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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배경 :  류마티스관절염은 전 세계적으로 0.5-1%의 유병율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이며, 류마티스관절염(RA)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 대비 

높다. 중대한 감염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이환률과 사망률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0여 년간 3가지의 새로운 

tsDMARD가 미국 식품의약품청(US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새로운 약물의 등장은 이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내약성의 문제로 기존의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과 이점을 제공하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감염에 취약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에게 이들 약물을 투여 시 중대한 감염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류마티스관절염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tsDMARD(targeted synthetic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는 현재 bDMARD(biological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와 동등한 2차 치료제로 권장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클래스 간 중대한 감염 위험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각 tsDMARD의 3상 임상들은 이 약제들에 대한 중대한 

감염 발생율을 다양한 범위로 보고해왔으며,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활용한 일부 메타분석 데이터들이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임상들의 간접 비교 데이터로 중대한 감염 발생의 위험을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하여 감염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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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여러 변수들을 보정한 후 tsDMARD와 bDMARD의 중대한 

감염 발생의 위험을 비교하였다.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bDMARD로 치료를 받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비 tsDMARD를 받은 환자에서 중대한 감염 위험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201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국의 청구 

데이터베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코드와 적어도 하나의 DMARD(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처방 청구 기록이 있는 성인 RA 환자를 식별하였다. 

등록 기간(2015-2019) 동안 tsDMARD 또는 bDMARD를 처방 받았고, 

이전에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csDMARD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를 

연구 코호트로 선정하였다. 코호트 등록일(index date) 이전 tsDMARD 또는 

bDMARD의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등록일 시점 

사전에 정의된 감염과 관련된 진단 코드 중 하나로 입원 중인 환자는 

연구 코호트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등록일은 2015년 이후 tsDMARD 

또는 bDMARD의 초기 처방일로 정의하였다. 두 군간 환자의 특성 차이가 

결과 변수에 미치는 선택 편향(bias)의 발생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성향점수를 기반으로 tsDMARD 군 환자를 bDMARD 군 환자와 1:3으로 

매칭하였다. 이 연구의 일차 평가결과변수는 입원이 요구되는 중대한 

감염의 위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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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  국가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본 코호트 연구에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코드와 

적어도 하나의 bDMARD 또는 tsDMARD 처방 기록이 있는 14,111명의 

대상자 수가 확인되었다. 제외기준을 적용한 후 확인된 대상자 수는 

tsDMARD 군에서 371명(4.3%), bDMARD 군에서 8,332명(95.7%)으로 총 

8,703명이었다.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후 

tsDMARD 군 371명, bDMARD 군 1,113명 총 1,484명의 환자가 분석을 

위한 최종 코호트로 확인되었다. 중대한 감염의 발생과 관련하여 총 

1320.6인년(person-year, PY)의 추적기간 동안 총 52건의 중대한 감염 

사건이 발생하였다(조발생률 3.94/100PY). 각 군의 중대한 감염의 발생률은 

100인년 당 tsDMARD군에서 5.36, bDMARD군에서 3.83으로 

tsDMARD군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차 평가결과변수인 

시간에 따른 중대한 감염의 위험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HR 1.09; 95% CI 0.42 – 2.87). 이 연구의 일차 평가결과에 대한 

검정력은 84%이었다. tsDMARD 또는 bDMARD를 처방 받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가장 빈번한 중대한 감염은 호흡기 

감염이었다(조발생률 2.5/100PY). Tofacitinib 대비 각 치료제제 별 중대한 

감염의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etanercept(HR 0.39; 95% CI 0.07-2.36)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infliximab (HR 1.68; 95% CI 0.34-8.36)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 론 :  t sDMARD 또는 bDMARD로 새롭게 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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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감염 

위험을 비교한 결과 ,  84%의 검정력 하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항류마티스제제 중 

비교적 새로운 클래스인 tsDMARD를 처방함에 있어 치료의 전반적인 

유익성/위험성 프로파일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어 :  류마티스관절염, 중대한 감염, 감염,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표적합성 항류마티스제제, 야누스키나아제 억제제, 성향점수 매칭  

학  번: 2016-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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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 활막의 지속적인 염증반응을 통하여 관절의 손

상과 운동능력 장애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

며 여러 동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 염증성 질환이다.1 유병률은 

인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약 0.5-1.0% 정도의 범위로 추정

되고 있다.1–3 2014년 한국 국민건강통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류마티

스관절염의 유병율은 30세 이상의 총 4,455명의 대상자 중 남성(1,853명, 

1.0 % ± 0.2)보다 여성(2,602명, 2.3 % ± 0.3)에서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유병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3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연령, 

성별 등의 인자를 보정한 사망률은 일반인구 대비 높았으며, 중대한 감염

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입원, 이환과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4–7 Thomas E. 등에 의해 수행된 20년간의 국가 인구 기반 코호트 연

구에 따르면 호흡기 감염에 의한 표준화사망비(SMR, 95% CI)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사망 위험을 비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비 남성에서 

1.9(1.7,2.2) 여성에서 2.4(2.3,2.6)로 나타났다.8 특히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의 경우 면역계가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으므로, 폐

렴, 비뇨생식기 감염, 패혈증, 폐혈성 관절염 등 중대한 감염병에 더 취약

할 수 있다.9,10  류마티스관절염의 감염 위험 증가와 관련하여 Doran MF 

등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군과  류마티스관절염이 아닌 대상자군(비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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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관절염 군) 각 609명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군은 비류마티스관절염 군 대비  중대한 감

염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1.83; 95% CI 1.52–2.21).4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이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의 감염 위험 증가는 

면역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동반질환 또는 강력한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같은 내인성, 외인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함에 따라 기인할 수 

있다.11,12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항류마티스제

제(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 DMARD)들은 이미 임상시험을 

통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입원 또

는 비 경구 항생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감염과 관련된 다양한 정

도의 위험이 보고되어왔다.13,14 이러한 증가하는 중대한 감염의 위험은 류

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DMARD를 처방 시 주요한 관심사로 남아있다.  

미국류마티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CR) 및 유럽류

마티스학회(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EULAR)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치료제의 선택은 질환 활동 상태에 따

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가용한 약제들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15,16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진단 이후 치료는 methotrexate(MTX) 등의 전통

적인 항류마티스제제(conventional synthetic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csDMARD)로 시작한다. 그러나 류마티스 인자

(rheumatoid factor, RF) 또는 항 ccp(cyclic citrullinated peptide) 항체 양

성, 방사선학적 골미란, 높은 질병활성도(disease activity score, DAS),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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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csDMARD로의 치료 실패 등 불량한 예후인자가 있는 경우 생물학

적 항류마티스제제(biologic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bDMARD) 또는 표적합성 항류마티스제제(targeted synthetic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tsDMARD)인 경구용 야누스키나아제 억제

제(Janus kinase inhibitors, JAK-I)를 병용하거나 해당 약제로 치료를 전환

한다.15,17 bDMARD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3차 치료제로만 

권장 되어왔었던 JAK-I은 2016년 EULAR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권고안

에서 bDMARD와 동등한 2차 치료제로 권장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실제 

임상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15   

류마티스관절염에서 비교적 새로운 치료 옵션인 JAK-I는 염증성 사이

토카인의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며  류마티스관절염 증상과 질병 상태

를 개선시키는 약물이다.18 JAK-I 계열의 약물은 경구 제제이기 때문에 피

하 또는 정맥 투여가 필요한 bDMARD 계열 약물 대비 상대적으로 환자

의 선호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으며19,20, 새로운 JAK-I의 치료 옵

션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점차적으로 임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

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이후 미국 FDA(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를 위하여 경구투여 제제인 세가

지의 JAK-I를 승인하였으며, 새로운 클래스인 tsDMARD는 류마티스관절

염 치료의 상당한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14,21 JAK-I 중 가장 먼저 개발된 

tofacitinib은 2012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으나, 유럽 EMA(European 

