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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발성골수종은 1차 유도요법 사용 후 관해율이 낮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일정 기간 이후 재발 또는 불응이 일어나 이를 위해 새로운 

치료요법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약물 중 

carfilzomib은 2세대 프로테아좀 억제제로 NCCN의 다발성골수종 

가이드라인에서 lenalidomide 및 dexamethasone과의 병용요법이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의 category 1에 등재되며 

대표적인 2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고위험군에 속하여 이상반응 발생 시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며 carfilzomib은 신속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았기에 

더욱 면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임상 환경을 반영한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및 국외에서 carfilzomib 안전성 연구는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집중되었거나 유효성을 분석 하였으며 폭 넓은 carfilzomib의 안전성을 

관찰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국내 임상 현장에서 target trial 

재현 방법을 적용하여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환자에서 

lenalidomide, dexamethasone (Rd)요법 대비 carfilzomib, 

lenalidomide, dexamethasone (KRd)요법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위험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찰연구를 수행 시 발생하는 비뚤림 및 교란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target trial 재현방법을 도입하였으며 carfilzomib 

허가에 주축이 된 ASPIRE 연구를 기초하여 target trial을 구축하여 

후향적 재현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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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군을 활성 대조군으로 두어 비교 분석하였다. 의약품 급여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받은 후 최소 1회 

이상의 치료 후 불응이거나 재발한 18세 이상 환자 중 KRd 또는 Rd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 정보 열람 및 추적 관찰이 

불가능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1:1 성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여 두 군 간의 

기저 특성을 유사하게 하였다. 결과변수는 ASPIRE연구에서 25% 이상 

빈번히 발생한 이상반응 중 두 군의 차이가 5% 이상이던 이상반응 

(설사, 기침, 발열, 상기도 감염, 저칼륨혈증, 근육 연축, 혈소판 

감소증)과 심장 관련 이상반응(호흡곤란, 고혈압, 급성 신부전,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이였으며 2차 결과지표는 치료요법 투약 주기별 

이상반응의 발생 빈도 및 총 치료요법 투약 주기 분석이다. 통계학적 

분석은 발생률(event/100-person cycle), cox-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여 위험 비율(hazard ratio, HR)과 함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였다. 모든 항목은 p-

value가 0.05 미만이어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같은 기간 내에 처방된 대조군(contemporary comparator)과 

6주기로 제한된 총 추적관찰 기간(exposure risk window)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발성/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 중 1:1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본 연구에 군당 69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치료요법에 의한 이상반응 

분석 결과, Rd군에 비하여 KRd군에서 유의미하게 발생 위험이 높은 

이상반응은 혈소판 감소증 (HR: 1.95, 95% CI: 1.14-3.34)과 호흡곤란 

(HR: 4.05, 95% CI: 1.71-9.61)이었다. 투약 주기별 이상반응 발생 

결과, 심장 관련 이상반응을 포함한 모든 이상반응은 대부분 1~6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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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발생하였다. 또한, 총 치료요법이 투약된 주기의 중위값은 KRd군 

6주기(1-18)와 Rd군 12주기(1-18)로 추적관찰 기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 민감도 분석 결과, 호흡곤란은 KRd군이 Rd군보다 

유의미하게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bortezomib을 포함한 치료요법 등 1개 이상의 이전 치료를 받은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KRd요법 또는 Rd요법을 투약 

시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Rd요법 대비 KRd요법에서 호흡곤란과 

혈소판감소증이 유의하게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치료요법 투약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투약 초기에 발생하므로 투약 직후부터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주요어 : multiple myeloma, carfilzomib, adverse event, real-world 

data, target trial 

학   번 : 2019-2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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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다발성골수종에서의 carfilzomib 사용 

다발성골수종(multiple myeloma)은 B림프구에서 유래된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되어 

골수종세포(myeloma cell)을 형성하며 발생되는 혈액암의 일종이다.1 

백혈병에 이어 혈액암 중 2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2018년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다발성골수종 환자가 

70대에서 33.6%로 가장 많았고 60대에서 17.3%, 50대에서 7.6%로 

분포하며 진단 시 평균 연령은 69세로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한다.2 

1차 치료인 유도요법 사용 후 약 15~30%로 관해율이 낮으며 
3,4 

일정 시간 이후 대다수의 환자에서 첫 치료에 대해 재발 또는 불응이 

일어나5 재발성∙불응성 다발성 골수종(relapsed∙refractory multiple 

myeloma, RRMM)이 된다. 재발이 거듭함에 따라 후속 요법의 개수가 

증가하고 약물 반응 기간이 감소하면서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으며 

치료와 질병과 관련된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6,7 

Carfilzomib은 2세대 프로테아좀 억제제의 한 종류로 선택적 

그리고 비가역적으로 암세포 내 프로테아좀을 억제하여 이상단백질을 

과도하게 축적시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진다.8 미국 

FDA에서 2012년 carfilzomib은 신속심사를 통해 2개 이상의 

치료요법을 사용했던 재발성∙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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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승인을 받았다.  2015년 ASPIRE연국를 기반으로 이전 1~3개의 

