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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전통적으로 관상동맥 협착이 심해서 심근허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을 유의미한 관상동맥질환으로 정의하고, 이들

을 대상으로 재관류 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CT 관

상동맥조영술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진단이 증

가하면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역시 주요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과 관

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아스피린

과 스타틴 등의 약물 치료 효과에 대한 일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으

나, 현재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어떤 환자를 선별하여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주요심장사건 발생에

대한 영향 인자를 파악하고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예측 모델

을 개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위험도에 따른 예방적 치료효과를 확인하여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치료전략 수립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다.

방법: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CT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성인 환자로 구성된 코호트를 국민건강보

험공단 및 통계청 자료와의 연계를 통하여 5년간 주요심장사건 (사망,

심근경색, 관상동맥 재관류술)의 발생을 추적하였다. 비폐쇄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를 선별하여 주요심장사건 발생 관련 예측인자를 확인하고, 위

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적, 외적 타당성 평가를 시

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위험도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비폐쇄성 관상동맥

질환자의 위험도를 층화하고, 위험군에 따른 주요심장사건 발생을 정상

군 및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자와 비교하였다. 각 위험군에서의 예방적 약

물 (아스피린, 스타틴)의 효과도 평가하였다.



ii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원은 CT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80세 미

만의 성인 환자 25,087 명이었으며, 6,243명에서 협착률 1-49%의 비폐쇄

성 관상동맥질환이 관찰되었다.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예측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위험인자 관련 변수의 결측값이 없는 4,391명의

환자로 도출 코호트(derivation cohort)를 구성하였다. 도출 코호트의 기

저 특성 및 주요임상사건의 발생률을 전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

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도출 코호트의 평균 연령은 61

세였으며, 남자가 다수(67%)를 차지하였다. 입적 후 5년간 주요심장사건

의 발생률은 6.0%로 사망이 2.3%, 심근경색이 1.8%, 그리고 재관류술이

2.8%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한 주요심장사건 발생 위험

인자를 확인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위험인자는 연령, 성별, 고혈압, 당뇨

병, 혈색소, 고감도 C-반응단백, 그리고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관찰되

는 혈관의 수였다. 위험지수는 0(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경우)~13(모든 위

험인자를 가진 경우)점까지 분포하였다. 지수에 따라 저위험군(0-3점),

중등도위험군(4-6점), 고위험군(7-9점), 초고위험군(10-13점)으로 층화하

고 주요심장사건에 대한 무사건생존율을 추정한 결과, 위험지수 10점 이

상의 초고위험군의 5년 무사건생존률은 75.9%로 페쇄성 관상동맥질환의

79.2%와 유사한 수준이었고(log rank p=0.413), 위험지수 3점 이하의 저

위험군의 5년 무사건생존률은 97.5%로 관상동맥경화반이 없는 군의

96.9%와 유사한 수준이었다(log-rank p=0.164).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약물효과가 달

라지는지 살펴보았을 때, 스타틴은 위험지수 7점 이상의 고위험군 및 초

고위험군(위험지수 7-13)에서 주요심장사건 발생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

나 (hazard ratio, 0.62; 95% confidence intreval, 0.39-0.96; p=0.033) 다

른 위험군에서는 주요심장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없었다. 아스피린은 위

험지수 3점 이하의 저위험군(위험지수 0-3)에서 주요심장사건의 발생 증

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hazard ratio 2.57; 95% confidence interval.

1.34-4.90; p=0.004), 다른 위험군에서는 주요심장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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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결론: 비폐쇄성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주요심장사건 발생위험

도는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CT 관상동맥조영술 소견에 따라 상이하

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위험도 예측 모델을 통해 주요심장사건의 발

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 각 위험군에서의 예방적 약물치료의 효과를 살

펴보았을 때, 스타틴은 고위험군에서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의 감소와 관

련 있었으며, 아스피린은 저위험군에서 오히려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의

증가와 관련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에서 위험

도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고 적절한 치료전략을 제

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요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CT 관상동맥조영술, 위험도 층화, 아스

피린, 스타틴

학번: 2013-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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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Given the potential benefit of medical therapy in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 (CAD),

there is a need for risk stratification and treatment strategy for

these patients. We aimed to develop a risk prediction model for

nonobstructive CAD patients for risk stratification and guidance

of statin and aspirin therapy.

Methods: From a cohort of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coronary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CTA)

(n=25,087), we identified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CAD of

1-49% diameter-stenosis (n=6,243) and developed a risk

prediction model for 5-year occurrence of a composite of

all-cause mortality, myocardial infarction, and late coronary

revascularization using a derivation cohort (n=4,391).

Results: Age, sex, hypertension, diabetes, anemia, C-reactive

protein, and the extent of nonobstructive CAD were

incorporated in the prediction model (risk score 0-13,

C-index=0.716). Patients were categorized into 4 groups; risk

score of 0-3 (low-risk), 4-6 (intermediate-risk), 7-9 (high-risk),

and ≥10 (very high-risk). Patients with very high-risk

demonstrated unfavorable outcome comparable to patients with

obstructive CAD (5-year event-free survival rates, 75.9% vs.

79.2%; log-rank p=0.413). Low-risk group exhibited favorable

outcome similar to those with no CAD (5-year event-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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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rates, 97.5% vs. 96.9%; log-rank p=0.164). While statin

therapy was associated with better outcomes in high- or very

high-risk group (hazard ratio, 0.62; 95% confidence interval,

0.39-0.96; p=0.033), aspirin use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in low-risk group (hazard ratio, 2.57; 95%

confidence interval, 1.34-4.90; p=0.004).

Conclusions: A dedicated risk scoring system for

nonobstructive CAD using clinical factors and CCTA findings

accurately predicted prognosis. According to our risk prediction

model, statin therapy can be beneficial for high-risk patients,

whereas aspirin can be harmful for low-risk patients.

-----------------------------------------------------

Keywords: non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 coronary

CT angiography; risk stratification; statin, aspirin.

Student Number: 2013-30825



vi

목 차

국문초록......................................................................................................................i

영문초록.....................................................................................................................iv

목차.............................................................................................................................vi

표 목록.....................................................................................................................viii

그림 목록...................................................................................................................ix

I. 서론..........................................................................................................................1

1. CT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한 관상동맥질환의 진단과 위험도 층화......1

2. CT 관상동맥조영술에 따른 치료 방침의 결정.........................................1

3.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위험도 층화와 치료방침의 결정........2

4. 연구 목적............................................................................................................3

II. 연구방법.................................................................................................................4

1. 연구대상..............................................................................................................4

2. 기저 특성의 정의.............................................................................................6

3. 결과 지표............................................................................................................7

4. 통계 분석 방법.................................................................................................7

III. 결과.....................................................................................................................10

1. 연구대상자의 기저특성.................................................................................10

2. 주요심장사건의 발생.....................................................................................15

3. 위험도 예측 모델의 개발 및 검증............................................................19

4. 위험도에 따른 주요심장사건의 발생........................................................29



vii

5. 위험도에 따른 예방적 약물치료의 효과..................................................34

IV. 고찰.....................................................................................................................44

V. 결론......................................................................................................................50

참고문헌....................................................................................................................52

부록.............................................................................................................................56



viii

표 목록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AD severity.................11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CAD...........................................................................................................13

Table 3. Occurrence of study endpoints according to the stenosis

severity.....................................................................................................16

Table 4. Occurrence of the study endpoint in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CAD.............................................................................18

Table 5. Risk of cardiovascular events according to vessel score....21

Table 6. Un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tudy

endpoint....................................................................................................22

Table 7.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tudy

endpoint....................................................................................................24

Table 8. Development of the risk prediction model...................................26

Table 9. Occurrence of study endpoints according to the risk

group.........................................................................................................32

Table 10. Adherence to statin and aspirin according to risk

groups.......................................................................................................35

Table 11. 5-year occurrence of study endpoints according to the use

of statin and aspirin .........................................................................37

Table 12.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the occurrence of study

end-point..................................................................................................43



ix

그림 목록

Figure 1. Study Population...................................................................................5

Figure 2.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according to the

diameter stenosis.................................................................................17

Figure 3. The distribution of CACS and prediction of study

endpoint....20

Figure 4. ROC curves of the risk prediction models.................................27

Figure 5. K-means clustering for risk prediction models........................30

Figure 6.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33

Figure 7.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 according to the use of statin in each risk group

by model 1............................................................................................38

Figure 8.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 according to the use of aspirin in each risk group

by model 1............................................................................................39

Figure 9.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 according to the use of statin in each risk group

by model 2............................................................................................40

Figure 10.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 according to the use of aspirin in each risk group

by model 2............................................................................................41

Figure 11. Risk stratification of non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

for guidance of medical therapy....................................................49



1

I. 서론

1. CT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한 관상동맥질환의 진단 및 위

험도 층화

전통적으로 관상동맥 협착이 심해서 심근허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폐쇄성(obstructive) 관상동맥질환을 유의미한 관상동맥질환으로 정의하

고, 이들을 중심으로 재관류치료 및 약물치료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관상

동맥의 내경을 영상화하는 침습적 관상동맥조영술(invasive coronary

angiography)과 달리 동맥경화반을 직접 영상화하는 CT 관상동맥조영

술(CT coronary angiography)이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면서, 비폐쇄성

(nonobstructive) 관상동맥질환의 진단이 증가하였다. 또한 CT 관상동맥

조영술의 예후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역시 주

요심장사건의 발생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는데, (1, 2, 3) 18개 관련 연구

의 9,529명의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meta-analysis)

에 따르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연간 주요 심장사건의 발생

률은 약 1.41%로,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환자의 0.17%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이 확인되었다. (1) 또한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전향적 연구에서도

CT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관찰되지 않은 2,583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 3년간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을 추적하였을 때, 관

상동맥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주요심

장사건의 발생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2)

2. CT 관상동맥조영술에 따른 치료 방침의 결정

CT 관상동맥조영술의 임상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CT 관

상동맥조영술 결과에 따라 치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CT 관상동맥조영술에서 관상동맥경화

반이 없는 경우 추가적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폐쇄성 관상동

맥질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근허혈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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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시행하거나, 침습적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재관류치료의 필

요성을 결정한다. 하지만 CT 관상동맥조영술에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

환이 확인된 경우,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CT 관상동맥조영술에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확

인된 경우 약물치료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에서 8,372명의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추적하

여 스타틴(statin) 치료가 사망률을 60% 가량 감소시킴을 보고한 바 있

다. (4) 다국적 대규모 전향적 연구인 CONFIRM(COronary CT

Angiography EvaluatioN For Clinical Outcomes:An InteRnational

Multicenter Registry) 연구에서도 CT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27,125

명의 환자 중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관찰되지 않은 10,418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틴의 사망률 감소효과가 CT 관상동맥조영술 소견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는데, CT 관상동맥조영술에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이 관찰된 경우에만 스타틴 사용군에서 사망률 감소가 관찰되고, 관상동

맥질환이 전혀 없는 환자에서는 이 같은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5) 이

같은 결과는 CT 관상동맥조영술을 활용하여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을

진단하고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할 경우 이들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위험도 층화 및 치료 방

침의 결정

CT 관상동맥조영술에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매우 흔하게 관찰되

며, 연구대상군에 따라 50%의 빈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2, 3, 5) 따

라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같은 위험도로 취급하기보다는 임상

인자와 CT 관상동맥조영술 소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험도를 층화하고

그에 따라 개별화된 예방적 약물치료를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현재까지 이를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 몇몇 대규모 연구

에서 CT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환자의 위험도 층화를 시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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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이들 연구들은 주로 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나 관상동맥석회화

수치(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CS)가 높은 환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주로 요하는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이 모두 서양인 위

주의 코호트에서 시행되어,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

렵다는 제한점도 고려해야 한다.