Medicines Agency)에서는 중대한 감염을 포함한 안전문제로 승인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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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2017년 3월이 되어 승인을 받았다.
 22,23 Baricitinib은 2017년 2월 

EMA에서 허가되었으나, FDA는 안전성을 문제로 저용량인 2mg만을 승인

하며 제품 라벨에 중대한 감염 및 악성종양, 혈전증 위험에 대한 블랙박

스 경고문 표기를 요구하였다.23,24  2020년 11월 기준 한국 내 허가 승인

된 JAK-I로는 tofacitinib, baricitinib, peficitinib, upadacitinib이 있다.  

bDMARD는 csDMARD 대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염증 제어를 개선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주요 사이토카인과 면역반응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작용 메커니즘에 따라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었다.11 비교적 최신 항

류마티스제제인 tsDMARD의 무작위 3상 임상시험 결과들은 이미 보고된 

bDMARD 계열 약물들과 유사한 정도의 감염 위험을 제시하여 왔으며25–

27, 일부는 bDMARD 대비 tsDMARD에서 초기 3개월 간 수치적으로 더 높

은 중대한 감염 빈도를 보고하였다.28 반면 2019년 발표된 한 체계적 문

헌고찰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JAK-I의 중대한 감염 위험은 위약 대비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 중 하나의 약물인 baricitinib에서 

대상포진과 관련한 위험이 위약대비 높음을 제시하였다.23 또한 bDMARD 

및 tsDMARD 계열 개별 약물 임상시험들은 다양한 비율로 중대한 감염 

발생을 보고하며 이 클래스들의 증가하는 중대한 감염의 위험을 제시하

였으나,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발표된 문헌의 내용들 중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있다.13,29–31 

최근 한 연구에서는 tsDMARD와 bDMARD로 치료를 받던 류마티스관

절염 환자 중 중대한 감염의 발생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전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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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상사례로 약물을 중단하는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32 또한 tsDMARD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치료에서 새로운 계

열의 약물인 만큼 해당 약물에 대한 관심도와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

으나, 이에 반해 중대한 감염에 대한 tsDMARD와 bDMARD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 자료는 제한적이다.14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감염 발생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배경이 다른 여러 대상자들

을 포함하는 연구 결과들에 대한 간접 비교로 감염에 대한 위험을 추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감염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특성 및 약물 노출 기간, glucocorticoids(GCs)의 사용, 의료

이용, 동반질환을 고려하여, tsDMARD와 bDMARD의 중대한 감염의 발생 

위험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중대한 감염 발생에 있어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제제(tsDMARDs)와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bDMARDs)의 사용이 미치는 위험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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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방법  

2.1. 연구 자료 

이 연구는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공된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맞춤형 청구자료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저소득자를 포함하는 의료급여 환자와 국가유공

자 등 보훈환자는 보험자 종별 비중이 적은데 반하여 잠재적인 교란요소

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청구자료만을 활용하

였다.33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 국민 통합 국가 단일 보

험이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환자의 성별, 연령, 지

역 등의 인구학적 정보와 진단코드 및 외래 방문, 입원, 약물 처방량, 처

방일 등 의료이용 및 비용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33,34  

2.2. 대상자 정의  

연구대상자 선정기간인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혈청검사양

성 류마티스관절염 국제질병분류(ICD-10) 진단 코드인 M05(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가 있는 환자를 연구의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RA진단

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M05 진단코드가 있으면서 적어도 하나의 항류마티

스제제의 처방 기록이 있는 환자를 RA 진단 환자의 조작적 정의로 적용

하였다.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코드인 M06의 경우 혈청 음성 RA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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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나 M06 코드와 약물 검토의 조합은 낮은 신뢰도를 

보이므로 M06 코드를 가진 환자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연구 모집단으로 

포함하지 않았다.35 연구 분석 대상의 선정은 연구대상자 선정기간인 2015

년 1월 1일에서 2019년 11월 30일 동안 ICD-10 진단코드가 M05 이면서 

적어도 하나의 bDMARD 또는 tsDMARD 처방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일(index date)은 연구대상자 선정기간 

이내 각 군의 해당 약물에 대한 최초 약물 처방 기록이 확인되는 날짜로 

정의하였다. tsDMARD에는 tofacitinib과 baricitinib이 포함되었다. 현재 국

내에서 허가된 tsDMARD로 최근에 허가된 2가지의 약물이 더 있으나 이

들 약물은 아직 유통 중에 있지 않아 처방 기록이 확인될 수 없으므로 포

함 약물에서 제외하였다. bDMARD에는 TNFi (tumor necrosis factor 

inhibitors)인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etanercept, certolizumab-

pegol과 non-TNFi인 tocilizumab, abatacept, anakinra, rituximab이 포함되

었다. 연구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

되었다. 이전의 bDMARD 및 tsDMARD 사용에 따른 결과변수의 영향을 배

제하고자 선정일 이전 bDMARD 또는 tsDMARD의 처방 기록이 있는 환자

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선정일 이전의 기록은 등록일 기준 이전 5

년까지를 후향적으로 추적하였다. 이전 5년 이내 기록이 없는 환자는 

bDMARD 또는 tsDMARD로 치료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선정일 시점 이전부터 선정일까지 정의된 감염 관련 상병코드의 기록과 

입원 기록이 존재하는 환자의 경우 event 발생을 약물 처방에 따른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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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으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두 군의 중증도

를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이전에 각 3개월 이상 2가지 이상의 csDMARD

의 처방기록이 없는 환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절단

된 자료의 특성 상 확인 가능한 기간인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각 군의 

해당 약물 처방 이전 RA 초기 진단기록이 불분명한 환자의 경우도 제외

하였다. 확인된 모든 RA 환자는 약물에 따라 tsDMARD군과 bDMARD군으

로 분류되었다. tsDMARD군은 등록기간 내 한번 이상 tsDMARD로 처방된 

환자로 정의하였다. 선정일 이후 tsDMARD 치료 기록 없이 bDMARD로만 

치료를 받은 bDMARD군으로 분류하였다. 성향점수를 기반으로 tsDMARD

군 환자를 bDMARD군 명의 환자와 1:3으로 매칭했다. 

2.3. 연구 설계  

이 연구는 csDMARD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사용되는 tsDMARD와 bDMARD의 중대한 감염의 위험을 평가하

고 이해하기 위한 관찰,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중대한 감염의 발생은 

연구 기간 동안 청구 기록에서 사전에 정의된 감염 관련 ICD-10 코드와 

관련된 새로운 입원 사건의 기록으로 정의하였다.36,37  

2.4. 결과 변수  

연구의 일차 평가변수는 tsDMARD군 대비 bDMARD군의 중대한 감염 

위험비이며, 중대한 감염의 발생일은 이전의 연구에서 정의37된 중대한 감

염에 따른 첫 번째 입원 청구일로 정의되었다(Supplementary Table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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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평가변수의 측정을 위해 시험군 및 대조군은 사전에 정의된 감염의 발

생에 따른 입원 기록이 확인되거나 또는 다른 군의 약물로 치료를 변경 

전까지 추적 관찰되었다. 연구 종료일까지 이벤트 발생이 없거나 다른 군

의 약물로 변경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연구기간의 종료일인 2019년 11월 

30일까지 추적을 실시하였다. 이차 평가변수는 tsDMARD군 대비 bDMARD

의 감염에 대한 위험비와 하위그룹(연령, 치료 약물 노출기간, 병용약물 

사용 여부 및 스테로이드 사용량, 특정 감염 분류)에 따른 두 군의 중대

한 감염 및 감염에 대한 위험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감염 질환

의 발생은 입원 또는 외래 청구가 감염관련 ICD-10 코드와 함께 확인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각 치료제제에 따른 결과변수의 발생 위험 또한 

이차 평가변수로 활용하였다.  