치료요법 이력이 있는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에서 

lenalidomide와 dexamethasone과 함께 투여되는 

치료요법(KRd요법)으로 그리고 이듬해엔 dexamethasone과 함께 

사용하는 치료요법(Kd요법)으로 ENDEAVOR연구를 통해 적응증을 

확대하였다.9 국내에선 2017년 3월 31일 carfilzomib이 허가를 

받았으며 2018년 2월 8일 급여가 적용되었다.10 Carfilzomib의 

등장으로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생존률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NCCN)의 

다발성골수종 가이드라인11에 KRd요법이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요법의 category 1에 등재되며 점차 carfilzomib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2. Carfilzomib의 규명된 이상반응 

NCCN 가이드라인11에 고령환자에서 carfilzomib 사용 시 심장 및 

폐 독성 유발에 대한 위험이 명시되었다. Carfilzomib 허가 임상시험인 

ASPIRE연구12에서는 carfilzomib 기준 25% 이상 빈번히 발생한 

이상반응 (저칼륨혈증, 기침, 상기도감염, 설사, 발열, 고혈압, 근육 

연축, 혈소판 감소증)과 저명히 알려진 carfilzomib의 이상반응인 

심혈관계 이상반응(호흡곤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급성 

신부전, 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심부정맥 혈전증, 폐 색전증)이 

carfilzomib을 투약한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  ENDEAVOR연구13에서 

한 군에 10% 이상 발생한 흔한 이상반응으로 빈혈, 혈소판 감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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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피로, 호흡곤란, 발열, 불면, 기침, 고혈압, 말초부종, 상기도감염, 

메스꺼움, 등허리 통증, 근육 연축, 두통, 변비, 구토, 하지 통증 등이 

치료요법을 투약한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심근병증,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용혈요독증후군, 위장관 천공, 심낭염, 대상포진, 

착란 상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장폐색 등 이상반응이 시판 후 

보고에서 확인되어 의약품 레이블에 추가되었고,14 허가 임상시험과 

시판 후 보고를 통하여 carfilzomib의 투약 시 여러 기관계에서 다양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Carfilzomib의 안전성 선행연구 

Carfilzomib 허가 이후 국내외 임상시험 외 메타연구와 관찰연구 

등 carfilzomib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Carfilzomib의 안전성 관련 메타연구는 2건으로 모두 carfilzomib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였다. 11개의 phase 1-3 임상시험을 포함한 메타연구15는 모든 

carfilzomib 치료요법을 사용한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심부전 (폐부종, 심박출량 저하, 우심실부전, 

급성 좌심실부전, 심폐부전, 간장 충혈, 심장성 쇼크, 간경정맥반사 

포함), 고혈압, 호흡곤란, 허혈성심질환이 관찰되었다. 24개의 

임상시험을 포함한 메타연구16에서는 전체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모든 

carfilzomib 포함 치료요법 투약으로 인해 발생한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분석하였고 심부전, 고혈압, 부정맥, 허혈, 심정지, 호흡곤란, 부종이 

도출되었다. 현재까지 출판된 carfilzomib 메타연구에서는 심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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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증상인 호흡곤란과 부종 등 포괄적인 

이상반응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Carfilzomib 관찰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하여 RCT와 같이 엄격한 환경이 아닌 실제 임상 

현장에서 carfilzomib 안전성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연구는 프로테아좀 억제제 계열 약물 투약 후 발생한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전향적으로 분석하였고,17 미국의 보험청구자료인 

Medicare과 FAERS를 활용한 관찰연구에서 carfilzomib에 의한 

부정맥, 심부전, 심근증,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폐 고혈압, QT 연장 

증후군/torsade de pointes를 포함한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18,19 또한, Medicare을 활용한 연구는 부종, 흉통, 호흡곤란, 

기절 등 심혈관계 이상반응 관련 새롭게 발생한 증상의 발생 위험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18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관찰연구는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을 포함한 모든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single-arm 연구이거나 nonuser을 대조군으로 두어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Carfilzomib의 유효성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안전성이 

부가적으로 분석되었고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프로테아좀 억제제 계열 약물 또는 single-arm 설계로 KRd군을 

대상으로 모든 기관계에 대한 안전성 분석이 포괄적으로 수행되었다8,20.  