4.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코호트를 분석

하여,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예후와 관련된 유의한 임상적, 영상

적 특성을 확인하고,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심장사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식

별할 수 있는 위험지수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위험도에 따른 치료 전략

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된 위험도 예측 모델을 기

준으로 저위험군의 위험도를 정상군과 비교하고, 고위험군의 위험도를

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군과 비교하고자 한다. 아울러 위험도에 따라

아스피린과 스타틴을 포함한 예방적 약물 치료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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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자료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구축한 후향적 자료

(CARE-CCTA Registry)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자격자료(NHIS-2017-1-203)를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CARE-CCTA Registry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

원에서 CT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대상자들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이다. 공

단 청구자료는 CARE-CCTA Registry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2007년 1월 1일부

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진료내역을 활용하였다.

나. 연구 대상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CT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80세 이하의 성인

29,56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CT 관상동맥조영술 이전에 심근경색을 진단

받은 환자 1,840명, 재관류술을 시행받은 환자 2,216명, 악성종양을 진단받은

환자 2,216명은 제외하고, CT 관상동맥조영상을 분석할 수 없는 2명도 제외하

였다. 최종적으로 25,087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Figure 1) 연구대상

자 선정에서 고려한 심근경색과 재관류술은 CARE-CCTA Registry에 입력되

었거나 공단 청구자료 상병코드가 청구된 경우로 정의하였고, 악성종양의 진단

은 공단청구자료에 상병코드가 청구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 때 제외기준으로

암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산정특례코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상병코드만 사

용하여 정의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상병코드는 Supplemental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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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Population

Abbreviation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CTA, coronary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DS, diameter stenosis; MI,
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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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저 특성의 정의

가. 임상변수

위험도 예측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주요 임상변수를 상병코드 진단여부와 관

련 약제 처방여부를 살펴보았다. 모든 상병은 CT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날

로부터 이전 1년 이내에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로 정의하였고, 고혈압, 당뇨, 고

지혈증의 경우 관련 1년 이내에 약제가 처방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분석에 사

용한 상세코드는 Supplemental Table 2와 같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약체코드는 Supplemental Table 3와 같다.

혈액검사 결과는 공단 청구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CARE-CCTA Registry를 활용하였다. 혈액검사 결과를 위험도 예측 모델에

범주형으로 포함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정상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정상/비

정상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에서 정의한 항목별 정상범위는 Supplemental Table

4와 같다.

나. CT 관상동맥조영상

64-절편 다중검출기CT(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MDCT)를 활용하

여 관상동맥석회화 영상 및 관상동맥조영상을 획득하였다(SOMATOM

Sensation 64 and SOMATOM Definition, Siemens Medical Solutions,

Forchheim, Germany; Brilliance 64, Philips Medical Systems, Best, The

Netherlands). (4, 8, 12) CT 영상은 임상정보를 알지 못하는 연구자에 의해 독

립적으로 분석되었다. 관상동맥석회화수치(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CS)는 Agatston이 제한한 방식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9) 비폐쇄성 관상동

맥질환 환자에서 관상동맥 석회화의 정도를 범주형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CACS <100과 ≥100으로 분류하였다. (10, 11) 관상동맥경화반은 혈관 내강 및

심박 주변조직과는 명확히 구별되며, 혈관 내강 안 또는 그에 인접해 있는

1mm2 이상의 구조물로 정의하였다. 내강협착률(diameter stenosis, DS)에 따라

내강협착률이 1-49%을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으로 정의하였으며, 0%는 정상,

50% 이상은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

환 환자에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범위를 반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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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경화반이 관찰되는 혈관개수(Vessel score, 1-3)를 추가로 정의하였다.

3. 결과 지표

주요심장사건은 1)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2) 급성 심근경색, 3) 후기 재관류

술로 정의하였다. (4, 12)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은 공단 자격자료에 등록된 사

망일자를 기준으로 사망여부 및 사망일자를 정의하였으며, 급성 심근경색과 후

기 재관류술은 연구대상자 선정에서 사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Supplemental Table 1) CT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시행한 재관

류술은 CT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에 따라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

요임상사건에 포함하지 않고 재관류 시점에 중도절단하였다.

4. 통계 분석 방법

모든 통계분석은 SAS 9.3(SAS Insitute Inc., Cary, NC, USA)와 R 3.3.0(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을 이용하였고, 양측

유의확률(two-sided p-value)<0.05이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가. 위험도 예측 모델의 개발

위험도 예측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후보 변수는 연령, 성별, 고혈압, 당

뇨, 고지질혈증, 심방세동, 만성심부전, 만성신질환, 만성폐질환, 뇌졸중,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헤모글로빈(hemoglobin),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s, TG), 고밀도지단백질(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저밀도 지방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 LDL), 공복혈당

(fasting glucose, FBS),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혈액요소질소

(blood urea nitrogen, BUN), 크레아티닌(Creatinine, Cr), 고감도 C-반응단백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관상동맥석회화수치(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CS), 그리고 관상동맥경화반이 관찰되는 혈관개수

(vessel score)이다. 이 중 결측값이 많거나 다른 변수와 다중공선성 문제가 확

인된(variance inflation factor >4) 변수인 BMI, TG, HDL, LDL, Cr, FBS,

HbA1c는 제외되었다.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예측 모델의 개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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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험인자 관련 변수의 결측값이 없는 4,391명의 환자로 구성된 도출 코호

트(derivation cohort)를 구성하였다. (Figure 1) 전체 비폐쇄성관상동맥질환 환

자와 도출코호트의 기저특성 및 주요임상사건의 발생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

화차이(standardized difference)를 확인하였다.

주요임상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에 대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r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유의한 변수를 가지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구

축하였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어서 임상적인 필요에 의해 CT 관상동맥조영

술을 시행하는 경우 CACS보다는 관상동맥조영상 소견이 임상적으로 더 중요

하며, CACS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ACS를 포함하지 않고

Vessel score만 포함한 모델(Model 1)과 CACS를 함께 포함한 모델(Model 2)

을 각각 구축하였다.

각각의 모델에서 독립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우선적으로 최종모델에

포함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을 추가하였다. 최

종 선택된 모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위

험지수를 산출하였다. 위험지수는 최종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의 회귀계수 중 가

장 작은 값에 대비한 나머지 변수들의 회귀계수의 크기를 점수화한 것으로 k

개의 변수가 포함된 모델일 때 I번째 변수에 대한 위험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

출하였으며, 산출된 Score를 반올림하여 정수화하였다.

 min ⋯



나. 위험도 예측 모델의 타당성 검토

최종 위험도 예측 모델의 내적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10-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10-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은 전체 자료를 10개의 자료

로 분할하여 1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분할된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에 적합

시켜보는 과정을 10번 반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모든 자료원을 훈

련자료와 검증자료로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종 예측모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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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ROC curve) 분석을 시행하고,

Area Under the Curve(AUC) 및 일치율을 계산하였다. 외적 타당성 검증은 관

상동맥경화반의 자연 경과가 기저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다국적 전향적 관찰연구인 PARADIGM(Progression of AtheRosclerotic

PlAque DetermiIned b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Imaging)연구의

환자군과 보라매병원에서 구축된 후향적 CT 관상동맥조영술 연구 Registry를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13, 14)

다. 위험도에 따른 주요임상사건의 발생의 비교

개발된 위험지수에 따라 분석대상자의 위험지수를 산출하여 위험지수별 주요

임상사건의 발생률을 살펴보았으며, 위험지수별 임상사건의 발생률과 K-mean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지수별 층화기준을 선정하고, 도출 코호트를 4개의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위험군의 주요임상사건의 무사건 생존율(even-free

survival rate)을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와 함께 산출하고 카플

란-마이어 생존곡선(Kaplan-Meier survival curve)를 제시하였으며, 이 때 각

군의 차이는 log-rank test로 검증하였다.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주요

임상사건의 발생을 위험군 별로 비교하고, 또 관상동맥경화반이 없는 정상군

과, 폐쇄성 관상동맥질환군과 비교하였다. CT 관상동맥조영술 60일 이후 시점

에 아스피린 또는 스타틴을 처방받은 상태였는지로 아스피린 또는 스타틴 복

용을 정의하였고, (15, 16) 각 위험군에서 아스피린 스타틴 복용에 따라 주요임

상사건의 발생이 달라지는지를 역시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으로 제시하고,

log-rank test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아스피린, 스타틴 복용에 따른 위험비

(hazard ratio, HR)를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해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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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기저특성

전체 분석대상자(n=25,087)의 기저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55.9세였으며 남

자가 54.5%였다.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환자와 비폐쇄성, 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기저특성을 비교해보았을 때, 내강협착이 심해질수록 평균연령 및 남성

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기저질환의 유병

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전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

환군(n=6,243)과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도출 코호트(n=4,391)의 기저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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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AD severity

　
Total study
population
n = 25,087

No CAD
(0% DS)

n = 16,335

Nonobstructive
CAD

(1-49% DS)
n = 6,243

Obstructive CAD
(≥50% DS)
n = 2,209

Age (years) 55.9 ± 11.1 53.1 ± 10.6 60.4 ± 9.9 63.9 ± 9.6

<60 years 15,559 (62.0%) 11,986 (72.1%) 2,881 (46.2%) 692 (31.3%)

60-69 years 6,284 (25.1%) 3,457 (20.8%) 2,039 (32.7%) 788 (35.7%)