2.5. 공변량 정보 수집  

공변량 정보의 수집은 기존의 연구의 문헌검색을 기반으로 수행되었

다. 류마티스관절염에서 tofacitinib의 효과와 안전성을 다른 계열의 항류

마티스제제와 비교한 한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csDMARD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methotrexate의 사용 여부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중대한 

감염의 위험을 19%(1.04-1.3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8  또한 이 환

자들에서 이전 bDMARD의 사용 여부, 일일 스테로이드 사용량, 이전 1년 

간의 찰슨의 동반질환 점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이전 1년 간 

응급실 방문 횟수는 중대한 감염의 위험과 유의한 연관이 있었고, 특히 

이전 1년 간 감염 관련 입원 기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위험비가 2.1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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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였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감염의 위험 인자를 확인한 이전 후

향적 관찰연구에 따르면 연령, 성별, 질병활성도 점수, 스테로이드, 

bDMARD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감염의 유의한 위험 인자로 확인 되었

다.12 이러한 이전 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환자의 연령, 성

별, 지역과 같은 대상자의 기본 특성 변수 외 대상자의 동반 질환에 따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이전 1년 이내 동반질환점수(CCI), 이전 1년 이내 

감염에 따른 입원 기록, 이전 1년 이내 응급실 방문 여부, 스테로이드의 

사용량, MTX 또는 다른 csDMARD 병용 여부를 공변량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류마티스관절염의 유병기간 및 각 치료제의 노출 기간이 결과 변수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기간들을 확인하여 공변량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단계별 변수 선택법(stepwise variable selection)을 고려하

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에 환자-대조군을 짝지

었다.  

2.6. 분석 방법 

시험군은 tsDMARD 약제 사용군으로 정의하고, 대조군은 bDMARD 약

제 사용군으로 정의하였다. tsDMARD 군과 bDMARD 군의 특성 차이가 결

과 변수에 미치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의 발생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시험군의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PS)에 근거하여 성향점수가 가까운 

대조군을 1:3으로 짝지었다. 시험군의 경우 동일한 연구대상자를 반복해

서 대조군과 매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8가지의 짝지은 데이터 

가운데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환자-대조군을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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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성향점수는 주요변수를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

정되었다. 주요 변수로는 환자의 연령, 성별, 지역, 요양기관의 종류와 같

은 기본 특성 및 외래 방문 빈도, 감염에 따른 입원 병력, 응급실 방문 

기록을 포함한 의료이용, 류마티스관절염과 관련된 병용 약물, 등록시점 

1년 이내 동반질환39(Supplementary Table 2)과 같은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공변량을 이용한 짝지은 데이터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단계적 변수 선

택(stepwise variable selection)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때 변수 선택의 기

준(SLE, significant level of entry)은 p ≤ 0.2로 하였으며, 유지 기준(SLS, 

significant level of stay)은 p ≤ 0.1 이었다.  

매칭된 각 군의 특성은 연속 변수인 경우 평균 비교를 위해 paired-t 

test(치우친 분포를 보이는 경우 Wilcoxon 순위합 검정), 범주형 변수인 경

우 맥니마 검정(McNemar test)을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매칭 전 전체 코

호트에 대한 특성은 연속 변수의 경우 student’s t-test(치우친 분포를 보

이는 경우 Wilcoxon 순위합 검정),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d test)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유의 수준은 5%로 하였다. 2015년 

이후 류마티스관절염으로 tsDMARD 또는 bDMARD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

서 등록일 이후 중대한 감염 또는 감염이 발생하기까지 관찰된 발생률

(incidence rate, IR)은 100인년(person year, PY) 당 발생 건수로 계산되었

다. 연구 코호트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각 군의 치료제 처방 시작일부터 

정의된 event 발생 또는 치료제제를 다른 군의 치료제제로 변경, 연구기

간의 종료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날짜까지 추적되었다. 두 군에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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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결과변수 발생 위험도와 95% CI는 콕스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으로 확인하였다. 상기 모든 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version 6.1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 검정력(power)를 확인하였

고, 이는 G power를 이용해 수행되었다. 이 자료는 짝지어진 환자-대조

군 자료로 해당자료의 결과 값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McNemar의 

정확 검정 및 최종 분석에서의 두 군의 차이에 대한 독립적 정확 검정을 

수행하였다.  

2.7. 윤리적 승인 

이 연구는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인 식별자를 제외하고 제공

된 공공기관 맞춤형 자료 분석 연구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면제 심의의 승인(IRB No. E2003/001-002)을 득하였다. 이후 보건

의료 빅데이터 분석 이용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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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과  

3.1. 연구 코호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맞춤형 청구자료 신청을 통하여 혈청양성 류마티

스관절염 진단 코드인 M05 이 있으며 적어도 하나의 DMARD 처방기록이 

있는 총 159,842명의 대상자 자료(총 청구 625,690,688건)를 제공받았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 진단 코

드인 M05 이 있으며 적어도 하나의 bDMARD 또는 tsDMARD 처방기록이 

있는 환자 14,111명이 이 연구의 코호트로 확인되었다(Figure 1). 제외기

준에 따라 5,408명의 환자가 제외되었으며, 이전에 bDMARD 또는 

tsDMARD로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5,201명으로 가장 많이 제외되었다. 

제외기준을 적용 후 tsDMARD 군에서 371명 (4.3%) bDMARD 군에서 8,332

명 (95.7%) 총 8,703명의 환자가 확인되었다. 이후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

는 서로 다른 특성이 bDMARD 또는 tsDMARD 사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tsDMARD 군과 bDMARD 군을 1:3으로 성향점수 

매칭하였고, 그 결과 시험군 371명, 대조군 1,113명 총 1,484명의 환자가 

분석을 위한 최종 코호트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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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of patien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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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 특성 

성향점수 매칭 이전 환자들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상이한 경향을 보였

다(Table 1). 평균 연령은 tsDMARD 군이 더 높았고, 두 군 모두 남성보다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tsDMARD 군에서 더 높은 여성비를 보였다. 

종병의 경우 두 제제의 투여 경로가 다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tsDMARD군보다 bDMARD군에서 좀 더 많은 비율의 환자

들이 3차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류마티스 전문에 의한 처

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 등록일 이전 1년 동안 감

염과 관련된 입원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 및 응급실 방문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율은 bDMARD 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p<0.0001). 특히 

초기 RA 진단 이후 등록일까지 평균 RA 유병 기간은 tsDMARD 군에서 

72.1 개월, bDMARD 군에서 52.7 개월로 tsDMARD 군에서 더 길게 나타

났다 (p<0.0001).  

두 군의 평균 치료 기간은 tsDMARD 군이 81.4 ± 74.9일 bDMARD 군

이 663.3 ± 532.9일로 군간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 성별, 지역 등 인구학적 특성과 1년 이내 입원관련 감염 여부, 

동반질환 점수 등 임상적 특성을 매칭하여 보정한 결과 매칭한 대부분의 

변수에서 두 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GCs의 사용량과 MTX의 병용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GCs의 하위 그룹 별 환자의 분

포 비율과 MTX 병용 여부 분포를 보았을 때 실제 두 군간 비율의 차이

는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졌다. 이로써 두 군의 PSM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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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관찰기간 중 각 약제의 처방을 분기별로 파악하였을 때 2019년 3Q까

지 두 군의 처방 횟수가 단독 처방 또는 병용 처방의 건 모두에서 증가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ure 2), csDMARD의 병용 처방 횟수

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sDMARD 군과 bDMARD 군으로 치료

를 시작 시에는 단독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보다 csDMARD와 병용하

여 치료를 시작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Number of prescriptions by 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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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s 

Overall Propensity score matching 

tsDMARDs 

(n=371) 

bDMARDs 

(n= 8,332) 
p-value 

d 
tsDMARDs 

(n= 371) 

bDMARDs 

(n= 1,113) 
p-value 

f 

Age, years        

Age 55.7 ± 12.5 54.0 ± 13.8 0.020 55.7 ± 12.5 55.5 ± 13.4 0.677 

Sex              

Female  316(85.2) 6,262(75.2) <0.0001 316(85.2) 932(83.7) 0.351 

Male 55(14.8) 2,070(24.8)   55(14.8) 181(16.3)   