다만, 수행 목적에 따라 환자군 선정 및 제외 기준이 유효성 평가를 

위해 맞춰져 있으며 약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연구 설계가 1차 

결과지표가 안전성인 연구에 비해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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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E연구는 다국가에서 수행된 연구지만 아시아인은 2명 그 

중 한국인은 1명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비주류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carfilzomib 유효성 및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고 이에 

2018년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carfilzomib의 

심혈관계 안전성 연구를 non-Caucasian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21 

또한, 최근 일본에서 carfilzomib의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보험청구자료로 분석한  연구가 아시아 최초로 발표되었다.22 

국내 carfilzomib의 실사용데이터 활용 관찰연구는 2건으로 모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였으나 유효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전성이 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Lee Jh, et al (2021)연구23는 

carfilzomib이 포함된 모든 치료요법을 투약한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16개 센터의 전자의무기록 사용하였으며 

single-arm연구로 carfilzomib 급여가 적용되기 전 수행되었다. 또한, 

Yoon(2019)연구10는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 중 65세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KRd요법과 활성대조군인 Rd요법에서 유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외 carfilzomib 관련 연구는 유효성과 함께 

안전성을 본 연구이거나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아직까지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주 목적이며 활성대조군 사용과 같이 체계적으로 설계된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국내 연구는 유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carfilzomib의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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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역학연구에서의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 

Randomized clinical trial(RCT)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gold standard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RCT의 

경우 이상적인 임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관찰 기간 제한, 관찰 대상자 

수의 제한, 엄격한 대상자 선정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일반화에 어려움이 따른다.24 또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금전적 

및 시간적 소요가 크며 이러한 한계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최근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관찰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관찰 연구는 비중재적 임상시험 방법으로 RCT에서 윤리적 문제와 

시행가능성에 따라 배제되는 노인, 소아,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25 또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는 의약품의 효과(effectiveness)와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며 주로 시판 후 안전관리에서 활용되고 실제 규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6 전향적으로 수행된 관찰연구를 통해 2018년도에 

FDA는 long-acting paliperidone palmitate의 적응증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는 RCT와는 달리 활성대조군 사용, 유연한 약물 

중재 가능, 관대한 제한기준으로 고위험군 포함을 사유로 허가사항 

사용에 채택되었다.26 

전통적인 임상시험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엄격한 포함·제외 

기준을 적용한 환자군 선정, 의약품 안전성 파악을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그리고 연구 프로토콜 준수하여 시행되어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27 반면, 관찰연구는 무작위 배정 및 맹점의 부재, 실제 임상과 

RCT 간의 중재 약물의 불일치, 그리고 결과치 결측으로 인해 비뚤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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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요인이 한계점으로 제시되며 RCT처럼 gold standard로의 사용이 

제한된다.27   

이러한 관찰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RCT가 적용 불가능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target trial emulation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Target trial은 RCT로 수행되기 힘든 임상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상적인 가상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을 구축하여 관측 

자료를 통해 재현하는 연구 방법이다.25 임상시험은 상세하고 명확하게 

수립된 일정과 임상 정보가 포함된 프로토콜 아래 환경을 통재함으로써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만을 도출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차용하여 

RCT에 상응하는 가상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관찰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시 불필요한 교란 요인과 비뚤림이 제외된 약물과 

이상반응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5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현재까지 진행된 carfilzomib의 안전성 연구는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국한되었으며 폭 넓은 carfilzomib에 의한 이상반응을 관찰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 또한, 안전성 연구의 경우 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국내에서 수행된 carfilzomib 연구는 유효성 평가를 위한 

관찰연구로 아직까지 안전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는 주로 고령층이고 고위험군에 

속하며 이상반응 발생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더욱 면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Carfilzomib은 신속심사를 

통해 2상 임상 연구로 허가가 되어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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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허가 과정을 거친 약물에 비해 짧았고 이에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다양한 환자에서 포괄적인 안전성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포괄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환자의 구두적 호소에 의존하며 

임상검사 수치를 기반한 경증에 해당하는 이상반응까지 탐지가 필요하여 

상세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전자의무기록이 자료원으로 적합하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국내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carfilzomib의 전반적인 안전성 

연구가 필요하다. 

Carfilzomib을 분석한 연구 중 target trial 재현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전무하다. Target trial 재현 방법을 적용하여 RCT의 구성요소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축된 target trial 프로토콜 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면 관찰연구의 한계로 대두되던 비뚤림과 교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RCT와의 간극을 상쇄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활성대조군을 설정함으로 조기 발견 기간 오류 (immortal bias) 최소화 

및 비슷한 적응증과 병기를 가진 환자를 선별하여 보다 정확한 

carfilzomib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위험을 판단 가능하다.  