≥70 years 3,244 (12.9%) 1,192 (7.2%) 1,323 (21.2%) 729 (33.0%)

Male sex 13,672 (54.5%) 8,098 (48.7%) 4,075 (65.3%) 1,499 (67.9%)

BMI (kg/m2) 24.5 ± 3.0 24.4 ± 3.1 24.7 ± 2.8 24.8 ± 2.9

SBP (mmHg) 124.5 ± 14.9 123.0 ± 14.7 127.8 ± 14.4 127.1 ± 16.1

DBP (mmHg) 77.2 ± 10.0 76.8 ± 10.1 78.2 ± 9.5 77.4 ± 10.6

Comorbidities 　 　 　 　

Hypertension 10,296 (41.0%) 5,576 (33.5%) 3,136 (50.2%) 1,584 (71.7%)

Diabetes mellitus 4,081 (16.3%) 2,047 (12.3%) 1,232 (19.7%) 802 (36.3%)

Hypercholesterolemia 5,961 (23.8%) 3,107 (18.7%) 1,878 (30.1%) 976 (44.2%)

Atrial fibrillation 1,044 (4.2%) 582 (3.5%) 319 (5.1%) 143 (6.5%)

Heart failure 927 (3.7%) 484 (2.9%) 287 (4.6%) 156 (7.1%)

COPD 3,598 (14.3%) 2,101 (12.6%) 1,032 (16.5%) 465 (21.1%)

Chronic kidney disease 1,871 (7.5%) 986 (5.9%) 585 (9.4%) 300 (13.6%)

Stroke 2,107 (8.4%) 1,059 (6.4%) 651 (10.4%) 39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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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re shown as number (%) or mean (±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BUN, blood urea nitrogen;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artery disease;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VD, vessel-disease.

Laboratory findings 　 　 　 　

Hemoglobin (g/dL) 14.3 ± 1.7 14.3 ± 1.7 14.5 ± 1.6 14.3 ± 1.8

Total cholesterol (mg/dL) 193.7 ± 41.9 193.9 ± 40.1 194.3 ± 44.6 190.4 ± 46.5

BUN (mg/dL) 14.3 ± 5.3 13.7 ± 4.6 15.1 ± 5.8 16.7 ± 7.9

Creatinine (mg/dL) 1.0 ± 0.4 0.9 ± 0.3 1.0 ± 0.5 1.1 ± 0.7

GFR (mL/min/1.73m2) 82.3 ± 16.3 84.6 ± 15.9 78.9 ± 15.9 74.9 ± 16.8

hsCRP (mg/dL) 4.1 ± 18.9 3.5 ± 16.7 4.7 ± 20.7 7.6 ± 26.9

CACS 46.5 ± 210.7 3.0 ± 73.4 77.1 ± 179.4 359.5 ± 592.4

CACS <100 23,007 (91.7%) 16,566 (99.6%) 5,098 (81.7%) 1,343 (60.8%)

CACS ≥100 2,080 (8.3%) 69 (0.4%) 1,145 (18.3%) 866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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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CAD

　
Total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CAD

(n=6,243)

Derivation cohort
(n=4,391)

Standardized
difference (%)

Age (years) 60.4±9.9 60.0±9.8 6.184

<60 years 2,881 (46.2%) 2,140 (48.7%) -5.185

60-69 years 2,039 (32.7%) 1,384 (31.5%) 2.446

≥70 years 1,323 (21.2%) 867 (19.7%) 3.586

Male sex 4,075 (65.3%) 2,961 (67.4%) -4.573

BMI (kg/m2) 24.7±2.8 24.8±2.7 -5.420

SBP (mmHg) 127.8±14.4 128.2±14.6 -4.298

DBP (mmHg) 78.2±9.5 78.7±9.4 -6.346

Comorbidities 　 　 　

Hypertension 3,136 (50.2%) 1,900 (43.3%) 13.987

Diabetes mellitus 1,232 (19.7%) 740 (16.9%) 7.458

Hypercholesterolemia 1,878 (30.1%) 1,135 (25.8%) 9.443

Atrial fibrillation 319 (5.1%) 175 (4.0%) 5.398

Heart failure 287 (4.6%) 155 (3.5%) 5.407

COPD 1,032 (16.5%) 721 (16.4%) 0.298

Chronic kidney disease 585 (9.4%) 373 (8.5%)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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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re shown as number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BUN, blood urea nitrogen;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artery disease;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VD, vessel-disease.

Stroke 651 (10.4%) 431 (9.8%) 2.030

Laboratory findings

Hemoglobin (g/dL) 14.5±1.6 14.6±1.6 -7.037

Total cholesterol (mg/dL) 194.3±44.6 198.3±42.7 -12.926

BUN (mg/dL) 15.1±5.8 15.0±5.5 4.040

Creatinine (mg/dL) 1.0±0.5 1.0±0.4 -0.365

GFR (mL/min/1.73m2) 78.9±15.9 79.2±15.8 -2.678

hsCRP (mg/L) 4.7±20.7 4.3±19.9 2.735

CACS 77.1±179.4 75±180.2 1.641

CACS <100 5,098 (81.7%) 3,525 (80.3%) 3.520

CACS ≥100 1,145 (18.3%) 866 (19.7%) -3.520

Vessel score

1VD 3,570 (57.2%) 2,511 (57.2%) -0.002

2VD 1,814 (29.1%) 1,280 (29.2%) -0.207

3VD 859 (13.8%) 600 (13.7%) 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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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심장사건의 발생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환자와 비폐쇄성, 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주

요심장사건의 발생을 살펴보았을 때 내강협착이 심해질수록 모든 심장사

건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5년 발생률을

살펴보면, 주요심장사건 발생은 협착률이 0%인 정상군군에서 4.2%, 비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인 군은 8.0%, 폐쇄성 관상동맥질환군에서 17.2%로

정상군과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군, 비폐쇄성, 폐쇄성 관상동맥질환군에

서 각각 2배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적관찰기간

에 대해서 주요임상사건의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살펴보면 폐쇄성 관상

동맥질환이 모든 심장사건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예측 모델의 개발을 위한 도출

코호트에서의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을 살펴보았을 때 4,391명의 환자 중

262명(6%)의 환자에서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이 확인되었다(annual event

rate 1.3%). 도출 코호트의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을 전체 비폐쇄성 관상

동맥질환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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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tudy
population
n = 25,087

No CAD
(0% DS)

n = 16,335

Nonobstructive CAD
(1-49% DS)
n = 6,243

Obstructive CAD
(≥50% DS)
n = 2,209

event
n (%)

Annual
event rate

(%)

event
n (%)

Annual
event rate

(%)

event
n (%)

Annual
event rate

(%)

event
n (%)

Annual
event

rate (%)

Total

All-cause mortality 769(3.07) 0.44 328(1.97) 0.28 236(3.78) 0.55 205(9.28) 1.39

Myocardial infarction 1,150(4.58) 0.68 543(3.26) 0.48 330(5.29) 0.78 277(12.54) 1.99

Late revascularization 482(1.92) 0.29 83(0.50) 0.07 179(2.87) 0.42 220(9.96) 2.20

Composite 2,018(8.04) 1.25 901(5.42) 0.80 648(10.38) 1.60 469(21.23) 5.30

1-year outcome

All-cause mortality 106(0.42) 0.42 44(0.26) 0.27 28(0.45) 0.45 34(1.54) 1.55

Myocardial infarction 511(2.04) 2.06 245(1.47) 1.49 131(2.10) 2.13 135(6.11) 6.38

Late revascularization 80(0.32) 0.33 6(0.04) 0.04 17(0.27) 0.28 57(2.58) 3.62

Composite 634(2.53) 2.64 293(1.76) 1.78 168(2.69) 2.76 173(7.83) 11.51

5-year outcome

All-cause mortality 523(2.08) 0.42 225(1.35) 0.27 159(2.55) 0.52 139(6.29) 1.30

Myocardial infarction 960(3.83) 0.79 455(2.74) 0.56 273(4.37) 0.90 232(10.50) 2.28

Late revascularization 353(1.41) 0.29 51(0.31) 0.06 120(1.92) 0.39 182(8.24) 2.51

Composite 1,578(6.29) 1.35 698(4.20) 0.86 500(8.01) 1.70 380(17.20) 5.76

Table 3. Occurrence of study endpoints according to the stenosis severity

Abbreviation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DS, diameter ste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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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according to

the diameter stenosis

Abbreviation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omposite All-cause mortality

Late revascularization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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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ccurrence of the study endpoint in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CAD

  Abbreviation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Total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CAD

(n = 6,243)
　

Derivation cohort
(n = 4,391)

　
Standardized
difference (%)

n (%)
Annual

event rate
(%)

n (%)
Annual

event rate
(%)

1-year outcome

All-cause mortality 131 (2.1%) 2.13 50 (1.1%) 1.22 6.969

Myocardial infarction 17 (0.3%) 0.28 12 (0.3%) 0.29 -0.342

Late revascularization 28 (0.5%) 0.45 16 (0.4%) 0.39 0.950

Composite 168 (2.7%) 2.76 75 (1.7%) 1.85 5.905

5-year outcome

All-cause mortality 273 (4.4%) 0.90 100 (2.3%) 0.45 7.145

Myocardial infarction 120 (1.9%) 0.39 77 (1.8%) 0.35 1.340

Late revascularization 159 (2.6%) 0.52 125 (2.8%) 0.62 2.099

Composite 500 (8.0%) 1.70 　 262 (6.0%) 1.30 　 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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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도 예측 모델의 개발 및 검증

가. 모델 구축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변수에 대한 단변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헤모글로빈

은 수치가 낮은군이 정상이나 높은군에 비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범주를

정상과 높은군 대비 낮은군으로 정의하였다. 도출 코호트에서 CACS의

분포를 살펴봤을 때, CACS 0은 1,144 명 (26.1%), 1-99는 2,381 (54.2%),

100-399는 700 (15.9%), 400 이상은 166 (3.8%)으로 CACS 400 이상을

보이는 환자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 (Figure 3) 이에 CACS

0, 100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CACS에 따른 Cox 비례위

험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CACS 1-99인 환자군은 CACS ０인 환자군에

비해 위험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으며 (HR 1.13; 95% CI 0.82-1.57;

p = 0.453), CACS 100 이상에서 유의미하게 위험비가 증가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HR 3.00; 95% CI 2.16-4.18; p<0.001)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험도 예측 모델을 구축할 때 CACS는 100 미만 대비 100 이상으로 범

주화하였다. Vessel score 역시 다양한 범주화 방법에 대하여 Cox 비례

위험분석을 시행하였으며 vessel score는 1개 또는 2개 대비 3개로 범주

화하는 것의 예측능이 가장 뛰어난 것을 확인하여 (Table 5) 위험도 예

측 모델 구축에 반영하였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성별을 제외

한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주요심장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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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distribution of CACS and prediction of study

endpoint

Abbreviations: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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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sk of cardiovascular events according to vessel scor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in the derivation cohort.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UC, area under the curve

Derivation
cohort

(n=4,391)

Unadjusted
OR

95% CI
P

value
AUC

Vessel
score

1
2,511

(57.2%)
Referenced

0.5812
1,280

(29.2%)
1.58 1.20 – 2.07 0.001

3
600

(13.7%)
2.81 2.10 – 3.75 <0.001

Vessel
score

1
2,511

(57.2%)
Referenced

0.574
2 or 3

1,880
(42.8%)

1.90 1.55 – 2.48 <0.001

Vessel
score

1 or 2
3,791

(86.3%)
Referenced

0.583
3

600
(13.7%)

2.83 2.20 – 3.6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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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n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tudy

endpoint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in the derivation cohort, in order to
select the independent predictors for the study endpoint.
* Anemia was defined as a hemoglobin level of <13 g/dL for men and <12 g/dL for
women.
Abbreviations: BUN, blood urea nitrogen;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I, confidence interval;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artery disease;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OR, odds ratio;
VD, vessel-disease.

