 발생위험에 대하여 후향적 코호트연구, 자가-대조 환자군
연구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후향적

코호트연구

결과

aHR

1.37(1.27-1.48)로 유의한 위험 증가가 나타났으나, 자가-대조
환자군연구(self-controlled case series study)에서는 보정한 상대
위험도(adjusted rate ratio)가 0.75 (0.55-1.01)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Douglas, 2012). 저자들은 환자 내 비교를 한 설
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 근거하여 PPI 사용으로
인한 DAPT 치료효과 저하는 환자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일 가능
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후향적 코호트연
구를 적용하였을 때, 모두 유의한 위험 증가가 나타난 반면, 환자
자신이 대조군이 되는 연구설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가-대조 환자군연구를 수행하여 PPI 사용기간과 비
사용기간에 재발률을 비교하여 상대위험도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
서는 환자-교차연구를 적용하여 재발 직전 14일과 이전 기간을 비
교하여 대응위험도를 제시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4) 생물학적 기전 및 연구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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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와 항혈소판제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에서 PPI 병용으로 인한
항혈소판제의 효과 감소는 CYP2C19에 대한 경쟁적 저해를 통해
일어나며, PPI 성분별로 CYP 주대사효소가 다름에 기인하여 효과
감소에

성분별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Cuisset,

2009;

Ferreiro, 2010; Gilard, 2006; Neubauer, 2010; Sibbing, 2009).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은 CYP2C19을
통해 대사되며, 판토프라졸은 CYP 3A4를 주대사효소로 하여 판토
프라졸은 항혈소판 효과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
나, 실제 임상적 효과가 확인된 경우는 드물었다. 코호트내 환자-대
조군연구에서 PPI 전체에서는 유의한 위험 증가가 나타났으나, 판
토프라졸 사용한 경우 유의한 위험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
된바 있다(Jurrlink, 2009). 그러나, 대부분 관찰적 연구에서 PPI
사용은 유의하게 위험을 증가시켰으나, 성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Burkard, 2012; Evanchan, 2010; Goodman, 2012;
Schmidt, 2012; Van Boxel, 2010).

본 연구 결과,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에서 PPI 병용이 유의하
게 MI 재발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분별로는 판토프라
졸, 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났다. PDC가 0.25보다 작은 군에서는 에소메프라졸 외 성분에서
MI 재발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0.75 이상인 경우 MI 재발위험
이 유의하게 높았다. 환자-교차연구에서는 14일 이내 PPI 사용이
MI 재발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PPI 사용 이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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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처방기간이 DAPT 처방기간과 장기간 중복될 경우 MI 재발
예방을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판토프라졸의 경우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에서는 PPI 병용이 유의하게 MI 재발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DC가 0.25 미만인 군에서는 MI 재발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1.04, 0.87-1.24), 개인별 요인을 통제한 환자
-교차연구에서 14일 이내 판토프라졸 외 PPI 사용은 보정한 대응
위험도가 1.56(1.05-1.7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판토프라졸 사
용과 MI 재발의 보정한 대응위험도 점추정치가 1.02이었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약물대사효소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로, DAPT 처방 환자에서 PPI 병용이 필요한 경우
판토프라졸의 단기간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항혈소판의 반응성과 CYP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
표되었으나,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RCT에서 탐색
적 연구로 CYP2C19 대립형질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유의한 효과감소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O'Donoghue, 2009),
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CYP2C19 유전형질에 따른 유의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Simon, 2011). 최근 발표된 메타분석
에서는 CYP2C19 유전자형 변화가 주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
을 유의하게 높이지 않으며, 클로피도그렐의 임상적 효과 감소에 영
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Bauer, 2011; Zabalza, 2012). 본 연구에서 환자-교차연구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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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을 때에도 PPI 사용이 MI 재발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유전자형에 의한 항혈소판제 반응성 차이가 없더라도 PPI 사용할
경우 MI 재발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항혈소판제 사용과 무관하게, PPI 사용이 독립적으로 심혈관계 발
생 위험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어(Charlot, 2010), 이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흡연, 비만은 PPI 의 적용증인 GERD
위험요인이 동시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므로 PPI 사용군의
기저상태 MI 재발위험이 높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Van
Boxe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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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1) 후향적 코호트연구