 

제 3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임상 현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해 

target trial 재현 방법을 적용하여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환자에서 Rd요법 대비 KRd 요법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위험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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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방 법 

 

제 1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여 target trial 재현 

연구를 수행하였다. Carfilzomib의 pivotal trial 중 하나인 

ASPIRE연구12를 기반하여 가상의 target trial을 구축하고 이를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후향적으로 재현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약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 

2107-201-1239) 

 

제 2 절 연구 대상 

1. 선정 기준  

환자군은 carfilzomib 급여 시작일인 2018년 2월 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대조군은 lenalidomide 급여 시작일인 2014년 

3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처음 처방받은 신규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규사용자(new-

user)의 정의는 이전 carfilzomib(KRd군) 혹은 lenalidomide(Rd군)를 

처방받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이다. 대상 환자 중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으로 최소 1개 이상의 항암치료를 받고 

불응 또는 재발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차 치료로 KRd요법 또는 Rd 

1회 이상 투여 받은 환자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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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 기준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 해당 치료 약물을 다른 요법으로 사용 

중인 환자, 해당 치료 약물을 유지요법으로 사용 중인 환자, 추적관찰이 

불가능하거나 전자의무기록 열람에 제한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3. 시험군과 대조군 정의 및 매칭  

시험군은 KRd요법은 KRd (carfilzomib 20/27 mg/m2 @ Days 

1,2,8,9,15,16 + lenalidomide 25 mg @ Days 1-21 + 

dexamethasone 20 mg @ Days 1,8,15,22)로 투약한 환자로 

정의하였으며 첫번째 주기의 1,2일에 carfilzomib 20 mg/m2을 

시작용량으로 10분간 정맥투여하여 8일에 내약성이 좋은 경우 증량할 

수 있으며 13주기부터는 의료진의 판단 하 8일과 9일에는 

carfilzomib은 투약하지 않고 18주기 이후로는 carfilzomib을 중단하며 

lenalidomide와 dexamethasone만 유지한다. 대조군은 (lenalidomide 

25 mg @ Days 1-21 dexamethasone 40 mg @Days 1, 8, 15, 22)를 

투여 받은 환자로 시험군과 1:1로 매칭된 환자이다.  매칭변수는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연령과 성별, 질환과 관련된 변수로 

이전 치료요법 수로 선정하여 두 군간의 기저특성을 유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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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1. 추적관찰 기간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약물시작일로부터 추적관찰 종료일 또는 

추적관찰 중단일 중 먼저 발생한 날짜까지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약물시작일, 이상반응 발생일, 추적관찰 종료일, 추적관찰 

중단일(censoring)은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최대 추적관찰 

종료일은 KRd요법의 최대 복용기간이 18주기임을 감안하여 19개월로 

설정하였다. 항암 휴약기(chemoholiday)와 질병 진행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처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처방 지연 중단 

기준(censoring gap)을 설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발생을 

관찰하였으며 연구는 [Figure 1]에 따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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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follow-up duration 

Category Definitions 

약물시작일 선정기간(index period) 내 해당 치료의 첫 처방 

일자 

이상반응 발생일 관찰 이상반응 중 각 이상반응 발생의 첫 발생 

일자 

추적관찰 종료일 연구 중단 사유가 없을 경우 마지막 약물 

투약일로부터 이후 30일까지 혹은 최대 19개월 

중 먼저 발생하는 일자  

추적관찰 

중단일(censoring) 

사망, 치료요법 변경, 조혈모세포 이식, 추적관찰 

불가 또는 전원 일자 중 먼저 발생하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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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safety analysis of KRd and Rd in relapsed/refractory multiple myelom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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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수집 

서울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과 의료데이터저장소(clinical data 

warehouse, CDW)인 SUPREME을 사용하여 추적관찰기간 동안 기저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이상반응과 관련된 임상정보를 후향적으로 

증례기록서에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환자의 임상정보 수집 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임상정보는 식별불가한 연구식별코드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1 환자 기본 정보 

환자 기본 정보는 약물시작일을 기준으로 연령, 성별, 몸무게, 키,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등을 수집하였다. 

 

2.2 질병 정보 

질병 정보는 약물시작일을 기준으로 진단명과 병기(International 

Staging System (ISS)를 조사하였다. 환자의 기저 특성 파악을 위해 

약물시작일 이전 말초신경병증, 암, 임신 및 수유 여부, 감염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 이식편대숙주반응, 흉수 및 복수 등 질환 이력 및 

수술 시행 여부를 ASPIRE연구 프로토콜의 정보 수집 기준에 따라 질환 

관련 정보를 [Table 2]에 따라 수집하였다. 명확한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을 판단하기 위해 약물시작일 2달 전부터 약물시작일까지 1차 

결과지표에 해당하는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수집하여 결과 분석 시 

공변량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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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 of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nclusion ∙ exclusion criteria in ASPIRE trial 

 

Criteria Definitions Collection date 

Peripheral 

neuropathy 

(말초신경병증)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G629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 간호기록에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③ 오더조회에 gabapentin 또는 pregabalin 또는 duloxetine이 처방된 

경우 

약물시작일 14일 이내 

Malignancy 

(암, 악성종양)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C00-C49, D469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 간호기록에 해당 질환이 명시된 경우 

약물시작일 3년 이내 

POEMS 증후군 

(POEMS 

syndrome)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D477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 간호기록에 해당 질환이 명시된 경우 

약물시작일 21일 이내 

Waldenström's 

macrogloblinemia/ 

IgM myeloma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C880 

약물시작일 21일 이내 



 