　
Univariable analysis

OR 95% CI P value

Age (years)

≥60 years (versus <60 years) 1.71 1.25 – 2.33 0.0008

≥70 years (versus <60 years) 3.97 2.95 – 5.33 <0.0001

Male sex 0.89 0.69 – 1.14 0.3479

Comorbidities

Hypertension 2.46 1.91 – 3.15 <0.0001

Diabetes mellitus 2.04 1.55 – 2.67 <0.0001

Hypercholesterolemia 1.71 1.33 – 2.20 <0.0001

Atrial fibrillation 3.07 2.02 – 4.67 <0.0001

Heart failure 2.09 1.27 – 3.42 0.0037

COPD 1.69 1.27 – 2.25 0.0003

Stroke (ischemic or hemorrhagic) 2.62 1.93 – 3.56 <0.0001

Laboratory findings

Anemia* 3.61 2.60 – 5.01 <0.0001

High BUN (≥20 mg/dL) 2.59 1.88 – 3.57 <0.0001

High hsCRP (≥1.0 mg/L) 1.77 1.39 – 2.26 <0.0001

Vessel score

3VD (versus 1VD or 2VD) 2.83 2.20 – 3.64 <0.0001

CACS

CACS ≥100 (versus <100) 2.44 1.84 – 3.22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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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 및 잘 알려진 위험인자를 포함하

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CACS를 포함하지 않는 모델

(Model 1), 포함한 모델(Model 2)으로 나누어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7) Model 1에서는 연령, 남성, 고혈압, 당뇨, 빈혈, hsCRP ≥1.0

mg/L, vessel score 3이 주요심장사건의 독립적 예측인자였으며 Model

2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는데 추가로 CACS ≥100이 독립적 예측인자

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최종 위험도 예측 모델에는 연령, 남성, 고혈압, 당뇨, 빈혈,

hsCRP ≥1.0 mg/L, vessel score 3, CACS ≥100이 포함되었다. (Table

8) 최종 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주요심장사건

의 발생과 관련이 있었으며, Model 1과 2의 C-index는 각각 0.716, 0.721

로 확인되었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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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tudy endpoint

　

Multivariable analysis using
model 1*

Multivariable analysis using
model 2†

Adjusted
OR

95% CI
P

value
Adjusted

OR
95% CI

P
value

Age (years)

≥60 years (versus <60 years) 1.39 0.99 – 1.94 0.0564 1.33 0.95 – 1.87 0.0937

≥70 years (versus <60 years) 2.15 1.50 – 3.10 <0.0001 2.02 1.40 – 2.92 0.0002

Male sex 1.37 1.03 – 1.84 0.0338 1.34 1.00 – 1.80 0.0521

Comorbidities

Hypertension 1.59 1.18 – 2.14 0.0022 1.54 1.14 – 2.07 0.0048

Diabetes mellitus 1.38 1.02 – 1.89 0.0397 1.38 1.02 – 1.89 0.0402

Hypercholesterolemia 0.98 0.73 – 1.33 0.8960 0.95 0.70 – 1.29 0.7389

Atrial fibrillation 1.32 0.80 – 2.20 0.2794 1.28 0.77 – 2.13 0.3418

Heart failure 1.20 0.68 – 2.13 0.5308 1.16 0.65 – 2.05 0.6248

COPD 1.13 0.82 – 1.56 0.4465 1.14 0.83 – 1.58 0.4115

Stroke 1.31 0.90 – 1.91 0.1536 1.33 0.92 – 1.94 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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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in the derivation cohort, in order to select the independent predictors for the study
endpoint.
* Anemia was defined as a hemoglobin level of <13 g/dL for men and <12 g/dL for women.
Abbreviations: BUN, blood urea nitrogen;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artery disease;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VD, vessel-disease.

Laboratory findings

Anemia* 2.19 1.49 – 3.23 <0.0001 2.16 1.47 – 3.19 <0.0001

High BUN (≥20 mg/dL) 1.32 0.92 – 1.91 0.1372 1.31 0.90 – 1.89 0.1561

High hsCRP (≥1.0 mg/L) 1.41 1.08 – 1.84 0.0123 1.41 1.08 – 1.84 0.0113

Vessel score

3VD (versus 1VD or 2VD) 1.81 1.32 – 2.46 0.0002 1.46 1.03 – 2.07 0.0329

CACS

CACS ≥100 (versus <100) Not applicable 1.56 1.13 – 2.15 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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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velopment of the risk prediction model

* Model 1 incorporates the clinical risk factors and vessel score.
†Model 2 incorporates the clinical risk factors, vessel score, and CACS.
‡Anemia was defined as a hemoglobin level of <13 g/dL for men and <12 g/dL for women.

Abbreviations: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VD, vessel-disease.

　
Model 1* 　 Model 2†

OR 95% CI
P

value
Β

Risk
score

OR 95% CI
P

value
β

Risk
score

Age (years) 　 　 　 　 　 　

≥60 years
(versus <60 years)

1.44 1.03-2.01 0.0310 0.3655 1 1.39 0.99-1.94 0.0552 0.3266 1

≥70 years
(versus <60 years)

2.48 1.75-3.50 <0.0001 0.9062 3 2.30 1.62-3.28 <0.0001 0.8347 3

Male sex 1.38 1.03-1.84 0.0314 0.3190 1 1.34 1.00-1.80 0.0471 0.2952 1

Hypertension 1.69 1.27-2.25 0.0003 0.5242 2 1.62 1.21-2.16 0.0010 0.4819 2

Diabetes mellitus 1.43 1.05-1.93 0.0225 0.3541 1 1.42 1.04-1.92 0.0256 0.3469 1

Anemia‡ 2.46 1.69-3.57 <0.0001 0.8992 3 2.41 1.66-3.50 <0.0001 0.8779 3

High hsCRP
(≥1.0 mg/L)

1.46 1.12-1.90 0.0046 0.3804 1 1.47 1.13-1.91 0.0044 0.3834 1

3VD
(versus 1 or 2VD)

1.79 1.32-2.44 0.0002 0.5830 2 1.43 1.01-2.03 0.0424 0.3600 1

CACS ≥100
(versus <100)

Not applicable 　 1.58 1.15-2.17 0.0052 0.4560 2

Total risk score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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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OC curves of the risk prediction models

ROC curves of (A) model 1 and (B) model 2 are shown for the occurrence of the
composite endpoint.
Abbreviations: ROC, receiver-operating characteristics; AUC, area under th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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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당성 검증

최종 모델에 대한 내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10-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한 결과, Model 1과 2의 정확도는 모두 0.938로 확인되었다. 외적타

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국적 전향적 관찰연구인 PARADIGM연구의 환자

군을 분석하였을 때 238명의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13) Model 1의 C-index는 0.751이었다. PARADIGM 연구는 CACS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Model 2의 타당성은 검토 할 수 없었다. 이

에 보라매병원에서 구축된 후향적 CT 관상동맥조영술 연구 Registry를 활

용하여 추가적으로 외적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14) 169명의 비폐쇄성 관상

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시행하였을 때 Model 1, 2의 C-index는

각각 0.780, 0.752로 확인되었다.

다. 위험지수 산출

최종 모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회귀계수 를 이용하여 위

험지수를 정의하였다. Model 1, 2 모두에서 남성 성별의 값이 각각

0.3190, 0.2952로 가장 작아 각 모델에서 남성 성별을 기준으로 산출된

Score를 반올림하여 정수화된 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Table 8)

Model 1.  



Model 2.  



이에 Table 8에서 위험지수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odel 1.

위험지수1=1*I(60≤연령<70)+3*I(70≤연령<80)+1*I(남자)+2*I(고혈압)+1*I(당

뇨)+3*I(빈혈)+1*I(hsCRP 비정상)+2*I(3개의 혈관에 관상동맥경화반

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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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

위험지수2=1*I(60≤연령<70)+3*I(70≤연령<80)+1*I(남자)+2*I(고혈압)+1*I(당

뇨)+3*I(빈혈)+1*I(hsCRP 비정상)+1*I(3개의 혈관에 관상동맥경화반

이 있는 경우)+2*I(칼슘스코어가 100이상인 경우)

여기에서 I(A)는 대상자가 A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해당하지 않

는 경우 0의 값을 갖는 함수이다. CACS를 포함하지 않는 Model 1은 위험지수

가 0부터 13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반면, CACS를 포함한 Model 2는 위험지수

가 0부터 14의 범위를 가진다. (Table 8)

4. 위험도에 따른 주요심장사건의 발생

가. 위험도 예측 모델을 활용한 위험군 설정

K-means 군집분석에 따라 산출된 위험지수와 예측확률을 군집화하였을

때, Figure 5와 같다. 이에 Model 1,2 모두에서 위험지수에 따라 저위험

군(0-3점), 중등도위험군(4-6점), 고위험군(7-9점), 초고위험군(10점 이

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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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means clustering for risk prediction models.

The occurrence of composite endpoint was proportional to the risk scores calculated from (A) the model 1 and (B) model 2.
K-means clustering method demonstrated the optimal categorization of the patients with nonobstructive CAD into the low-risk
group (risk scores, 0 to 3), intermediate-risk group (risk scores, 4 to 6), high-risk group (risk scores, 7 to 9), and very high-risk
group (risk score ≥10).