심평원자료를 이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항혈소판제 처방양상
과 PPI 병용에 대한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약물 노출을 평가하여 분류비뚤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내원이 필
요한 MI 발생 및 재발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PPI 병용 및
MI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저질환 및 동반 사용 약물 정보
를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 노출군을 분류하고, 순응도를 고려한 측정법
을 적용하여 처방기록, 약효지속기간을 평가하였다. 또한 성향점수
를 이용한 짝짓기를 수행하여 PPI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
환, 동반약제 사용 등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응증에 의한 교란
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 환자-교차연구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대조군 역할을 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으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의 영향을
보정하게 되므로, 대규모 자료에 제한된 정보만이 담겨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Schneeweiss, 1997; Maclure, 2000). CYP2C19
유전자 형질이 클로피도그렐의 반응 가변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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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ldiner, 2009; Goodman, 2012), 흡연, 비만 등 생활습관에 대
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연구설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
였다.

또한, 환자-교차연구설계는 노출요인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비교
적 짧은 시간 내에 발현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
다. PPI 사용에 의한 항혈소판제 치료감소는 혈소판의 체내 수명에
따라 10일 이내로 알려져 있으며(Ferrari, 2005; Savi, 1998;
Schafer, 1996), 기존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원인적 요
인에 노출된 이후 3일 이내(Valkhoff, 2011), 30일 이내(Juurlink,
2009) 유의한 위험 증가가 보고되어 단기간의 약물노출에 따른 MI
재발위험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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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장단점 및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는 2007-11년도 심평원자료를 이용하여 MI로 입원하거
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현황을 대표성 있게 파악하였으며,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
으로 한 관찰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인구집단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대상자를 AMI 로 인한 입원 이후 외래
에서 DAPT를 처방받은 환자로 제한하여 대상자의 중증도 차이를
최소화하고, 비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상환자의 진
단명, 이전 약물사용력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향점수 짝짓기를 시
행하였으며, 측정되지 않은 교란요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환
자 자신이 대조군이 되는 환자-교차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크레아티닌 키나제, 트로포닌 등 MI 진단에
활용하는 임상검사 수치 및 중증도,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자료에서 활용가능한 최대한의
변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측정되지
않은 임상적/사회경제적 교란요인 영향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
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급성 심근경색증(I21)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대상 질
환으로 선정되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008년부터 진료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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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체 입원 주상병 일치율은 75.3%로 보고되었으며(Park,
2003), 심평원자료의 심장질환 상병기호에 대한 정확도 조사 연구
가 수행되었는데,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상
병기호가 입력되어 있고 연구참여동의서가 확보된 한국인심장연구
코호트(Korean Heart Study cohort) 구성원을 대상으로 퇴원기록
과 진단명이 일치하는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 한 결과
분석에 포함된 107명에서 I21x의 진단명 정확도는 70% 이상으로
국외 보험청구자료와 비교하여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Kimm, 2012). 그러나, 진단명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
에 MI 재발이 오분류(misclassification)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I 과거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MI 이후 재발
로 인한 내원이 아님에도, 기저질환이 주진단명 또는 부진단명으로
기재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PPI 사용군과 비사용군에서 MI
재발의 오분류 가능성은 비슷한 정도로 예상되며, 비편향적 비뚤림
이 일어난 경우에는 상대위험도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방향(toward the null)으로 비뚤림이 일어나므로,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PPI 사용군과
비사용군 사이에 MI 재발을 확인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비뚤림이 일
어난 경우, PPI 사용군에서 MI 재발 확인이 더 많은 경우 과대평가
되었거나, PPI 비사용군에서 MI 재발 확인이 더 많은 경우 과소평
가 되는 방향으로 비뚤림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일차결과변수 정
의에

부진단명을

포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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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재발률을