Region             

Seoul 146(37.4) 2,544(30.5) 0.002 146(37.4) 406(36.5) 0.292 

Incheon, Gyeonggi 69(18.6) 1,726(20.7)  69(18.6) 210(18.9)  

Others  156(42.1) 4,062(48.8)  156(42.1) 497(44.7)   

Hospital type              

Tertiary hospital 71(19.1) 2,294(27.5) <0.0001 71(19.1) 220(19.8) 0.621 

General hospital 50(13.5) 1,249(15.0)  50(13.5) 159(14.3)  

Hospital 16(4.3) 514(6.2)  16(4.3) 60(5.4)  

Clinics 86(23.2) 1,221(14.7)  86(23.2) 236(21.2)  

Others 148(39.9) 3,054(36.7)  148(39.9) 438(39.4)  

Specialty              

Rheumatology 77(20.8) 2,527(30.3) <0.0001 77(20.8) 259(23.3) 0.150 

Others 294(79.3) 5,805(69.7)  294(79.3) 854(76.7)  

Health care utilization              

Outpatient visits (RA-related) a 23.1 ± 13.8 21.8 ± 12.7 0.74 1.65 ± 4.38 1.59 ± 3.50 0.925 

Infection-related hospitalization 

1year prior to index date  
39(10.5) 2,506(30.1) <0.0001 39(10.5) 104(9.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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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s 

Overall Propensity score matching 

tsDMARDs 

(n=371) 

bDMARDs 

(n= 8,332) 
p-value 

d 
tsDMARDs 

(n= 371) 

bDMARDs 

(n= 1,113) 
p-value 

f 

Emergency department visits 1year 

prior to index date  
56(15.1) 2,872(34.5) <0.0001 56(15.1) 174(15.6) 0.715 

Concomitant drugs             

Glucocorticoid    
    

No use 195(52.6) 5,769(69.2) <0.0001 195(52.6) 712(64.0) <0.0001 

≤ 7.5mg/day, PD equivalent dose 176(47.4) 2,563(30.8) 
 

176(47.4) 401(36.0)  

Methotrexate 201(54.2) 2,929(35.2) <0.0001 201(54.2) 546(49.1) 0.011 

Hydroxychloroquine 
a
 17(4.6) 322(3.9) 0.485 17(4.6) 40(3.6) 0.233 

Other csDMARD(s) 
a
 11(3.0) 321(3.9) 0.383 11(3.0) 37(3.3) 0.628 

Duration of RA b 72.1 ± 41.9 52.7 ± 32.8 <0.0001 

e
 72.1 ± 41.9 68.1 ± 37.0 0.925 

e
 

Comorbidities, CCI c 0.81 ± 0.83 0.97 ± 0.79 0.0004 0.81 ± 0.83 0.80 ± 0.61 0.707 

Drug therapy       

Treatment duration 81.4 ± 74.9 663.3 ± 532.9 <0.0001 81.4 ± 74.9 78.4 ± 98.5 0.374 

Data are mean ± SD or n (%). CCI, Charlson comorbidities index; csDMARD, conventional synthetic disease-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 PD, prednisone; RA, rheumatoid arthritis; SD, standard deviation 
a Variables not considered in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b Time from rheumatoid arthritis diagnosis 
c Comorbidity was based on the Charlson comorbidity index and corresponded to the sum of scores for prior one-year comorbid 

conditions from the cohort enrollment date. 
d p-values were based on Student’s t-test or chi-squared test  
e p-values were based on Wilcoxon rank-sum test 
f p-values were based McNem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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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원을 요하는 중대한 감염 발생의 위험 

매칭한 두 군의 총 추적 기간 1320.6 PY 동안 입원을 요하는 중대한 

감염 총 52건이 발생하였다. 각 군의 중대한 감염 발생률은 tsDMARD 군

에서 100인년 당 5.36, bDMARD 군에서 3.83로 tsDMARD 군에서 다소 높

은 경향을 보였다(Table 2). 그러나 시간에 따른 중대한 감염에 대한 위

험은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HR 1.09; 95% CI 0.42 – 2.87).   

Table 2 Hazard ratio for serious infections 

  All (n=1,484) 

 

tsDMARDs 

(n=371) 

bDMARDs 

(n=1,113) 

Follow-up (PY) 93.2 1227.4 

Number of events 5 47 

IR 
a 5.36 3.83 

Rate difference 
b reference -1.53 

HR (95% CI) reference 1.09 (0.42 - 2.87) 

CI, confidence interval; HR, hazard ratio; IR, incidence rate; PY, person-years 
a Events per 100 person-years 
b Rate difference per 100 person-year 

 

관심이 있는 하위 그룹으로 층화하여 보았을 때 tsDMARD 군(남성 

13.5/100 PY, 여성 3.8/100 PY) bDMARD 군(남성 6.7/100 PY, 여성 3.4/100 

PY) 모두에서 여성보다 남성에서 수치적으로 더 높은 감염 발생 경향을 

보였다. 두 군의 중대한 감염 위험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 여성 모두 

두 군 간 두드러지는 중대한 감염 위험의 차이는 없었다(Table 3). 각 약

물의 노출 기간 따른 중대한 감염 위험은 전체 52건의 발생 사건 중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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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6개월 이내 발생하여 100인년 당 4.73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6개월

에서 1년 이하의 약물 노출 기간의 경우 0.52/100인년으로 나타났다. 

tsDMARD 군의 경우 모든 사건 발생이 치료기간 6개월 이내의 집단에서 

발생하였고, bDMARD 군 역시 총 47건의 중대한 감염 발생 중 1건을 제

외한 46건이 6개월 이내 치료 기간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년 당 발생률로 보았을 때 tsDMARD와 bDMARD 군의 6개월 이내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하위 그룹에서 중대한 감염 발생률은 각각 100인년 

당 7.5, 4.5 이며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bDMARD의 발생률은 0.6 이었

다. 각 범주의 치료기간에서 두 군간 발생 위험차는 보이지 않았다. 

tsDMARD로 약물 치료를 시작 시 MTX 또는 다른 csDMARD를 병용한 군

과 병용하지 않은 군 모두 100인년 당 중대한 감염 발생률은 tsDMARD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각 하위그룹에서 두 군간 중대한 감염 위험

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에 따라 두 군 모두에서 MTX 또는 다른 csDMARD

의 병용 여부는 중대한 감염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C의 사용량에 따른 하위 그룹의 발생률을 비교하였을 때 GC

를 사용하지 않는 군에서는 bDMARD 군의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일일 7.5mg 이하의 GC 사용 하위그룹에서는 tsDMARD 군에서 수치적으

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각 하위그룹에 따른 군간 중대한 감염의 위험

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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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R and HR of serious infections stratified by patient characteristics 

 tsDMARDs 

a
  bDMARDs 

HR 

(95% CI) 
 Subjects 

(n) 

PY Events 

(n) 

IR 

b
 Subjects 

(n) 

PY Events 

(n) 

IR 

b
 

Gender          

Male 55 14.9 2 13.5 181 164.6 11 6.7 0.89(0.19-4.26) 

Female 316 78.4 3 3.8 932 1062.8 36 3.4 1.24(0.36-4.24) 

Treatment 

duration 
    

    

 

≤ 6 M 330 66.6 5 7.5 965 1012.2 46 4.5 0.98(0.37-2.62) 

6 M <, ≤ 1 Y 39 24.7 NR NA 120 169.5 1 0.6 NA 

1 Y <, ≤ 2 Y 2 2.0 NR NA 28 45.7 NR NA NA 

Concurrent use 

of csDMARD 
         

Yes 210 56.2 3 5.3 569 649.4 24 3.7 0.87(0.24-3.11) 