Abbreviation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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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군에 따른 주요심장사건의 발생

각 위험군의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을 살펴보면 Table 9과 같다. Model 1

과 2 모두에서 위험도가 높은 군으로 분류될수록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주요심장사건에 대한 무사건생존율을 추정한 결과, Model 1

에서 위험지수 10점 이상의 초고위험군의 5년 무사건생존률은 75.9%로

페쇄성 관상동맥질환의 79.2%와 유사한 수준이었고(log rank p = 0.413),

위험지수 3점 이하의 저위험군의 5년 무사건생존률은 97.5%로 관상동맥

경화반이 없는 군의 96.9%와 유사한 수준이었다(log-rank p = 0.164).

Model 2에서도 5년 무사건생존률을 살펴보면 저위험군에서 97.7%, 초고

위험군에서 77.2%로 Model 1과 유사하게 위험도가 층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Model에서 위험군에 따른 카플란-마이어 곡선은

Figure 6와 같다. Model 1과 2가 모두 관상동맥경화반이 없는 군과 유사

하게 좋은 예후를 보이는 저위험군부터 폐쇄성 관상동맥경화질환군과 유

사하게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으로 층화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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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Occurence of study endpoints according to the risk group

Abbreviation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I, confidence interval.

1-year 5-year

event
n (%)

event-free
survival rate
(95% CI)

event
n (%)

event-free
survival rate

(95% CI)

No CAD (n=11,932)
140
(1.2)

98.8 (98.6, 99.0)
366
(3.1)

96.9 (96.6, 97.2)

Nonobstructive
CAD

Model
1

Low-risk
(n=1,821)

10
(0.5)

99.4 (99.1, 99.8)
45
(2.5)

97.5 (96.8, 98.2)

Imtermediate-risk
(n=2,049)

43
(2.1)

97.9 (97.3, 98.5)
151
(7.4)

92.5 (91.4, 93.7)

High-risk
(n=357)

11
(3.1)

96.9 (95.1, 98.7)
51

(14.2)
85.4 (81.8, 89.2)

Very high-risk
(n=164)

15
(9.1)

90.7 (86.4, 95.3)
39

(23.8)
75.9 (69.6, 82.8)

Model
2

Low-risk
(n=1,737)

9
(0.5)

99.5 (99.1, 99.8)
40
(2.3)

97.7 (97.0, 98.4)

Imtermediate-risk
(n=1,906)

38
(2.0)

98.1 (97.4, 98.7)
131
(6.9)

93.3 (92.2, 94.4)

High-risk
(n=431)

15
(3.5)

96.4 (94.7, 9802)
58

(13.5)
86.2 (83.0, 89.6)

Very high-risk
(n=256)

17
(6.6)

93.2 (90.2, 96.4)
57

(22.3)
77.2 (72.2, 82.6)

Obstructive CAD (n=1,200)
60
(5.0)

93.3 (91.7, 95.0)
182
(15.2)

79.2 (76.5,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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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s for composite of all-cause mortality, myocardial infarction, and late revascularization
according to the risk scores derived from the risk prediction model 1(A) and model 2(B).

Abbreviation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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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도에 따른 예방적 약물치료의 효과

도출코호트 4,391명의 환자 중에서 1,522명(34.7%)명이 스타틴을 복용하

였으며, 1,397명(31.8%)가 아스피린을 복용하였다. 각 위험군에서 1년과

5년 시점의 투약순응도를 확인하였을 때 Table 10와 같다. 스타틴의 약

물소지비율(medication possession ratio, MPR)은 1년 시점에 84.4%에서

98.4% 사이였으며 5년 시점에는 66.7%에서 95.3% 사이였다. 아스피린의

약물 소지 비율은 1년 시점에는 88.1%에서 96.2%, 5년 시점에는 60.5%

에서 8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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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dherence to statin and aspirin according to risk groups

The risk group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risk scores derived from the model 1, which incorporated the clinical risk factors
(age, sex,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emia, and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nd the extent of nonobstructive CAD
(3-vessel involvement). Data are shown in median with interquartile ranges (Q1 – Q3).
Abbreviations: MPR, medication possession ratio; PDC, proportion of days covered.

Statin adherence Aspirin adherence

Until 1 year Until 5 years Until l year Until 5 years

MPR

Low-risk group
84.4

(49.3 - 96.4)

66.7

(22.7 – 92.3)

88.1

(49.3 – 97.8)

60.5

(19.5 – 89.4)

Intermediate-risk group
95.6

(83.8 – 100.8)

91.3

(64.1 – 99.1)

96.2

(83.8 – 101.1)

83.8

(39.3 – 97.9)

High-risk group
98.4

(88.5 – 101.9)

94.4

(71.2 – 99.3)

97.3

(86.0 – 102.5)

75.5

(32.9 – 97.0)

Very high-risk
98.4

(80.5 – 103.8)

95.3

(48.4 – 100.8)

96.2

(74.0 – 101.4)

80.9

(21.2 – 99.3)

PDC

Low-risk group
82.2

(47.4 – 93.2)

64.8

(22.0 – 9.3)

84.8

(49.3 – 94.2)

59.2

(18.8 – 87.5)

Intermediate-risk group
92.3

(80.3 – 97.0)

88.3

(61.0 – 95.5)

92.3

(79.2 – 97.0)

80.8

(37.5 – 94.3)

High-risk group
94.5

(84.1 – 97.8)

91.1

(68.4 – 96.1)

94.0

(81.6 – 97.8)

73.0

(31.6 – 93.6)

Very high-risk
94.2

(78.6 – 97.8)

91.7

(45.5 – 96.7)

93.7

(67.7 – 97.3)

78.6

(19.1 –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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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약물효과가 달

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odel 1의 위험도 그룹에 따라 하위그룹분석

을 진행하였다. 저위험군 (위험지수 0-3점)과 중등위험군(4-6점)이 각각

1,821명, 2,049명으로 구성된 반면, 고위험군(7-9점)과 초고위험군(10점이

상)은 각각 357명, 164명으로 구성되어 약물치료효과를 보기 위한 하위

분석은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을 합쳐서 진행하였다. Model 2에서도 같

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위험군에서 예방적 약물효과에 따른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은

Table 11에 정리하였다. 스타틴은 위험지수 7점 이상의 고위험군에서 주

요심장사건 발생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나 (log-rank p = 0.030), 중등도

위험군과 저위험군에서는 주요심장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없었다.

(Figure 7) 아스피린은 고위험군과 중등도 위험군에서는 주요심장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없었던 반면, 저위험군에서는 주요심장사건의 발생 증가

와 관련이 있었다 (log-rank p = 0.008). (Figure 8) Model 2에 따른 위

험군 분류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도 같은 양상으로 스타틴은 위험

지수 7점 이상의 고위험군에서 주요심장사건의 발생 감소와 관련이 있었

으며 (log-rank p = 0.041), (Figure 9) 아스피린은 저위험군에서 주요심

장사건의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log rank p = 0.001).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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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5-year occurrence of study endpoints according to the use of statin and aspirin

The risk group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risk scores derived from the model 1, which incorporated the clinical risk factors
(age, sex,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emia, and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nd the extent of nonobstructive CAD
(3-vessel involvement).

Risk group

by model 1
Medication use Event n(%)

Event-free survival rate

(95% CI)

Log-rank

p

Statin

High-risk

(risk score≥7)

Non-user (n = 263) 51 (19.4) 80.3 (75.6, 85.3)
0.030

User (n = 258) 31 (12.0) 87.4 (83.3, 91.6)

Intermediate-risk

(risk score 4-6)

Non-user (n = 1,198) 80 (6.7) 93.3 (91.8, 94.7)
0.890

User (n = 851) 56 (6.6) 93.2 (91.4, 94.9)

Low-risk

(risk score 0-3)

Non-user (n = 1,408) 31 (2.2) 97.8 (97.0, 98.6)
0.280

User (n = 413) 13 (3.1) 96.8 (95.1, 98.5)

Aspirin

High-risk

(risk score≥7)

Non-user (n = 245) 38 (15.5) 84.1 (79.6, 88.9)
0.823

User (n = 276) 44 (15.9) 83.5 (79.1, 88.0)

Intermediate-risk

(risk score 4-6)

Non-user (n = 1,190) 73 (6.1) 93.8 (92.5, 95.2)
0.196

User (n = 859) 63 (7.3) 92.4 (90.6, 94.2)

Low-risk

(risk score 0-3)

Non-user (n = 1.559) 31 (2.0) 98.0 (97.3, 98.7)
0.008

User (n = 262) 13 (5.0) 95.0 (92.4,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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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 according to the use of

statin in each risk group by model 1

A. High- or very high-risk group 

(risk score ≥7)

B. Intermediate-risk group 

(risk score 4 to 6)

C. Low-risk group 

(risk score 0 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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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 according to the use of

aspirin in each risk group by model 1

A. High- or very high-risk group 

(risk score ≥7)

B. Intermediate-risk group 

(risk score 4 to 6)

C. Low-risk group 

(risk score 0 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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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 according to the use of

statin in each risk group by model 2

A. High- or very high-risk group 

(risk score ≥7)

B. Intermediate-risk group 

(risk score 4 to 6)

C. Low-risk group 

(risk score 0 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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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Kaplan-Meier event-free survival curve for composite end-point according to the use of

aspirin in each risk group by model 2

A. High- or very high-risk group 

(risk score ≥7)

B. Intermediate-risk group 

(risk score 4 to 6)

C. Low-risk group 

(risk score 0 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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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비례위험모형을 결과는 Table 12에 정리하였다. Model 1을

활용한 위험군 분류에서,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스타틴 사용에 따른 위험

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위험지수 7이상의 고위험군에서는 약 38%

위험도 감소가 관찰되었다 (HR 0.62; 95% CI, 0.39-0.96; p = 0.033). 하

지만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갈수록 위험비가 점차 증가하였다

(1.02, and 1.44, respectively). 아스피린에 따른 위험비도 저위험군이 될

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결과 고위험군과 중등도위험군에서

는 아스피린이 유의한 위험비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위험군에서는

위험비가 약 2.6배 증가하였다 (HR 2.565; 95% CI, 1.342-4.901; p =

0.004). Model 2로 위험군을 분류한 경우에도 역시 고위험군에서는 스타

틴 사용에 의한 위험비 감소가 관찰되었고 (HR, 0.68; 95% CI,

0.47-0.99; p = 0.040), 저위험군에서는 아스피린 사용에 따른 위험비 증

가가 확인되었다 (HR, 2.94; 95% CI. 1.52-5.7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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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the occurrence of study end-point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HR, hazard ratio