과대평가

(overestimation)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I21, I22를 진단명으로
입원 및 응급실 방문한 경우 74.9%가 주진단명이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선정 및 결과변수의 정의시, 시술, 검사,
약물사용정보를 동시에 확인하여 진단명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5년간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보다 장기간
자료를 확보하여 MI 재발을 추적관찰하고, 심평원 자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생활습관, 심혈관계질환 가족력, CYP 유전자형 등
추가적인 위험인자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PPI 병용이 항혈소판제
의 임상적 효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후속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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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결과,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항혈소판제 이제요법을 적
용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PPI 병용이 심근경색증 재발 위험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적 필요에 따라 PPI를 병용할 때, 특
히 PPI 사용 이후 14일 이내, 장기간 처방기간이 중복될 경우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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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ist of Beta blockers in the study
Class

ATC code

Route of

Generic

administra Note

name

tion

C07AA05

propranolol

O, P

C07AA07

sotalol

O, P

C07AA12

nadolol

O

C07AA15

carteolol

O

C07AA23

penbutolol

O

C07AA27

cloranolol

O

C07AB02

metoprolol

O, P

atenolol

O

C07AB04

acebutolol

O

C07AB05

betaxolol

O

C07AB06

bevantolol

O

C07AB07

bisoprolol

O

C07AB08

celiprolol

O

C07AB09

esmolol

P

C07AB11

s-atenolol

O

C07AB12

nebivolol

O

Alpah and beta

C07AG01

labetalol

O, P

blocking agent

C07AG02

carvedilol

O

nipradolol

O

amosulalol

O

Beta blocking
agents, nonselective

Beta blocking

agents, selective C07AB03

excluding eye
drop

excluding eye
drop
excluding eye
drop

excluding eye
drop

O: oral; P: parenteral

Appendix 2. List of calcium channel blockers in the study
Class

ATC

Generic nam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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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of
administration

Selective calcium
channel blockers
with mainly vascular
effects,
Dihydropyridine
derivatives

C08CA01 amlodipine

O

C08CA02 felodipine

O

C08CA03 isradipine

O

C08CA04 nicardipine HCl

O, P

C08CA05 nifedipine

O

C08CA07 nisoldipine

O

C08CA08 nitrendipine

O

C08CA09 lacidipine

O

C08CA10 nilvadipine

O

C08CA11 manidipine HCl

O

C08CA12 barnidipine HCl

O

C08CA13 lercanidipine HCl

O

C08CA14 cilnidipine

O

C08CA15 benidipine HCl

O

Selective calcium

efonidipine

O

C08DA01 verapamil HCl

O, P

C08DB01 diltiazem HCl

O, P

channel blockers
with mainly vascular
effect)_NDHP
C08DA: Phenylalkylamine derivatives; C08DB: Benzothiazepine derivatives;
O: oral; P: parenteral

Appendix 3. List of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nd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s in the study
Class

ACE inhibitors,
plain

ATC

Generic name

code

Route of
administration

C09AA01 captopril

O

C09AA02 enalapril maleate

O

C09AA03 lisinopril

O

C09AA04

perindopril
tertbutylamine

O

C09AA05 ramipril

O

C09AA06 quinapri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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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AA07 benazepril HCl

O

C09AA08 cilazapril

O

C09AA09 fosinopril sodium

O

C09AA10 trandolapril

O

C09AA11 spirapril

O

C09AA12 delapril HCl

O

C09AA13 moexipril HCl

O

C09AA14 temocapril hydrochloride

O

C09AA15 zofenopril calcium

O

C09AA16 imidapril HCl

O

-

Angiotensin II
antagonists, plain

alacepril

O

C09CA01 losartan

O

C09CA02 eprosartan

O

C09CA03 valsartan

O

C09CA04 irbesartan

O

C09CA06 candesartan

O

C09CA07 telmisartan

O

C09CA08 olmesartan

O

-

fimasartan

O

O: oral; P: parenteral

Appendix 4. List of HMG CoA reductase inhibitors and organic nitrates in
the study
Class

ATC code

Generic name

Route of
administration

HMG CoA
reductase

C10AA01

simvastatin

O

C10AA02

lovastatin

O

C10AA03

pravastatin

O

C10AA04

fluvastatin

O

C10AA05

atorvastatin

O

C10AA07

rosuvastatin

O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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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AA08
Vasodilators,
organic

C01DA02

nitrates

pitavastatin
Nitroglycerin
(glyceryl trinitrate )

O
P, Sublingual
(tablet, oral aerosol),
Patch

O: oral; P: parenteral

Appendix 5. List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in the study
Class