 

 

 

 

 

16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 간호기록에 해당 질환이 명시된 경우 

형질세포 백혈병 

(Plasma cell 

leukemia)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C901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 간호기록에 해당 질환이 명시된 경우 

약물시작일 21일 이내 

임신 및 수유 

(Pregnancy and 

lactation)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Z34.90, O00-O09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 간호기록에 해당 질환이 명시된 경우 

약물시작일 21일 이내 

수술 여부 

(Surgery) 

정의: 수술기록에서 수술여부 확인 약물시작일 21일 이내 

활성 감염 

(Active infection) 

정의: ① &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A00-99, B00-99 

② 오더조회에 전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가 처방된 경우 

약물시작일 14일 이내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 

정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B24 

약물시작일 14일 이내 

활성 B형 또는 C형 

간염 

(Active B or C 

정의: ① &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B169, B171, B182, B188 

약물시작일 2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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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tis) ② 오더조회에 해당 약물이 처방된 경우 

- B형 간염: pegylated interferon alfa 2a, entecavir, tenofovir DF, 

tenofovir AF, besifovir, lamivudine, telbivudine, clevudine, adefovir  

- C형 간염: Ledipasvir/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daclatasvir 

+sofosbuvir, daclatasvir +asunaprevir, glecaprevir/pibrentasvir, 

sofosbuvir /velpatasvir, sofosbuvir+ribavirin, pegylated interferon 

alpha+ribavirin, elbasvir/grazoprevir+sofosbuvir, Sofosbuvir 

/velpatasvir/voxilaprevir, ombitasvir, paritaprevir/ritonavir (+/- 

dasabuvir) 

심근경색증 

(Myocardial 

infarction)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I21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에 cardiac infarction, coronary 

embolism, coronary occlusion, coronary rupture, coronary 

thrombosis, infarction of heart, myocardium, or ventricle, ST 

elevation (STEMI) myocardial infarction이 있는 경우 

약물시작일 4개월 이내 

심부전 

(Heart failure)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I50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에 left ventricular failure, systolic 

(congestive) heart failure, diastolic heart failure, combined systolic 

약물시작일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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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astolic heart failure, right heart failure, high output heart 

failure, biventricular heart failure, end stage heart failure, ventricular 

failure, cardiac failure, heart decompensation, myocardiac failure이 

있는 경우 

협심증 

(Angina)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I200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에 angina pectoris, angina at rest, 

myocardial pre-infarction syndrome, accelerated angina, crescendo 

angina, de novo effort angina, intermediate coronary syndrome이 

있는 경우 

약물시작일 4개월 이내 

관상동맥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I251, I200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에 coronary artery embolism, 

coronary artery occlusion, coronary artery stenosis, coronary artery 

thrombosis이 있는 경우 

약물시작일 4개월 이내 

심실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I470, I49.9, I49.0, I47.2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에 ventricular arrhythmia, ventricular 

약물시작일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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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illation and flutter flutter, ventricular tachyarrhythmia, ventricular 

tachycardia가 있는 경우 

동기능 부전 증후군 

(Sick sinus 

syndrome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I495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에 bradycardia tachycardia syndrome, 

sinus node dysfunction, tachycardia-bradycardia가 있는 경우 

약물시작일 4개월 이내 

급성 허혈 

(Acute ischemia)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I24, I240, I248, I249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에 acute coronary syndrome가 있는 

경우 

약물시작일 4개월 이내 

전도 장애 

(Conduction 

system 

abnormalities)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I44, I45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에 cardiac dysrhythmia, conduction 

disorder of the heart, Adams-Stokes syndrome, Wolff-Parkinson-

White syndrome, Brugada syndrome, Frederick's syndrome, 

Lenegre's disease 가 있는 경우 

약물시작일 4개월 이내 

고혈압 

(Hypertension)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약물시작일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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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0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 간호기록에 SBP≥ 140 mmHg ± 

DBP≥ 90 mmHg인 경우  

③ 오더조회에 항고혈압제 (ACE inhibitors,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beta-blockers, calcium channel blockers, diuretics )가 

처방된 경우 

당뇨 

(Diabetes 

mellitus)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E10, E11 

② 입원경과, 외래경과, 응급기록, 간호기록에 당뇨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HbA1c >7% 또는 pre-prandial capillary plasma glucose 

>130mg/dl 또는 peak postprandial capillary plasma glucose of 

>180mg/dl인 경우  

③ 오더조회에 항당뇨약제 (sulfonylurea, metformin, alpha-

glucosidase inhibitors, meglitinide, thiazolidinedione, DPP-4 

inhibitors, SGLT2 inhibitors, GLP-1 receptor agonists, insulin)가 

처방된 경우 

약물시작일 14일 이내 

이식편대숙주반응 

(Ongoing graft-

vs-host disease) 