Risk group by Model 2

Statin

High-risk (risk score ≥7) 0.68 (0.47, 0.99) 0.040

Intermediate-risk (risk score 4-6) 1.06 (0.75, 1.51) 0.730

Low-risk (risk score 0-3) 1.57 (0.80, 3.09) 0.190

Aspirin

High-risk (risk score ≥7) 0.94 (0.65, 1.36) 0.760

Intermediate-risk (risk score 4-6) 1.11 (0.78, 1.57) 0.560

Low-risk (risk score 0-3) 2.94 (1.52, 5.71) <0.001

HR (95% CI) p-value

Risk group by Model 1

Statin

High-risk (risk score ≥7) 0.62 (0.39, 0.96) 0.033

Intermediate-risk (risk score 4-6) 1.02 (0.73, 1.44) 0.890

Low-risk (risk score 0-3) 1.44 (0.76, 2.76) 0.267

Aspirin

High-risk (risk score ≥7) 1.05 (0.68, 1.61) 0.831

Intermediate-risk (risk score 4-6) 1.25 (0.89, 1.75) 0.194

Low-risk (risk score 0-3) 2.57 (1.34, 4.9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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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주요심장사건 발생 위험도는 환자들

의 임상적 특성 및 CT 관상동맥조영술 소견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위험도를 층화할 수 있는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정상군과 유사하게 좋은 예후를 보이는 저위험군부터 폐쇄성 관

상동맥질환군과 유사하게 나쁜 예후를 보이는 초고위험군까지 층화할 수 있었

다. 또한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약물치료의 효과가 달라졌는데 스타틴은 고위

험군에서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의 감소와 관련 있었으며, 아스피린은 저위험군

에서 오히려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비

폐쇄성 관상동맥질환군을 임상적 특성 및 CT 관상동맥조영술 소견에 따라 추

가적인 위험도 층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예방적 약물치료를

계획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은 심근허혈을 유발하지 않고

재관류치료를 요하지 않아 적극적인 시술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고 생각

되지 않았다. (17) 하지만 CT 관상동맥조영술과 관련한 대규모 예후 데

이터가 축적되면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주요심장사건 발생의 위험

도가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에 비해 낮지만 관상동맥경화반이 관찰되지 않

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2, 5) 또한

최근 연구에서 확인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까지 고려한다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2, 3, 5)

최근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에서 예방적 약물치료로 인한 예후 호전이

보고되고 있어, 이들 환자의 위험도를 층화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

를 제공할 수 있다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희박한 상

태이다.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를 적절하게 층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위험인자 뿐 아니라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얼마나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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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은 폐쇄성 관상동맥

질환만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그 범위가 증가할수록

위험도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3) 비폐쇄성 관상동맥질

환 환자 2,583명을 대상으로 한 Lin 등의 연구에 따르면 비폐쇄성 관상

동맥질환이 여러 혈관에서 관찰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소견을 보여 1

개의 관상동맥에서만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관찰되면(본 연구에서의

vessel score 1과 동일) 정상군에 비해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으나, 3개의

관상동맥에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관찰되면(vessel score 3) 사망률

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2) 이와 비슷한 결과로 Bittencourt

등은 CT 관상동맥조영상에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4개 이하의 분절

(segment)에서 관찰되는 경우 심혈관 사건의 발생 위험이 높지 않으나,

5개 이상의 분절에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관찰되는 경우 폐쇄성 관

상동맥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심혈관 사건의 발생 위험이 높

아짐을 보고하였다. (3) 우리 연구에서도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범위

가 넓어서 동맥경화반이 세 혈관 모두에서 관찰되는 경우(vessel score

3)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8배 위험도가 높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결과로 CACS가 100 이상인 환자는 CACS가 100 미만인 환자에

비해 1.6배 위험도가 상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위험인자 뿐 아니라 CT 관상동맥조영술로 확인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

환의 범위를 포함하여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 협착이 심해서 심

근허혈의 발생이 높고 그래서 재관류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상동맥질환

과는 달리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 이들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어떤 약물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임상지침이 확립된 것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들어 스

타틴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반

복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CONFIRM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사망률을 68% 줄인다고 보고하였다. (5) 본 연구진도 선

행연구에서 한국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의 스타틴의 영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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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바 있는데 스타틴 치료가 사망과 관상동맥 재관류술을 60% 감소시

킴을 확인하였다. (4)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모든 비폐쇄성 관상동맥질

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떤 환자군에서 스타틴이 주요심장사건

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반면 Hulten

등은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에서 스타틴의 효과가 관상동맥질환의 범위

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18)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5분절 이

상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는 스타틴이 심장관련 사망이나 심근

경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나 4분절 이하에서 제한적으로 관찰되

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함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비폐

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약물치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환자들의 임상적 위험인자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T 관상동맥조영술로 평가한 관

상동맥질환의 범위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와 같은 임상적인 위험인자와

hsCRP와 같은 검사 결과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위험도 예측 모델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서

스타틴의 주요심장사건 발생의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아스피린이 저위험군의 비폐쇄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주요심장사건의 발생 위험을 높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

스피린의 일차 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우려와도 일맥상통하

는 결과이다. (19, 20) ARRIVE(Aspirin to Reduce Risk of Initial

Vascular Events) 연구에서는 12,546 명의 중등도 위험군의 환자를 대상

으로 무작위 분류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아스피린 치료는 심혈관사건 관

련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불안정협심증, 일과성 뇌허혈발작의 발생을

줄이지 못하였으며, 위장관출혈을 증가시켰다. (19) ARRIVE 연구는 당

뇨환자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ASCEND(A

Study of Cardiovascular Events in Diabetes)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치

료가 심혈관사건 관련 사망, 심근경색, 비출혈성 뇌졸중 또는 일과성 뇌

허혈발작의 발생을 줄였으나 주요 출혈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

다. (20) 이 같은 결과는 개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아스피린의 예방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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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저위험군에서 아스피

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결과 역시 위험도 층화의 중요성을 지지

한다 하겠다.

CT 관상동맥조영술이 널리 활용되면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의 진단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아스피린, 스타틴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

음을 고려한다면 (15, 18)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위험도 층화 모델은 개

개인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예방적 치료약물 선택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8)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 환자

에서 개별화된 예방적 약물치료 결정은 궁국적으로 이들의 예후를 호전

시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 연구 결과를 바로 임상에 적용하기 전에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저위험군에서 스타틴 치료에 따른 위험도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저위험군에서 주요심장사건 발생의 빈도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어 보다 대규모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스피린이 저위험군에서 오히려 위험도 상승과 관

련이 있었던 결과 역시 출혈의 위험성에 따라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항응고 치료나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의 사용이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빈혈이 주요심장사건의 주요 예측 인자였는데, 빈혈

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임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

로 확인된 바 있다. ARIC(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cties) 연구

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연구대상자 14,410을 평균 6.1년 추

적하여 빈혈이 주요심장사건의 독립적 위험인자임을 보고한 바 있다.

(21) 또한 빈혈은 안정형 협심증 환자는 물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

자에서도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을 독립적으로 예측하였다. (22, 23) 본 연

구는 후향적 관찰연구로 빈혈이 어떻게 주요심장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기전을 탐구할 수는 없었지만, 선행 연구 결과들로부터 추

론할 때 빈혈이 심근의 산소 요구량과 공급량 사이에 불균형을 악화시키

고, 심근허혈과 그로 인한 증상을 유발하여 재관류술의 필요성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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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24, 25) 또한 빈혈은 관상동맥경화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혈장 섬유소원(fibrinogen)을 증가와 관련이 있

다는 보고도 있어 빈혈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

도 제시되고 있다. (26-28)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와 달리 주요심장사건을 1)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2) 급성 심근경색,

3) 후기 재관류술로 정의하였음을 고려한다면, 빈혈과 허혈성 심장질환

의 발생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출혈 관련 사건의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

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무작위 비교 연구를 통해 빈혈의

교정이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

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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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isk stratification of non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 for guidance of medical therapy

Abbreviation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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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후향적 관찰 연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군은 CT　관상동맥조

영술을 시행한 환자를 연속적으로 수집한 CARE-CCTA 레지스트리를

활용하였으며, 대규모로 구성되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위험도 예측 모델은 내적 타당도 뿐 아니라 외적 타당도 역시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심혈관 사건 관련 사망이 아니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을 주요심장사건

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심혈관 사건 관련 사망 이외의 사

망이 포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0세 이상의 고령자를 연구대상

군에서 제외하였으며, 악성종양의 진단을 받은 자 역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군은 공단 청구자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발생 및 관상동맥 재관류술의 시행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이 관찰되는 분절의 수가 아니라

혈관의 수(vessel score)를 조사하였다. 분절의 수를 평가하는 편이 보다

정확하게 관상동맥질환의 범위를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혈관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속

변수로 평가되는 여러 위험인자를 범주화하였는데 이 또한 임상에서 활

용 가능한 위험도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연속변수를 그대로

활용하면 더 정확한 위험도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만, 실제로 많은 연속변수를 활용한 다양한 위험도 예측 모델이 임상에

서 활용도가 높지 않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험도

예측 모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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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비폐쇄성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주요심장사건 발생위험도는 환

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CT 관상동맥조영술 소견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위험도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이들의 위험도를 적절

하게 층화할 수 있었으며,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약물치료의 효과가 상

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비폐쇄성 관상동맥질환에서

위험도 예측을 모델을 활용하여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고 적절한 치료 전

략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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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Supplemental Table 1. Definition of myocardial infarction, coronary 

revascularization, and malignancy

분류

ICD-10/

처치코드/

변수명

한글명/변수설명

심근경

색

공단 청구자료

I21 급성 심근경색증 (주,부상병 9개)

Registry

prior_MI 의무기록 기준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상병명 입력

재관류

술

공단 청구자료

M6551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M6552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

M6561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M6562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

M6563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

제술과동시)-단일혈관

M6564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

제술과동시)-추가혈관

M6571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단일혈관

M6572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

O1641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자가혈관채취료포함]-단순(1개소)

O1642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자가혈관채취료포함]-단순(2개소 이

상)

O1647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자가혈관채취료포함]-복잡[관상동맥우

회로술의기왕력이있는경우]

OA641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간)-단순,1개소

OA642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간)-단순,2개소이상

OA647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간)-복잡[관상동맥우회로술의기왕

력이있는경우]

Registry

prior_pci 의무기록 기준 관상동맥중재시술 (PCI) 시술코드 입력

prior_CABG 의무기록 기준 관상동맥우회로 수술 (CABG) 수술코드 입력

암
공단 청구자료

C00-C97 악성 종양 (주,부상병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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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Table 2. Definition of comorbidity