Route of

ATC code

Generic name

M01AA

pyrazinobutazone

O

M01ABAcetic acid

M01AB01

indomethacin

O,P

derivatives and related

M01AB02

sulindac

O

M01AB04

meclofenamate

O

M01AB05

diclofenac

O,P

M01AB07

bumadizone

O

M01AB08

etodolac

O

M01AB09

lonazolac

O

M01AB11

acemetacin

O

M01AB12

difenpiramide

O

M01AB14

proglumetacin

O

M01AB15

ketorolac

O,P

M01AB16

aceclofenac

O

M01AB

amfenac sodium

O

M01AC

M01AC01

piroxicam

O,P

Oxicams

M01AC02

tenoxicam

O,P

M01AC05

lornoxicam

O,P

M01AC06

meloxicam

O,P

M01AE

M01AE01

ibuprofen

O

Propionic acid

M01AE02

naproxen

O,P

derivatives

M01AE03

ketoprefen

O,P

M01AE04

fenoprofen

O

M01AE05

fenbufen

O

M01AA
Butylpyrazolidines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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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M01AE09

flurbiprofen

O

M01AE11

tiaprofenic acid

O,P

M01AE12

oxaprozin

O

M01AE13

ibuproxam

O

M01AE14

dexibuprofen

O

M01AE16

alminoprofen

O

M01AE

loxoprofen

O

M01AE

pranoprofen

O

M01AE

zaltoprofen

O

M01AG01

mefanamate

O

M01AG02

tolfenamate

O

M01AG03

flufenamate

O

M01AG

enfenamic acid

O

M01AH01

celecoxib

O

M01AH02

rofecoxib

O

M01AX Other

M01AX01

nabumetone

O

antiinflammatory and

M01AX02

niflumic acid

O

M01AX07

benzydamine

O

M01AX13

proquazone

O

M01AX17

nimesulide

O

M01AX21

diacerhein

O

M01AX

talniflumate

O

M01AX

clonixin lysinate

O,P

M01AX

salsalate

O

M01AX

morniflumate

O

M01AX

tiaramide

O

M01AX

emorfazone

O

N02BA Salicylic acid

N02BA02

aloxiporin

O

and derivatives

N02BA10

benorylate

O

N02BA11

diflunisal

O

N02BA16

imidazole salicylate

O

N02BA51

sodium salicylate

O,P

N02BA

choline magnesium

O

M01AG Fenamates

M01AH Coxibs

antirheumatic agents,
non-ster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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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alicylate
N02BG Other

floctafenine

N02BG04

analgesics and
antipyretics

O
O

-

mepirizole

O

COX-2 selective NSAIDs; celecoxib, rofecoxib; O: oral; P: parenteral

Appendix 6. List of systemic steroid in the study
Class

ATC code

Generic name

Route of
administrat
ion

Corticosteroid

H02AA02

acetate

(Systemic
steroid)

O

fludrocortisone

H02AB01/A07EA04

betamethasone

O, P

H02AB02

dexamethasone

O, P

H02AB04

methylprednisolone O, P

H02AB06/A07EA01

prednisolone

O, P

H02AB08

triamcinolone

O, P

H02AB09/A07EA02

hydrocortisone

O, P

H02AB13

deflazacort

O

A07EA06

budesonide

O

A07EA07

beclomethasone

O

dipropionate
O: oral; P: parenteral

Appendix 7. List of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in the study
Class

ATC code

Generic name

Route of
administration

Selective serotonin

N06AB03

Fluoxetine

O

reuptake inhibitor

N06AB04

Citalopram

O

N06AB05

Paroxetine

O

N06AB06

Sertraline

O

N06AB08

Fluvoxamin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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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6AB10

Escitalopram

O

O: oral; P: parenteral

Appendix 8. List of H2-receptor antagonist, 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Other drugs for acid related
disorders and antiacid in the study
ATC code