정의: ① &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T860 

② 오더조회에 methylprednisolone, sirolimus (mTOR), ruxolitinib, 

약물시작일 2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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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mtuzumab, basiliximab, tacrolimus (CNI), cyclosporine, abatacept, 

etanercept, infliximab, mycophenolate mofetil, toxilizumab, 

methotrexate, ibrutinib, imatinib, interleukin 2, rituximab가 처방된 

경우 

흉막삼출, 복수 

(Pleural effusions, 

ascites) 

정의: ① &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 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됨 

- J90, R18 

② 타과의뢰에 anterior chamber paracentesis, thoracentesis가 처방된 

경우 

약물시작일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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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약물 정보 

중재 약물 정보는 약물시작일로부터 추적관찰 종료 또는 중단 

시까지 투약된 약물의 성분명, 투여 용량, 투여 일자, 투여 차수 및 투여 

주기 변경 등을 기록하였다. 환자 기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약물시작일 이전에 시행된 다발성골수종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유무, 

항암요법, 임상시험 약물, 면역 치료, 항체 요법, 방사선 치료, 항생제 및 

항진균제, 신경계 약물, 심혈관계 약물의 투약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중재 약물 복용 이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혈제, 

지사제, 항생제, 칼륨제제, 진통제, 고혈압제 등의 투약 정보를 [Table 

2]에 따라 기록하였다. 수집된 약물 정보는 성분명, 투여 용량, 투여 

일자, 투여 경로 정보를 포함한다. 

 

2.4 검사 정보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기저 특성 파악을 위해 ASPIRE연구의 

임상시험 포함기준에 따라 약물시작일 기준 14일 이내 측정한 

hemoglobin (Hgb) (g/dL), absolute neutrophil count (ANC)(/L), 

platelet (PLT) (/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IU/L), total 

bilirubin (T.bili) (mg/dL), 7일 이내 측정한 serum creatinine 

(Cr)(mg/dL)를 수집하였고 약물시작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정보를 

선택하였다. 수집한 serum creatinine을 기반으로 Cockcroft-Gault 

공식 [Figure 2]을 사용하여 creatinine clearance (ml/min)로 

계산하여 기저 환자 특성 파악에 사용하였다.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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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약물시작일 이후 hemoglobin (g/dL), ANC 

(/L), platelet (/L), potassium (mmol/L), N-terminal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NT-ProBNP) (ng/L), Creatine kinase-

myocardial band, (CK-MB) (ng/mL), troponin I (ng/mL), 체온 (℃), 

혈압(mmHg) 정보를 기록하였고 PNS routine, 신경전도검사 (nervous 

conduction test, NCS), 심장초음파 (ECHO, TTE, CT angiography), 

심전도검사(ECG), 도플러 초음파 (Duplex SONO) 등 영상검사 결과를 

수집하여 이상반응 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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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lculation of creatinine clearance by Cockcroft-Gault 

equations 

 

3. Target trial protocol 

본 연구는 Hernan MA, et al(2016) 연구25에서 도출한 target 

trial의 7가지 중요 구성 요소에 따라 가상 target trial의 프로토콜을 

작성 후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후향적 재현하였다. Target trial은 

실제 임상 현장에 맞게 ASPIRE 연구 프로토콜의 중재, 환자 배정, 

추적관찰 기간, 결과 등의 항목과 기준을 최대한 차용하여 RCT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었다.  연구의 target trial 프로토콜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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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rget trial protocol of comparative safety analysis of KRd and Rd in relapsed∙refractory multiple myeloma 

 

Component Target trial Target trial emulation 

Eligibility criteria • 만 18세 이상 성인환자 

•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으로 최소 1개 이상의 

항암치료를 받고 불응 또는 재발된 환자 

• KRd 또는 Rd를 1회 이상 투여 받은 환자 

• 임상시험에 참여 중이지 않은 환자 

• 전자의무기록 열람에 제한이 없는 환자 

• 해당 치료요법을 다발성골수종 진단 아래 유지요법이 

아닌 치료요법으로 투약 중인 환자 

Target trial과 동일 

Treatment strategies • 환자군: KRd (carfilzomib 27 mg/m
2
 @ Day1,2,8,9,15,16+ 

lenalidomide 25 mg @ Day 1-21 + dexamethasone 20 mg @ 

Day1,8,15,22) 

• 대조군: Rd (lenalidomide 25 mg @ Day 1-21 + 

dexamethasone 20mg @ Day1,8,15,22) 

• 약물중단은 환자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 해당 치료에 추가 약물 사용 허용한다. 

Target trial과 동일 

• 환자 상태에 따른 약물 

주기변경을 허용한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1주기는 28일이다.) 

Assignment procedures 맹검은 제외한 무작위 배정 선정 및 제외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선별 후 1:1 성향점수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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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period 치료요법 배정 후부터 각 이상사례 결과지표의 첫 발생 시점 또는 

마지막 약물 투약일 이후 30일 또는 최대 19 개월까지 관찰한다. 