No 161 37.0 2 5.4 544 578.0 23 4.0 1.40(0.32-6.24) 

Concurrent use 

of GCs 
         

No use 195 50.7 1 2.0 712 786.2 31 3.9 2.92(0.38-22.13) 

≤ 7.5mg/day  

c 176 42.6 4 9.4 401 441.2 16 3.6 0.64(0.20-2.08) 

bDMARD, biological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csDMARD, conventional synthetic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CI, confidence interval; GCs, glucocorticoids; HR, hazard ratio; IR, incidence rate; NA, not available; NR, not reported; PY, 

person-years; RD, Rate difference; tsDMARD, targeted synthetic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a 
tsDMARDs are reference group 

b
 Events per 100 person-years 

c
 7.5mg/day of prednisone equivalent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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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코호트 추적기간인 1320.6 PY 중 중대한 감염 발생률은 100인년 

당 3.9로 나타났고, 그 중 호흡기 감염은 100인년 당 2.5의 발생률을 보이

며, 추적기간 내 발생한 전체 중대한 감염 중 가장 많은 63%의 발생 빈

도를 차지했다(Figure 3). 각 군의 중대한 호흡기 감염 발생률은 tsDMARD 

군에서 100인년 당 4.3, bDMARD 군에서 2.4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시간

에 따른 군간 중대한 호흡기 감염의 위험은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Figure 3 Site and types of serious infections 

 
* Includes pneumocystis jirovecii, candidiasis, aspergillosis, cryptococcosis, mucormycosis 

and cytomegal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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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R and HR for each serious infection 

 tsDMARDs bDMARDs 
HR (95% CI) 

b
 

  Events PY IR 

a
 Events PY IR 

a
 

Respiratory system 4 93.21 4.3 29 1227.4 2.4 0.97(0.33-2.90) 

Skin and soft tissue 1 93.21 1.1 5 1227.4 0.4 NA 

Gastrointestinal 

c NR NA NA 7 1227.4 0.6 NA 

Genitourinary system NR NA NA 2 1227.4 0.2 NA 

Bone and joints NR NA NA 2 1227.4 0.2 NA 

Central nervous system  NR NA NA NR NA NA NA 

Other  NR NA NA 1 1227.4 0.1 NA 

OI d NR NA NA 1 1227.4 0.1 NA 

Tuberculosis NR NA NA NR NA NA NA 

Herpes zoster NR NA NA NR NA NA NA 

HR, hazard ratio; bDMARD, biological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IR, incidence rate; NA, not available; NR, not reported; 

OI, Opportunistic infections; PY, person-years; tsDMARD, targeted synthetic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a 
tsDMARDs are reference group 

b
 Events per 100 person-years 

c
 Includes pneumocystis jirovecii, candidiasis, aspergillosis, cryptococcosis, mucormycosis and cytomegalovirus. 
d
 All causes of acute and chronic viral hepatitis (labeled as B15.x-B19.x) were excluded by the definition of gastrointestinal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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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regression 모델을 통하여 tofacitinib 대비 baricitinib 및 8 종류의 

bDMARD 위험비를 확인한 결과 특정 약제의 사용이 tofacitinib 대비 중

대한 중대한 감염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Table 5). 다만 infliximab의 경우 tofacitinib 대비 다소 높은 위험 경향성

을 보였는데, 이는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able 5 Hazard ratio for incident serious infections in each tsDMARD/b

DMARD versus tofacitinib 

    
All  

(n=1,484) 

Male  

(n=236) 

Female 

(n=1,248) 

HR, 

crude  

(95% CI) 

Tofacitinib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Baricitinib 0.84(0.16-4.53) 0.36(0.03-4.19) 1.20(0.12-12.10) 

Tocilizumab 1.39(0.31-6.27) 1.04(0.12-9.33) 1.77(0.22-14.41) 

Adalimumab 0.94(0.21-4.26) 0.17(0.02-1.94) 1.70(0.21-13.43) 

Abatacept 0.94(0.17-5.18) NA 1.98(0.22-17.76) 

Etanercept 0.39(0.07-2.36) NA 0.84(0.09-8.13) 

Golimumab 0.86(0.18-4.07) 0.16(0.01-2.64) 1.56(0.19-12.70) 

Infliximab 1.68(0.34-8.36) 0.99(0.08-11.85) 2.24(0.25-20.10) 

Rituximab 1.03(0.14-7.31) 0.36(0.02-5.84) 1.38(0.09-22.16) 

Anakinra NA 1.04(0.12-9.33) NA 

CI, confidence interval; HR, hazard ratio; NA, not available; NR,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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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염 발생의 위험 

외래 기록을 포함한 감염은 두 군의 총 추적 기간인 1202.1 PY 동안 

총 99건 발생하였다. tsDMARD 군의 경우 입원을 제외한 감염으로 인한 

외래 청구 건에서의 추가적인 감염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bDMARD 

군의 경우 추가적인 감염으로 인한 외래 청구 건이 확인되었다. 각 군의 

중대한 감염 발생률은 tsDMARD 군에서 100인년 당 5.36, bDMARD 군 

8.48로 bDMARD 군에서 수치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Table 6). 그

러나 시간에 따른 감염 발생 위험을 보았을 때 두 군은 군 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HR 1.17; 95% CI 0.45 – 3.06).    

Table 6 Hazard ratio for overall infections 

  All (n=1,484) 

 

tsDMARDs 

(n=371) 

bDMARDs 

(n=1,113) 

Follow-up (PY) 93.2 1108.9 

Number of events 5 94 

IR 
a 5.36 8.48 

Rate difference 
b reference 3.11 

HR (95% CI) reference 1.17(0.45-3.06) 

CI, confidence interval; HR, hazard ratio; IR, incidence rate; PY, person-years 
a Events per 100 person-years 
b Rate difference per 100 person-year 

 

하위 그룹으로 층화하여 보았을 때 tsDMARD 군(남성 13.5/100 PY vs. 

여성 3.8/100 PY) bDMARD 군(남성 14.2/100 PY vs. 여성 7.6/100 PY) 모

두에서 여성보다 남성에서 수치적으로 더 높은 감염 발생률을 보였다. 남

성 여성 모두에서 중대한 감염 위험은 군 간 유의차가 없었으나, bDM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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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위험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7). 연구에서 정의한 기간

(치료 시작부터 사건 발생 또는 마지막 추적시점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전체 감염 중 91.9%의 감염은 치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하위 그룹에서 발

생하여 100인년 당 9.3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6개월에서 1년 이내, 1-2년 

이내 치료 기간을 가진 집단에서의 발생률은 100인년 당 3.9, 2.2로 나타

났다. 각 치료기간에 따른 하위그룹에서 두 군간 발생 위험차는 보이지 

않았다. tsDMARD로 약물 치료를 시작 시 MTX 또는 다른 csDMARD를 병

용한 군과 병용하지 않은 군 모두 100인년 당 감염 발생률은 bDMARD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위험에 대한 군간 유의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GC

의 병용 여부에 대한 결과 GC의 병용 유무와 관계없이 tsDMARD 대비 

bDMARD의 중대한 감염 위험비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3.5. 사후 검정력 

전체 대상자 1,484명을 대상으로 중대한 감염 발생 관련 tsDMARD 대

비 bDMARD의 오즈비는 0.13이었으며, 이에 따른 검정력은 84%로 본 연

구의 일차 평가결과는 80% 이상의 검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총 감염 발생에 대한 오즈비는 0.26으로 96%의 충분한 검정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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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R and HR of infections stratified by patient characteristics 

 tsDMARDs  

a
  bDMARDs 

HR 

(95% CI)  Subjects 

(n) 

PY Events 

(n) 

IR  

b
 Subjects 

(n) 

PY Events 

(n) 