분류 ICD-10코드 명칭

관상동맥질환

I20 협심증 

I24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성 심장병

허혈성 뇌졸중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G45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출혈성 뇌졸중

I60 지주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말초혈관질환

I70.2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I73.1 폐쇄성 혈전혈관염[버거병] 

I73.8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

I73.9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심부전

I50.0 울혈성 심부전 

I50.1 좌심실부전 

I50.9 상세불명의 심부전 

판막질환

I34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6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7 폐동맥판 장애

I05 류마티스 승모판질환

I06 류마티스 대동맥판질환

I07 류마티스 삼첨판질환

I08 다발성 판막 질환

I09 기타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방세동 I48 심방세동 

고혈압

I10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신장질환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I15 이차성고혈압

당뇨 E10-E14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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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CD-10코드 명칭

만성신질환

N18 만성 신장질환 

N19 상세불명의 신부전 

N08.3 당뇨병에서의 사구체 장애 

E10.2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E11.2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만성호흡기질환

J41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3 폐기종

J44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만성간질환,간경화

K70 알코올성 간질환

K71 독성 간질환

K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화증 

B18 만성 바이러스간염

B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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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Table 3-1. Anti-hypertensive drug code 

성분명 주성분코드

acebutolol 100801ACH, 1100802ATB, 262000ATB

alacepril 104201ATB, 104202ATB

aliskiren
499501ATB, 499502ATB, 554700ATB, 554800ATB, 554900ATB, 

584100ATB

amiloride 106901ATB, 261900ATB

amlodipine

107601ATD, 107601ATB, 107602ATB, 107602ATD, 459801ACH, 

459801ATB, 459802ACH, 459901ATB, 464601ATB, 470801ATB, 

470802ATB, 472300ATB, 476201ATB, 472400ATB, 472500ATB, 

479701ATB, 492800ATB, 492900ATB, 495800ATB, 500500ATB, 

500600ATB, 502700ATB, 503000ATB, 511500ATB, 511600ATB, 

513900ATB, 511700ATB, 518900ATB, 519700ATB, 519800ATB, 

519900ATB, 520000ATB, 520100ATB, 522900ATB, 523000ATB, 

523100ATB, 523200ATB, 523300ATB, 523400ATB, 547500ATB, 

547600ATB, 547700ATB, 582200ATB, 582400ATB, 595201ATB, 

629400ATB, 629500ATB, 629600ATB, 637400ATB, 637500ATB, 

637600ATB, 651900ATB, 

amosulalol 107901ATB, 107902ATB

arotinolol 110201ATB, 110202ATB

atenolol 111401ATB, 111402ATB, 111403ATB, 262100ATB, 460200ATB

azosemide 112901ATB

barnidipine 114001ACH, 114002ACH, 114003ACH

benazepril 114701ATB, 114702ATB, 114703ATB

bendroflumethiazid

e
427300ATB, 427400ATB

benidipine 115101ATB, 115102ATB, 115103ATB, 115104ATB

betaxolol 116801ATB, 116803ATB

bevantolol 117001ATB, 117002ATB, 117003ATB

bisoprolol
117901ATB, 117902ATB, 117903ATB, 469800ATB, 469900ATB, 

470000ATB

bumetanide 119901ATB, 119901BIJ, 119902BIJ, 119903B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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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주성분코드

bunazosin 120001ATB

candesartan
122601ATB, 122602ATB, 122603ATB, 122604ATB, 423700ATB, 

509200ATB, 556100ATB

captopril
122901ATB, 122902ATB, 122903ATB, 262200ATB, 262300ATB, 

378700ATB

carteolol 124801ATB

carvedilol
125001ATB, 125002ATB, 125003ATB, 125004ACR, 125005ATB, 

125006ACR, 125007ACR, 125008ACR

celiprolol 129101ATB

chlorthalidone 451301ATB, 451302ATB, 451303ATB

cilazapril 133001ATB, 133002ATB, 133003ATB

cilnidipine 133101ATB, 133102ATB

clonidine 136501ATB, 136501BIJ, 136502ATB, 136503BIJ, 136504BIJ, 136505ATR

cloranolol 137001ATB

delapril 140901ATB, 140902ATB

diltiazem
145701ACR, 145702BIJ, 145703ACR, 145704BIJ, 145705ACR, 145706ATB, 

145706ATR, 145707ACR, 145707ATB, 145707ATR, 145801ATR

doxazocin 149101ATB, 149102ATB, 149103ATB, 149104ATR

efonidipine 441201ATB, 441202ATB

enalapril
151601ATB, 151602ATB, 151603ATB, 385900ATB, 440300ATB, 

453600ATB, 453700ATB, 466000ATB

eprosartan 429201ATB, 429202ATB, 460500ATB

esmolol 154401BIJ, 154402BIJ

felodipine
157501ATR, 157502ATR, 157503ATR, 262400ATR, 447100ATB, 

447200ACH, 447200ATB

fenoldopam 460601BIJ

fenquizone 158101ACS

fimasartan
515201ATB, 515202ATB, 515203ATB, 522000ATB, 526800ATB, 

654600ATB, 654700ATB, 654800ATB, 654900ATB, 655000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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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주성분코드

fosinopril 163501ATB, 163502ATB, 163503ATB

furosemide 163801ATB, 163802ATB, 163802BIJ, 163803BIJ, 163804ASS

hydralazine 170701ATB, 170702BIJ, 170730BIJ

hydrochlorothiazide

170801ATB, 170802ATB, 261900ATB, 262000ATB, 262200ATB, 

262300ATB, 262500ATB, 262600ATB, 262700ATB, 262800ATB, 

263000ATB, 356400ATB, 378700ATB, 378900ATB, 385700ATB, 

385800ATB, 423700ATB, 440300ATB, 440700ATB, 440800ATB, 

442600ATB, 443200ATB, 443300ATB, 448600ATB, 448700ATB, 

453600ATB, 453700ATB, 455400ATB, 455500ATB, 460500ATB, 

469800ATB, 469900ATB, 470000ATB, 477400ATB, 486900ATB, 

489100ATB, 497900ATB, 499200ATB, 499300ATB, 502600ATB, 

509200ATB, 513600ATB, 519700ATB, 519800ATB, 519900ATB, 

520000ATB, 520100ATB, 522000ATB, 526800ATB, 553800ATB, 

553900ATB, 554700ATB, 554800ATB, 554900ATB, 556100ATB, 

584100ATB, 

imidapril 173401ATB, 173402ATB, 173403ATB

indapamide
174401ATR, 174402ATB, 174403ATB, 174404ATB, 356500ATB, 

490100ATB, 556200ATB

irbesartan
177301ATB, 177302ATB, 177303ATB, 385700ATB, 385800ATB, 

524000ATB, 524100ATB, 527000ATB, 527100ATB, 553800ATB

isradipine 178901ATB, 178902ACR, 178902ATR

labetalol 180201ATB, 180201BIJ, 180202BIJ, 180203BIJ

lacidipine 180301ATB, 180302ATB, 180303ATB

lercanidipine 182001ATB, 182002ATB, 522200ATB, 522300ATB, 522400ATB

lisinopril 184501ATB, 499200ATB, 499300ATB

losartan

185701ATB, 185702ATB, 262500ATB, 378900ATB, 486900ATB, 

502700ATB, 503000ATB, 513900ATB, 637400ATB, 637500ATB, 

637600ATB

manidipine 188001ATB, 188002ATB, 188003ATB

mefruside 189201ATB, 263100ACH

mepindolol 596601ATB, 596602ATB

methyldopa 192701ATB, 192702APD



62

성분명 주성분코드

metolazone 367001ATB, 367002ATB

metoprolol 
193801BIJ, 193802ATB, 194001ATB, 194002BIJ, 194003ATB, 194003ATR, 

194004ATB, 194004ATR, 194005ATR, 262400ATR, 262600ATB

moexipril
196801ATB, 196802ATB, 440700ATB, 440800ATB, 497900ATB, 

553900ATB

nadolol 198301ATB, 427300ATB, 427400ATB

nebivolol 489501ATB, 489502ATB

nicardipine
201001ATB, 201001BIJ, 201002ACR, 201002ATB, 201002BIJ, 201003ACR, 

201004BIJ, 201101BIJ, 201102BIJ

nifedipine

201401ACS, 201401ATB, 201402ACS, 201402ATB, 201402ATR, 

01403ATR, 201404ATR, 201405ATR, 201406ATR, 201407ACS, 

201408ATR, 01409ATR, 528201ATR, 528202ATR

nilvadipine 201701ATB, 201702ATB

nimodipine 201901ATB, 201902BIJ, 201930BIJ

nipradilol 202301ATB

nisoldipine
202401ATB, 202402ATB, 356201ATB, 356202ATB, 356202ATR, 

356203ATB, 356203ATR, 466000ATB

olmesartan

468501ATB, 468502ATB, 468503ATB, 477400ATB, 489100ATB, 

500500ATB, 500600ATB, 513600ATB, 519700ATB, 519800ATB, 

519900ATB, 520000ATB, 520100ATB, 520901ATB, 520902ATB, 

526300ATB, 526400ATB, 526900ATB, 526500ATB, 547500ATB, 

547600ATB, 547700ATB, 547800ATB, 547900ATB, 548000ATB, 

582200ATB, 582400ATB, 629400ATB, 629500ATB, 629600ATB, 

631300ATB, 632800ATB, 632900ATB, 633000ATB, 644100ATB, 

644200ATB, 

penbutolol 209801ATB

perindopril 
211301ATB, 211302ATB, 211303ATB, 356500ATB, 490100ATB, 

501601ATB, 501602ATB, 556200ATB

phenoxybenzamine 483401ACH

phentolamine 441401BIJ, 441430BIJ

pindolol 212701ATB

polythiazide 262900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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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주성분코드

prazosin 216801ATB, 216802ATB, 216803ATB, 262900ATB

propranolol
219901ATB, 219902BIJ, 219903ATB, 219904ATB, 219905ACR, 

219906ACR, 220001ACR, 220002ACR, 455400ATB, 455500ATB

quinapril 221901ATB

ramipril

222401ACH, 222401ATB, 222402ACH, 222402ATB, 222403ACH, 

222404ACH, 222404ATB, 447100ATB, 447200ACH, 447200ATB, 

448600ATB, 448700ATB

s-amlodipine

483201ATB, 483202ATB, 486501ATB, 486502ATB, 495901ATB, 

501701ATB, 501801ATB, 521200ATB, 521300ATB, 521400ATB, 

522600ATB, 522700ATB, 522800ATB, 547800ATB, 547900ATB, 

548000ATB, 614500ATB, 631300ATB, 632800ATB, 632900ATB, 

633000ATB

s-atenolol 483101ATB, 483102ATB

sodium 229301BIJ

spirapril 231001ATB

spironolactone 231101ATB, 231102ATB, 262700ATB, 262800ATB

telmisartan

378801ATB, 378802ATB, 378803ATB, 443200ATB, 443300ATB, 

502600ATB, 511500ATB, 511600ATB, 511700ATB, 521200ATB, 

521300ATB, 521400ATB, 629900ATB, 630000ATB, 630100ATB, 

630200ATB, 631600ATB, 631700ATB, 644800ATB

temocapril 235001ATB, 235002ATB, 235003ATB, 235101ATB

terazosin
235501ACS, 235501ATB, 235502ACS, 235502ATB, 235503ACS, 

235503ATB

tertatolol 460101ATB

torasemide 242001ATB, 242002ATB, 242003ATB, 242004ATB, 242004BIJ, 416001BIJ

trandolapril 242401ACH, 242402ACH, 447000ATB

triamterene 243401ATB

tripamide 244701ATB

valsartan

247101ACH, 247101ATB, 247102ATB, 247103ATB, 247104ATB, 

356400ATB, 442600ATB, 492800ATB, 492900ATB, 495800ATB, 

522200ATB, 522300ATB, 522400ATB, 522600ATB, 522700ATB, 

522800ATB, 522900ATB, 523000ATB, 523100ATB, 523200ATB, 

523300ATB, 523400ATB, 525000ATB, 525100ATB, 525200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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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주성분코드