Target trial과 동일 

Outcome • 혈액학적 이상반응 (혈소판 감소증) 

• 비혈액학적 이상반응 (호흡곤란, 고혈압, 급성신부전,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폐 색전증 기침, 설사, 

저칼륨혈증, 발열, 상기도감염, 근육연축) 

Target trial과 동일 

Causal contract of 

interest 

Per-protocol, intention-to-treat  Per-protocol 

Statistical analysis plan • 연속형변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범주), Student 

t-test 또는 Manny Whitney u-test 수행 

• 범주형 변수: 빈도, 발생률 (events/100 person-

cycle), hazard ratio (95% 신뢰구간), Cox regression 

analysis 수행 

Target trial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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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지표 

 

4.1 1차 결과 지표 

본 연구의 1차 결과지표는 ASPIRE연구에서 25% 이상 빈번히 

발생한 이상반응 중 두 군에서 5% 이상 차이가 나는 이상반응과 심장 

관련 이상반응을 선정하였다. 혈액학적 이상반응인 혈소판 감소증과 

비혈액학적 이상반응인 설사, 발열, 기침, 상기도 감염, 저칼륨혈증, 근육 

연축, 호흡곤란, 고혈압, 급성 신부전,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으로 

분류하였다. 각 이상반응의 발생 양상은 발생 빈도, 발생률 (event/100 

patients-cycle), hazard ratio(95% confidence interval, CI)로 

제시하였다. 각 이상반응 별 조작적 정의는  문헌조사와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NCI CTCAE) version 5.028을 기반으로 진단명,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처방기록, 임상 검사 및 영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이상반응 별 조작적 정의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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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inition of adverse reactions occurred by KRd and Rd  

Adverse reactions Definitions 

Dyspnea 

(호흡곤란)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60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R06 

② 진료기록 또는 간호기록 내 ‘숨이 차다’, ‘호흡 곤란’, ‘DOE’, ‘Dyspnea’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Hypertension 

(고혈압)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14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I10.x, I11.x, I12.x, I13.x, I14.x, I15.x, I16.x 

② 진료기록 내 ‘혈압 상승’, ‘고혈압’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③ 오더조회에 항고혈압제가 치료를 위해 증량되거나 새롭게 처방되어 투약된 경우 

④ 임상검사에서 SBP/DBP> 140/90mmHg으로 상승한 경우 

Acute kidney failure 

(급성 신손상)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60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N17 

② 진료기록 내 ‘AKI’, ‘azotemia’, ‘toxic nephropathy’, ‘renal impairment’, ‘renal 

failure’, ‘prerenal failure’, ‘oliguria’, ‘anuria’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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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상검사에서 다음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serum creatinine(Cr)이 48시간 내 0.3mg/dL 이상 증가 

- serum creatinine(Cr)이 기저치에서 1.5배 이상 상승 

- urine volume이 6시간 동안 0.5mg/kg/h 미만으로 감소 

Cardiac failure 

(심부전)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4개월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I50 

② 진료기록 내 ‘pulmonary edema’, ‘hepatic congestion’, ‘cardiopulmonary 

failure‘, acute pulmonary edema’, ‘acute cardiac failure’, ‘right ventricular 

failure’,‘심부전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③ 임상검사에서 다음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BNP >100ng/L 또는 NT-proBNP>125ng/L으로 상승 

- ECHO에서 ejection fraction가 50% 미만으로 감소 

- TTE, CT, Angiography에서 심부전으로 확인된 경우 

Ischemic heart disease  

(허혈성 심질환)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4개월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I20, I21, I22, I23, I24, I25 

② 진료기록 내 ‘angina pectoris’, ‘unstable angina’, ‘myocardial infarction‘, 

coronary disease’, ‘coronary artery occlusion’, ‘acute coronary syndrome’, 

‘coronary artery stenosis’, ‘cardiomyopathy stress’,‘abnormal ECG ST-T seg‘, 

abnormal ECG T wave’, ‘CKMB 상승’, ‘Troponin I 상승’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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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③ 임상검사에서 다음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CKMB가 6.6ng/mL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 Troponin I가 0.028ng/mL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 ECG에서 ST segment 비정상이 확인된 경우 

- ECG에서 T wave가 비정상으로 확인된 경우 

- ECG에서 QTc가 >500ms 또는 기저치에서 60m 이상으로 상승한 겨우 

Diarrhea 

(설사)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60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K58.0, K59.1, P78.3, R19.7 

② 진료기록 또는 간호기록 내 ‘하루에 4번 이상 배변’, ‘loose stool’, ‘설사’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③ 오더조회에 smectite, loperamide 등 지사제가 처방되어 투약된 경우 

Pyrexia 

(발열)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60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R509 

② 진료기록 또는 간호기록 내 ‘fever’, ‘발열’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③ 임상관찰에서 체온(BT) >38℃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Cough 