IR  

b
 

Gender          

Male 55 14.9 2 13.5 181 140.5 20 14.2 1.79(0.41-7.87) 

Female 316 78.4 3 3.8 932 968.4 74 7.6 2.76(0.85-8.98) 

Treatment 

duration 
         

≤ 6 M 330 66.6 5 7.5 965 908.9 86 9.5 1.95(0.77-4.94) 

6 M <, ≤ 1 Y 39 24.7 NR NA 120 156.3 7 4.5 NA 

1 Y <, ≤ 2 Y 2 2.0 NR NA 28 43.7 1 2.3 NA 

Concurrent use 

of csDMARD 
         

Yes 210 56.2 3 5.3 569 582.0 52 8.9 2.61(0.62-11.08) 

No 161 37.0 2 5.4 544 526.8 42 8.0 2.21(0.67-7.29) 

Concurrent use 

of GCs 
         

No use 195 50.7 1 2.0 712 669.4 64 9.6 6.67(0.91-48.79) 

≤ 7.5mg/day c 176 42.6 4 9.4 401 409.5 30 7.3 1.25(0.42-3.73) 

bDMARD, biological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csDMARD, conventional synthetic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CI, confidence interval; GCs, glucocorticoids; HR, hazard ratio; IR, incidence rate; NA, not available; NR, not reported; PY, 

person-years; RD, Rate difference; tsDMARD, targeted synthetic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a 
tsDMARDs are reference group 

b
 Events per 100 person-years 

c
 7.5mg/day of prednisone equivalent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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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

과 84%의 검정력 하에서 bDMARD 군은 tsDMARD 군에 비해 입원이 필

요한 중대한 감염 위험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감염의 발생률은 100인년 당 

tsDMARD 군에서 5.36, bDMARD 군에서 3.83 이었으며, 이는 여러 3상 임

상 및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보고되어 온 중대한 감염의 발생률과 유사

하였다(약 2-6/100 PY).14,40–43  

후향적 관찰연구의 경우 치료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성향점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다변수 모

델에서 잠재적인 치료선택에 대한 선택편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성향 

점수는 선택된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 요인들의 원 자료를 사용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으로 계산되었다. 이전 methotrexate(MTX)를 기반으로 치

료받았던 환자에서 다른  csDMARD 또는 bDMARD, tofacitinib을 신규로 

처방 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tofacitinib은 

bDMARD인 non-TNF biologics(abatacept, tocilizumab, rituximab) 대비 중

대한 감염의 위험을 약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 결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aHR 1·54, 95% CI 0·93–2·56).38 그러나 MTX의 사

용 및 이전 bDMARD의 사용, GC 사용량, 찰슨의 동반질환 점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이전 1년간 감염관련 입원 등의 변수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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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GC 사용의 경우 저

용량인 일일 7.5mg 이하에서 비교적 위험이 덜할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노출 시 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

다.21,38 이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

란 변수들(confounders)로 고려되어 본 성향점수 매칭 시 고려 변수로 포

함되었다.  

PSM 이전 전체 연구 코호트에서 전반적인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았

을 때 tsDMARD 및 bDMARD로 치료를 받은 류마티스관절염의 전체 환자 

비율은 50-60대의 환자들의 비율이 52%로 절반 이상의 환자수를 차지하

였으며(tsDMARD 55%, bDMARD 52%), 이러한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 2019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50-60

대 연령 구간 환자 비율 (55%) 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44. 성별 또한 이

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약 20대 80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이 연구는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을 진

단받은 한국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었으며, tsDMARD와 

bDMARD를 처방 받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특성은 전체 류마티스관절

염 환자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된 특성 중 

흥미로운 부분은 tsDMARD 군의 평균 치료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인 것에 

반하여 약 22개월 정도로 두드러지게 길게 나타난 bDMARD의 치료 기간

이었다. 그러나 이는 tsDMARD가 비교적 새로운 클래스의 약물임에 따라 

처방 가능한 약제의 수가 적고, bDMARD의 처방 비율이 전체 tsDM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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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bDMARD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치료 기간의 경우 index 시점에서의 대상자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특정 군의 치료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감수성

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각 군의 치료기간을 PSM에 포함하였다. 대상자 

수가 적은 tsDMARD군을 시험군으로 설정하여 bDMARD 군을 대상군으로 

매칭하였으므로, 최종 분석 코호트에서의 평균 치료 기간은 tsDMARD 군

에서 81.4 ± 74.9일, bDMARD 군에서 78.4 ± 98.5일로 결과적으로 두 군 

모두에서 비교적 단기간 내의 발생감염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코

호트가 확립되었다. TNFi를 처방 받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 기간이 증가할수록 중대한 감염의 위험

이 유의하게 감소한다(p = 0.035)는 결과가 있었고, 그 외 중장기 대비 6

개월의 단기간 이내 중대한 감염 위험이 높았던 결과와 1년 이후의 중대

한 감염 위험 사건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유사 이전 연구 결과들을 비추

어 보았을 때 중대한 감염의 발생은 비교적 단기간 내 발생함을 알 수 있

다.12,45 이 연구에서는 전체 1,484명의 대상자 중 52명에서 중대한 감염 사

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51건(98.1%)이 치료 시작 6개월 이내 발생하였

고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전 연구 중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입원이 필요한 감염 발생률의 

위험 요소를 5년간의 의료기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후향적으로 확인한 한 

연구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100인년 당 3.7의 중대한 감염 발생률을 

보고하였다.12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감염 발생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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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은 호흡기 감염(41.3%)이었으며, 요로감염, 위장관 감염, 피부 및 연

조직 감염 또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각 13.4%, 11.0%, 

8.6%). RA 환자에서 중대한 감염 중 호흡기 감염의 빈도가 높다는 결과

들을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가 되었다.9,46,47 본 연구의 경우 전체 발

생 감염 중 중대한 호흡기 감염의 발생 빈도는 62%로 가장 높은 발생 빈

도를 보였으며, 이후 피부 및 연조직, 위장관, 비뇨기계 감염 순으로 빈번

한 발생을 보였다(각 16%, 10%, 6%). tsDMARD 또는 bDMARD를 처방 받

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의 특정 중대한 감

염의 높은 발생 빈도가 이전 결과들과 유사한 것을 보았을 때, 중대한 감

염의 종류는 약물 처방에 상관없이 특정 중대한 감염에서 높은 발생 빈

도를 보임이 확인되었고, 이는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를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짧은 추적기간에 따라 확인될 수 없었으나, 대

상포진(Herpes Zoster, HZ)은 일반인 대비 류마티스관절염이 있는 환자에

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특히 tsDMARD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48,21,23,26,49 미국 대규모 청구데이터를 활용하여 

tocilizumab의 중대한 감염위험을 다른 TNFi 제제들과 비교한 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의 발생률은 100인년 당 tocilizumab 군에서 

0.11(0.06-0.17), TNFi 군에서 0.11(0.07-0.15)로 나타났다.48 JAK-I인 

tofacitinib과 baricitinib, upadacitinib의 2-3상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를 대

상으로 메타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baricitinib이 위약 대비 대상포진의 위



44 

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IRR2.86, 95% CI: 1.26, 6.50).23  

Pawar A 등은 2020년 다중 데이터베이스 코호트를 활용하여 tsDMARD

인 tofacitinib로 치료를 시작하는 군과 7개의 bDMARD중 하나로 치료를 

시작하는 각 군의 중대한 감염의 위험을 평가하였다.14 해당 연구는 역 확

률 가중치(inverse-probability-of- treatment weighting, IPTW)를 기반으로 

한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잠재적 교란 변수를 보정하였다. 그 결

과 tofacitinib은 etanercept 대비 중대한 감염의 위험비가 1.41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고(aHR 1·41, 95% CI 1·15–1·73), infliximab과 비교하였을 