525300ATB, 629700ATB, 629800ATB, 634900ATB, 635000ATB, 

635100ATB, 635200ATB

verapamil
247601ACR, 247602BIJ, 247603ATR, 247604BIJ, 247605ACR, 247605ATR, 

247606ATB, 247606ATR, 247607ATB, 247607ATR, 447000ATB

xipamide 249401ATB

zofenopril 510401ATB, 510402ATB, 510403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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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Table 3-2. Anti-diabetic drug code 

성분명 주성분코드

acarbose 100601ATB, 100602ATB

albiglutide 644501BIJ, 644502BIJ

alogliptin
624201ATB, 624202ATB, 624203ATB, 630300ATB, 630400ATB, 

635600ATB, 635700ATB, 630500ATB, 630600ATB

anagliptin 639601ATB, 648400ATB, 648500ATB, 648600ATB

bovine insulin 118301BIJ, 118302BIJ

chlorpropamide 132001ATB

dapagliflozin 527301ATB, 527302ATB, 639800ATR, 641400ATR

dulaglutide 639701BIJ, 639702BIJ

empagliflozin   628201ATB, 628202ATB

evogliptin 645301ATB, 649900ATR, 650000ATR, 650100ATR

exenatide 512101BIJ, 512102BIJ, 512103BIJ, 512130BIJ, 512131BIJ

gemigliptin 523800ATR, 619101ATB, 632000ATR, 645000ATR, 654100ATR

glibenclamide
165401ATB, 165402ATB, 165501ATB, 421100ATB, 443400ATB, 

443500ATB, 471900ATB

gliclazide
165601ACS, 165602ACS, 165602ATB, 165603ATR, 165604ATR, 

497200ATB

glimepiride

165701ATB, 165702ATB, 165703ATB, 165704ATB, 474200ATB, 

474300ATB, 474300ATR, 488800ATB, 488900ATB, 489000ATB, 

498600ATB, 498600ATR, 525500ATB, 525600ATB

glipizide 165801ATB

gliquidone 165901ATB

guar 167701AGN

human insulin

170101BIJ, 170102BIJ, 170103BIJ, 170130BIJ, 170131BIJ, 170201BIJ, 

170301BIJ, 170302BIJ, 170401BIJ, 170402BIJ, 170403BIJ, 170430BIJ, 

170431BIJ, 170501BIJ, 170502BIJ, 170601BIJ, 170602BIJ

insulin
175201BIJ, 175202BIJ, 175301BIJ, 175302BIJ, 175330BIJ, 175333BIJ, 

175303BIJ, 175304BIJ, 175331BIJ, 175332BIJ, 327800BIJ, 441301B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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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주성분코드

441302BIJ, 441303BIJ, 441304BIJ, 441305BIJ, 441330BIJ, 441331BIJ, 

441332BIJ, 441333BIJ, 441334BIJ, 461801BIJ, 461802BIJ, 461803BIJ, 

461804BIJ, 461830BIJ, 461831BIJ, 461832BIJ, 484901BIJ, 484902BIJ, 

484930BIJ, 484931BIJ, 488730BIJ, 488701BIJ, 507401BIJ, 626801BIJ, 

626802BIJ

ipragliflozin 636101ATB

linagliptin 520500ATB, 520600ATB, 520700ATB, 616401ATB

Liraglutide 612201BIJ

lixisenatide 626601BIJ, 626602BIJ, 626630BIJ, 626631BIJ

lobeglitazone 525901ATB, 653800ATR, 653900ATR, 654000ATR, 655700ATR

metformin 

191501ATB, 191502AGR, 191502ATB, 191502ATR, 191503ATB, 

191504ATB, 191504ATR, 191505ATR, 421100ATB, 443400ATB, 

443500ATB, 452700ATB, 452900ATB, 461200ATB, 469100ATB, 

471800ATB, 471900ATB, 474200ATB, 474300ATB, 474300ATR, 

497200ATB, 498100ATB, 498600ATB, 498600ATR, 502200ATB, 

502300ATB, 502300ATR, 502900ATB, 507000ATB, 507100ATB, 

513700ATB, 513700ATR, 518500ATR, 518600ATR, 518800ATB, 

519600ATB, 520500ATB, 520600ATB, 520700ATB, 523800ATR, 

524700ATR, 618900ATR, 523600ATB, 523700ATB, 631900ATB, 

632100ATB, 632000ATR, 635600ATB, 635700ATB, 637200ATB, 

641800ATR, 641900ATR, 642000ATR

miglitol 406201ATB, 406202ATB

mitiglinide 486101ATB, 486102ATB, 518800ATB

nateglinide 430201ATB, 430202ATB, 430203ATB, 631900ATB

pioglitazone
431901ATB, 431902ATB, 498100ATB, 525500ATB, 525600ATB, 

630300ATB, 630400ATB, 630500ATB, 630600ATB

porcrine insulin 215601BIJ, 215602BIJ, 215603BIJ

pork insulin 215701BIJ

protamine 327800BIJ

repaglinide 379501ATB, 379502ATB, 379503ATB, 632100ATB, 637200ATB

rosiglitazone
348001ATB, 348002ATB, 348003ATB, 452700ATB, 452900ATB, 

461200ATB, 469100ATB, 471800ATB, 488800ATB, 488900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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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주성분코드

489000ATB

saxagliptin 518500ATR, 518600ATR, 613301ATB, 613302ATB, 618900ATR

sitagliptin
501101ATB, 501102ATB, 501103ATB, 502200ATB, 502300ATB, 

502300ATR, 502900ATB, 513700ATB, 513700ATR, 524700ATR

teneligliptin 627301ATB, 641800ATR, 641900ATR, 642000ATR

tolazamide 417401ATB, 417402ATB

vildagliptin 500801ATB, 507000ATB, 507100ATB, 519600ATB

voglibose
249001ATB, 249001ATD, 249002ATB, 249002ATD, 523600ATB, 

523700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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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Table 3-3. Anti-hyperlipidemic drug code 

성분명 주성분코드

acipimox 102201ACH

atorvastatin

111501ATB, 111502ATB, 111503ATB, 111504ATB, 472300ATB, 

472400ATB, 472500ATB, 502201ATB, 502202ATB, 502203ATB, 

502204ATB, 518900ATB, 527000ATB, 527100ATB, 524000ATB, 

524100ATB, 614500ATB, 633800ATB, 633900ATB, 634800ATB, 

bezafibrate 117101ATB, 117102ATR

cerivastatin 130401ATB, 130402ATB, 130403ATB, 130404ATB, 130405ATB

choline 642301ACR, 642301ATR, 642301ACH

ciprofibrate 134001ACH, 134001ATB

clinofibrate 395501ATB

etofibrate 156801ACH, 156802ACR

ezetimibe

462201ATB, 471000ATB, 471100ATB, 507800ATB, 553700ATB, 

633800ATB, 633900ATB, 634800ATB, 640700ATB, 640800ATB, 

640900ATB

fenofibrate

157701ACH, 157702ACR, 157703ACH, 157703ATB, 157703ATR, 

157704ATB, 157705ATB, 194930ACH, 194930ATB, 519300ACH, 

520301ACH, 631400ATB, 631500ATB, 

fluvastatin 162401ACH, 162402ACH, 162403ATR

gemfibrozil 165001ACH

lovastatin 185801ATB, 185901ATB

micronized 194901ACH, 194901ATB, 194902ACH

nicotinic 473001ATR, 473002ATR, 473003ATR, 473004ATR, 510600ATB

pitavastatin
470901ATB, 470902ATB, 470903ATB, 634900ATB, 635000ATB, 

635100ATB, 635200ATB

pravastatin 216601ATB, 216602ATB, 216603ATB, 216604ATB, 519300ACH

rosuvastatin

454001ATB, 454002ATB, 454003ATB, 525000ATB, 525100ATB, 

525200ATB, 525300ATB, 526300ATB, 526400ATB, 526500ATB, 

526900ATB, 629700ATB, 629800ATB, 629900ATB, 630000ATB, 

630100ATB, 630200ATB, 631600ATB, 631700ATB, 640700ATB, 

640800ATB, 640900ATB, 644100ATB, 644200ATB,  

simvastatin
227801ATB, 227801ATR, 227802ATB, 227802ATD, 227803ATB, 

227805ATB, 227806ATB, 471000ATB, 471100ATB, 507800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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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00ATB, 631400ATB, 631500A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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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Table 4. Definition of normal range of laboratory test

항목 정상범위

Hemoglobin 
남: 13-17g/dL, 

여: 12-16g/dL

Total cholesterol 0-240mg/dL

Triglyceride 0-200mg/dL

HDL cholesterol
남:35mg/dL 이상, 

여:45mg/dL 이상

LDL cholesterol 0-130mg/dL

Fasting glucose 100mg/dL 미만

HbA1c 6.5% 미만

BUN 20mg/dL

Creatinine 1.5mg/dL 이하

GFR by CKD-EPI equation 90mL/min/1.73m2 이상

GFR by MDRD equation 90mL/min/1.73m2 이상

hsCRP 1.0mg/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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