H2-receptor

A02BA01

cimetidine

O, P

antagonist

A02BA02

ranitidine

O, P

A02BA03

famotidine

O, P

A02BA04

nizatidine

O, P

A02BA05

niperotidine

O

A02BA06

roxatidine

O, P

A02BA08

lafutidine

O

A02BB01

misoprostol

O

-

ornoprostil

O

Other drugs for A02BX02

sucralfate

O

peptic ulcer and A02BX03

pirenzepine

O

gastro-

A02BX05

bismuth subcitrate

O

oesophageal

A02BX06

proglumide

O

disease A02BX08

sulglycotide

O

A02BX11

troxipide

O

A02BX13

alginic acid

O

rebamipide

O

irsogladine

O

revaprazan

O

sofalcone

O

Prostagladin

reflux
(GORD)

Generic name

Route of

Class

tripotassium dicitrato
bismuthate

administration

O

Other drugs for A02X

cetraxate HCl

O

acid

benexate betadex

O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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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ecabet sodium

O

egualen sodium

O

oxethazaine

O

teprenone

O

urogastrone

O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Antiacid

O

A02AA
diomagnite

O

A02AB

aldioxa

O

Aluminium

dihydroxyaluminum

compounds

allantoinate

Magnesium
compounds

dihydroxyaluminum
sodium bicarbonate
boehmite
synthetic aluminum
silicate
A02AC Calcium

O
O
O
O

calcium carbonate

O

A02AD

almagate

O

Combinations

aluminum hydroxide &

compounds

and complexes of magnesium carbonate
aluminium,
calcium and
magnesium
compounds

hydrotalcite
magnesium & calcium
alumino silicate

O
O
O

dried aluminum
hydroxide and

O

magnesium carbonate
A02AH Antacids sodium bicarbonate
with sodium
dihydroxyaluminum
bicarbonate

sodium bi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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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A02AX Antacids, ethyl pother

piperidinoacetylaminobe O

combinations

nzoate

O: oral; P: paren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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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concomitant use of proton pump inhibitors and
antiplatelet drugs on recurrent myocardial infarction

Ye-Jee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Concomitant use of proton pump inhibitor (PPI) is
recommended to reduce the gastrointestinal bleeding events in high risk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patients received anti-platelet therapy. In recent
years, some or all PPIs might decrease the platelet inhibitory effects of antiplatelet drugs there has been controversy about the impact of clinical
outcomes.
Objective: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use of PPI and
risk of recurrent MI in patients receiving dual anti-platelet therapy.
Methods: Using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a population-based retrospective cohort study was
conducted in AMI (ICD-10 code; I21) patients aged 30 to 99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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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DAPT in ambulatory care setting from January 1, 2008 to December
31, 2010. The index date was defined as the first prescription date of DAPT
within 90 days after discharge. Patients who received PPI treatment within
DAPT were classified as PPI users. We matched each PPI user to one nonuser using a propensity score.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used
to compare the risk of recurrent MI in users and nonusers of PPIs until
December 31, 2011.
We identified recurrent MI cases and applied the case-crossover design. For
each patient, PPI use in 14 day period prior to the first recurrent date for MI
was compared with PPI use in four earlier 14 day control period.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calculate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ing for concomitant medications that could affect recurrent MI.
Results: We identified 43,822 AMI patients received DAPT with aspirin and
clopidogrel, 16.7% of whom were PPI user and after matching by propensity
score, 6,846 patients remained in each group. Compared to non-users, the
adjusted hazard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of PPI users for recurrent MI
was aHR 1.26 (1.14-1.38). In patients with a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
lesser than 0.25, aHR was not significant (1.06, 0.95-1.19), while PDC greater
than 0.75, aHR was higher (1.55, 1.33-1.81). In a stratified analysis of the PPI
generic name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d the risk of recurrent MI at the
PDC higher than 0.75, and showed dose-respons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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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crossover study included 3,583 patients. After adjustment, use of
PPI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the risk of recurrent MI (adjusted odds
ratio 1.35, 1.05-1.75). In a stratified analysis, all PPIs except pantoprazole
increased the risk of recurrent MI (1.56, 1.16-2.10).
Conclusion: The study result suggests a need for careful monitoring are
needed when concomitant use of PPI in AMI patients receiving DAPT,
particularly long term use and within 14 days after initiation.
Keywords: myocardial infarction, anti-platelet drug, aspirin, clopidogrel,
proton pump inhibitor, cohort study, pharmacoepidemiology, drug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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