때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0.81, 0.65-1.00). Infliximab을 제외한 다른 

bDMARD와 대비하였을 때는 전반적으로 중대한 감염 위험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그 결과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상포진의 경우 모든 

bDMARD 대비 약 2배 정도의 위험 증가를 보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tsDMARD 또는 bDMARD의 신규처방 환자 정의를 치료약물 이전 6개월 

간 각 치료제제의 사용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나, 만성적이며 지속적

인 치료를 요구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러한 정의는 각 치료제제에 

대한 신규처방으로 정의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DMARD 또

는 tsDMARD를 새롭게 처방 받은 환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등록 이전 5년

간의 자료 중 한번이라도 tsDMARD 또는 bDMARD로 처방 기록이 있는 

대상자를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에서 tofacitinib 대비 

etanercept의 감염 위험에 있어 유의차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전 연

구와 같이 etanercept에서의 더 낮은 중대한 감염 위험을 보이는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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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0.39, 95% CI 0.07-2.36)을 보였다. 또 다른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tofacitinib과 다른 bDMARD 제제 대비 infliximab9,13,32,46,50은 비교적 높은 

중대한 감염 위험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

난  tofacitinib 대비 수치적으로 높은 infliximab의 위험비 결과(HR 1.68 

95% CI 0.34-8.36)를 설명한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각 환자군에서 

tsDMARD 또는 bDMARD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시작한 후 가장 처음 

나타나는 중대한 감염만을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이미 중대한 감염이 발

생한 대상자의 경우 이후 발생한 사건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이 연

구는 의도적으로 환자가 3개월 이상 다른 군의 치료제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환자의 추적관찰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서 각기 다른 클래스로 전향 후 발생한 중대한 감염은 평

가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치료제제 시작 후 단기간의 감염 발생이 평가되

었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환자의 추적 관찰기간을 줄였지만 편향을 줄일 

수 있었다. 셋째, 비교적 새로운 약제인 tsDMARD를 처방 받은 환자의 수

가 적고, 이전에 bDMARD 또는 tsDMARD 치료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분

석 코호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히 tsDMARD 군에서 중대한 감염 발생 

사건을 충분히 관찰하기 위한 대상자의 수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전에 각 

치료제에 노출 경험이 있던 환자를 포함할 경우 질환의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심평원 데이터 특성 상 질환의 중

증도가 교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 치료경험이 있는 환자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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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는 필수적이었다. 넷째,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맞춤형 청구

자료를 활용한 후향적 관찰 연구로서 측정되지 않은 교란변수가 발생했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환자의 특성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보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편향이 감

소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상 류마티스관

절염 환자의 질병활성도의 수치 등 임상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해당 

변수는 성향점수 매칭 시 공변량으로 포함될 수 없었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가이드라인 상 tsDMARD와 bDMARD는 기존 csDMARD 치

료에 불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환자 중 불량한 예후를 가진 환자들에게 처

방이 되고, 이전에 tsDMARD 또는 bDMARD로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들

은 모두 제외되었으므로 두 군의 중증 정도는 유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주요 강점은 류마티

스관절염 환자의 대규모 전국 코호트 청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실

제 임상 환경에서 tsDMARD와 bDMARD의 중대한 감염에 대한 위험을 비

교한 것이다. 또한 PS matching을 활용하여 tsDMARD 또는 bDMARD 치

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을 보정하였

고,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여 결과 변수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관찰연구에서 

두 군을 비교 시 교란 요인(confounder)들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며, 결과변수에 해당되는 사건(event) 발생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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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제되지 않는 다양한 변수(공변량)들이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청구 자

료 분석에서 편향(bias)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51 마

지막으로 이 연구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baricitinib의 청구 데이터

를 포함하여 중대한 감염의 위험을 확인한 최초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

는 점에서 특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t sDMARD 또는 bDMARD로 새롭게 치료를 받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감염 위험을 비

교한 결과, 84%의 검정력 하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류마티스제제 중 비교적 새로운 클래스인 

tsDMARD를 처방함에 있어 치료의 전반적인 유익성/위험성 프로파일에 대

한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

은 감염에 대한 감수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및 

현재 건강상태, 병용 약물 등을 고려하여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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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appendix 

Supplementary Table 1. Definitions of the infections37 

Category of infection ICD-10 code 

Respiratory system A31.0, A36.0, A36.1, A37.x, A42.0, A43.0, A48.1, A54.5, A56.4, B00.2, B01.2, B08.5, B30.2, B3

8.0-B38.2, B39.0-B39.2, B40.0-B40.2, B41.0, B42.0, B44.2, B58.3, J01.0, J01.1, J01.4, J01.9, J0

2.x-J06.x, J10.0, J10.1, J11.0, J11.1, J11.8, J12.x-J18.x, J20.x-J22.x, J31.1, J31.2, J32.1-J32.4, J

32.8, J32.9, J34.0, J35.0, J36.x, J37.0, J37.1, J39.0, J39.1, J40.x, J41.1, J41.8, J44.0, J85.0, J85.

1, J86.x 

Skin and soft tissue A31.1, A32.0, A36.3, A43.1, A44.1, A46.x, A48.0, A51.3, B00.0, B00.1, B01.9, B06.9, B07.x, B0

8.1, B08.2, B08.8, B09.x, B35.x, B36.x, B37.2, B38.3, B40.3, B43.2, L00.x-L03.x, L05.x, L08.x, 

M60.0 

Gastrointestinal a A00.x-A09.x, A56.3, A54.6, A60.1, B26.3, B37.0, B46.2, B58.1, K35.x-K37.x, K57.0, K57.2, K5

7.4, K57.8, K61.x, K63.0, K65.x, K67.x, K75.0, K80.0, K80.1, K80.3, K80.4, K81.x, K83.0 

Genitourinary system A54.0, A54.2, A56.0-A56.2, A59.0, A60.0, B26.0, B37.4, N30.0, N30.8, N30.9, N33.0, N39.0, N4

1.0, N45.0, N48.1, N49.0-N49.2 

Bone and joints A54.4, M00.x-M03.x, M65.0, M65.1, M86.x 

Central nervous system A39.0, A52.1, A52.3, A80.x, A81.x, A83.x-A89.x, B01.0, B01.1, B06.0, G00.x-G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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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f infection ICD-10 code 

Other A27.9, A28.1, A28.2, A31.8, A31.9, A35.x, A38.x, A48.2, A51.0, A51.4, A51.5, A51.9, A52.7, A

52.8, A53.0, A53.9, A54.8, A54.9, A55.x, A63.0, A71.1, A71.9, A74.0, A74.8, A74.9, A75.3, B0

0.7, B00.8, B01.8, , B04.x, B06.8, B08.3, B08.4, B26.8, B26.9, B30.9, B33.0, B33.1, B33.3, B33.

8, B34.0, B34.1, B34.3, B34.4, B34.8, B34.9, B42.9, B58.0, H00.0, H01.0, H05.0, H44.0, H60.0, 

H60.1, H60.2, H60.3, H66.0, H66.2, H66.3, H66.4, H66.9, I30.1, I33.0, I33.9, I40.0, K04.0, K04.

4, K04.5, K04.6, K04.7, K10.3, K12.2, N61.x, N70.0, N70.1, N70.9, N71.0, N71.1, N71.9, N72.x,

 N73.0-N73.6, N73.8, N73.9, N75.1, N76.0-N76.4, O85.x,O86.0, O86.1 

Opportunistic infections b B59.x, B37.1, B44.0, B44.1, B45.0, B46.0, B25.0, B46.3, B46.2, B25.1, B25.2, B45.3, B37.5, B4

5.1, B37.6, B37.7, B37.9, B44.7-B44.9, B45.4-B45.9, B46.1, B46.4-B46.9, B48.7, B25.8, B25.9, 

B27.0, B27.1, B27.8, B27.9 

Tuberculosis A15.x-A19.x 

Herpes zoster B02.x 

a All cause of acute and chronic viral hepatitis (B15.x-B19.x) were excluded by the definition of gastrointestinal infection. 

b Includes pneumocystis jirovecii, candidiasis, aspergillosis, cryptococcosis, mucormycosis and cytomegal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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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2. Charlson Comorbidity Index Scoring System39 

Condition 

Number 
Condition 

Points 

(Weights) 
ICD-10 code 

1 Myocardial infarction 1 I21.x, I22.x, I25.2 

2 Congestive heart failure 1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3 Peripheral 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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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erebrovascular disease 1 G45.x, G46.x, H34.0, I60.x-I69.x 

5 Dementia 1 F00.x-F03.x, F05.1, G30.x, G31.1 

6 Chronic pulmonary disease 1 I27.8, I27.9, J40.x-J47.x, J60.x-J67.x, J68.4, J70.1, J70.3 

7 Rheumatic disease 1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8 Peptic ulcer disease 1 K25.x-K28.x 

9 Mild Liver disease 1 B18.x, K70.0-K70.3, K70.9, K71.3-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10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s 

1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11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s 

2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3.7, E14.2-E14.5, E14.7 

12 Hemiplegia or paraplegia 2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 G83.9 

13 Renal dise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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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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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Number 
Condition 

Points 

(Weights) 
ICD-10 code 

14 Any malignancy, including 

lymphoma and leukaemia, 

except malignant neoplasm 

of skin 

2 C00.x-C26.x, C30.x-C34.x, C37.x-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C85.x, C88.x, C90.x-C97.x 

15 Moderate to Severe Liver 

disease 

3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16 Metastatic solid tumor 3 C77.x-C80.x 

17 AIDS/HIV 6 B20.x-B22.x, B24.x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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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3. Equivalent dose of Prednisone33  

Code Generic name Dose (mg) Equivalent dose of 

Prednisone (mg) 

316100BIJ betamethasone 9 67.5 

116502BIJ betamethasone 4 30 

296900ATB betamethasone 0.25 1.875 

116401ATB betamethasone 0.5 3.75 

116501ATB betamethasone 0.5 3.75 

141901ATB dexamethasone 0.5 3.125 

141903ATB dexamethasone 0.75 4.6875 

141904ATB dexamethasone 4 25 

142001BIJ dexamethasone 4 25 

142201BIJ dexamethasone 5 31.25 

142202BIJ dexamethasone 4.37 27.3125 

142203BIJ dexamethasone 4 25 

243201ATB triamcinolone 1 1.25 

243202ATB triamcinolone 2 2.5 

243203ATB triamcinolone 4 5 

243301BIJ triamcinolone 200 250 

243303BIJ triamcinolone 40 50 

243305BIJ triamcinolone 50 62.5 

217001ATB prednisolone 5 5 

217003ASY prednisolone 1 1 

217004ASY prednisolone 3 3 

217101BIJ prednisolone 110 110 

217104BIJ prednisolone 100 100 

217301BIJ prednisolone 1000 1000 

217302BIJ prednisolone 250 250 

217401ATB prednisolone 6.65 6.65 

193301ATB methylprednisolone 16 20 

193302ATB methylprednisolone 4 5 

193303ATB methylprednisolone 8 10 

193304ATB methylprednisolone 2 2.5 

193501BIJ methylprednisolone 200 250 

193502BIJ methylprednisolone 40 50 

193601BIJ methylprednisolone 125 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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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eneric name Dose (mg) Equivalent dose of 

Prednisone (mg) 

193602BIJ methylprednisolone 250 312.5 

193603BIJ methylprednisolone 40 50 

193604BIJ methylprednisolone 500 625 

170901ATB hydrocortisone 10 2.5 

170905ATB hydrocortisone 20 5 

170906ATB hydrocortisone 5 1.25 

171201BIJ hydrocortisone 100 25 

171202BIJ hydrocortisone 250 62.5 

171203BIJ hydrocortisone 50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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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of serious infections of 

tsDMARDs and bDMARDs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Sunhwa Ki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s: Rheumatoid arthritis (RA) is an inflammatory disease with 

a prevalence of 0.5 - 1% worldwide and the mortality rate of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Severe 

infections have been known to cause a major impact on the morbidity 

and mortality of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In the past 10 years, three 

new targeted synthetic DMARDs (tsDMARDs) have been approved by the 

US FDA. The new class of DMARDs has made a tremendous i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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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of rheumatoid arthritis treatment patterns by providing 

new treatment options and significant benefits to patients who have been 

intolerable and had insufficient responses to previous rheumatoid arthritis 

treatments. However, concerns of serious infections still remain when this 

new class of drugs is administered to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who 

are susceptible to inf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the 

rheumatoid arthritis guidelines, tsDMARDs are currently recommended as 

a second-line treatment option, which is the same position as biologic 

DMARDs (bDMARDs). In addition, the data comparing the risk of serious 

infections between tsDMARDs to bDMARDs are limited. Even though 

serious infections have been reported from several tsDMARD phase 3 

clinical trials and meta-analysis data,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valuate the risk of serious infections between those two classes based 

on these indirect comparison data with different study background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isk of serious 

infections between tsDMARD and bDMARD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after adjusting several covariates that may affect the results b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Objectives: To evaluate the risk of serious infections in patients with RA 

receiving tsDMARDs versus bDMARDs for the first time.  

Methods: Korean nationwide claims databases (HIRA databas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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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10 to November 2019 were used to identify adults with RA 

who have a RA diagnosis code with at least one prescription claim record 

of DMARDs. As a study cohort, RA patients who were newly prescribed 

one of tsDMARDs or bDMARDs during the index period (2015-2019) with 

prior use of 2 or more than 2 different csDMARDs were selected. The 

patients who had prior treatment experiences with bDMARDs or 

tsDMARDs were excluded. In addition, patients who have been hospitalized 

from one of the pre-defined infection-related diagnosis codes at index 

date were unable to be enrolled as the study cohort. The first prescription 

date of one of tsDMARDs or bDMARDs after 2015 was defined as the 

index date. The primary outcome of this study was the risk of serious 

infections requiring hospitalization.   

Results: In this cohort study using the nationwide database, 14,111 patients 

with a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diagnosis code and at least one 

bDMARD or tsDMARD prescription record were identified between 

January 2015 and November 2019. The number of subjects after applying 

the exclusion criteria was 8,703 patients (95.7%) in total, 371 patients 

(4.3%) in tsDMARD and 8,332 patients (95.7%) in bDMARD group, 

respectively.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1,484 patients in total 

were identified as the final cohort for analysis with 371 tsDMARD group 

and 1,113 bDMARD group. With regard to serious infections, during 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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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years (PY) of follow-up, 52 serious infections occurred (crude 

incidence rate 3.94 / 100 PY). The incidence rate per 100 PY in each 

group tended to be higher in the tsDMARD group (crude incidence rate 

5.36 / 100 PY) compared to the bDMARD group (crude incidence rate 

3.38 / 100 PY). However, the primary outcome, which was the hazard of 

serious infections over tim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HR 1.09; 95% CI 0.42 - 2.87). The power of the primary 

outcome in this study was 84%. The most frequent serious infections 

were respiratory infections (crude incidence rate 2.5 / 100PY)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who were prescribed with tsDMARDs or 

bDMARDs. When tofacitinib was compared with each treatment, the risk 

of infection tended to be higher in tofacitinib compared to etanercept 

and lower compared to infliximab (HR, 95% CI; 0.39, 0.07 - 2.36; 1.68, 

0.34 - 8.36, respectively).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risk of serious infections 

requiring hospitalization in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who were newly 

treated with tsDMARDs or bDMARD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under 84% statistical power of the study.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understanding of overall 

benefits and risk profiles of treatment in prescribing tsDMARD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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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new class of antirheumatic agents. 

Keywords: Rheumatoid arthritis, Serious infection, Infection, bDMARD, 

tsDMARD, JAK inhibitor, Propensity Score matching 

Student Number: 2016-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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