(기침)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60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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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05 

② 진료기록 또는 간호기록 내 ‘기침’, ‘마른기침’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③ 오더조회에 ambroxol 등 기침 치료를 위한 약물이 처방되어 투약된 경우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상기도 감염)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14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J00-J06, J39, A36.8, A36.9 

② 진료기록 내 ‘URI’, ‘nasopharyngitis’, ‘pharyngitis’, ‘sinusitis’, 

‘laryngitis’, ‘부비동염’,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③ 임상검사 내 PNS routine 검사에서 ‘sinusitis’가 발견된 경우 

Hypokalemia 

(저칼륨혈증)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60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876 

② 진료기록 내 ‘저칼륨혈증’, ‘hypokalemia’, ‘칼륨 수치 감소’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③ 오더조회에 potassium chloride가 처방되어 투약된 경우 

④ 임상검사에서 potassium(K) 3.0 mmol/L 이하로 감소한 경우 

Muscle spasm 

(근육 연축) 

정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60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F45.8, F95.1, F95.9, G11.4, G50.0, G81.1, G82.20, M54.08, M62.40, M62.838, R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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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0, R29.0, R56.9 

② 진료기록 또는 간호기록 내 ‘muscle spasms’, ‘cramp’, ‘근육경련’, ‘쥐가 남’, 

‘근육이 뭉침’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Thrombocytopenia 

(혈소판 감소증) 

정의: ① 또는 ② 또는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함. 

①다음 진단명(ICD-10)이 확인되며 약물시작 14일 내 해당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D691, D694, D695, D696 

② 진료기록 내 ‘thrombocytopenia’, ‘혈소판 감소’, ‘plt 감소’ 등 이상반응에 

관련된 기록이 약물 투약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③ 오더조회에 platelet transfusion이 처방되어 실행된 경우 

④ 임상검사에서 platelet(PLT)<100x109/L 또는 기저치에서 30%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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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차 결과 지표 

2차 결과 지표는 투약 주기 별 이상반응을 1~6주기, 7~12주기, 

13~18주기로 총 3부분으로 나눴다. 해당 주기를 투약한 전체 환자 수 

및 주기 별 이상반응 발생은 발생 빈도와 발생률로 산출하였다. 총 

투약된 치료요법의 주기는 중위값(범위)으로 제시하였다. 

 

4.3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총 2 차례 시행되었으며 첫번째 민감도 분석은 

contemporary comparator29,30로 환자군과 동일하게 carfilzomib 급여 

시작일인 2018년 2월 8일을 기준으로 투여가 시작된 대조군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번째 민감도 분석은 exposure risk 

window로 환자 기저 특성 분석 결과에 따라 KRd군의 총 투약 주기 

중위값인 6주기로 최대 추적관찰 기간을 제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기존 분석과 동일하게 발생 빈도, 발생률 (event/100 patients-

cycle), hazard ratio(95% confidence interval, CI)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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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통계 방법 

1:1 성향점수 매칭과 기저상태 특성 분석은 SPSS software 

ver26.0 (SPSS Inc., IL, USA)와 Microsoft excel 2016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1 성향점수 매칭은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standardized mean difference(Std.diff)로 결과적 

유의성을 나타냈고 standardized mean difference가 0.1미만일 때 두 

군이 유의하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저상태 특성 분석에서 

연속형 범주는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범위)으로 나타냈으며 Student 

t-test와 Manny Whitney u test를 통해 결과의 유의성을 p-value로 

판단하였다. P-value는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이상반응 발생 위험 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inc, NC, 

USA)로 분석하였으며 이상반응 발생 빈도, 발생률 

(event/100patient-cycle), 위험 비율(hazard ratio, HR)로 나타냈다. 

Hazard ratio는 기간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한 cox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되었고 95% 신뢰 구간을 함께 제시하여 결과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이상반응 발생률 산출 시 주기 별로 투약되는 항암제의 

특성과 각 환자의 주기별 일수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년(patient-year)을 대체하여 event/patient-cycle로 계산하였다. 

위험 비율 산출 시 공변량을 통해 결과치가 보정되었으며 계산에 사용된 

공변량는 [Table 5]와 같다. 공변량 중 환자 기저 특성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두 군의 특성을 유사하게 하기 위해 

보정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또한, 심장 관련된 이상반응은 ASPIRE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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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기준 중 기저 심장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추가적으로 보정하였다. 2차 결과 지표는 투약 주기별 이상반응 발생 

빈도와 이상반응 발생률(%)로 제시하고 총 투약 주기는 

중위값(범위)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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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st of covariates for Cox-regression analysis 

 

 

Category of 

adverse reactions 

Covariates 

혈액학적/  

비혈액학적 이상반응 

 나이 

 기저 해당 이상반응 유무 

 ASPIRE 연구의 선정ㆍ제외기준: 

platelet count ≥50x109/L 유무, 이전 

면역요법 사용 유무 

비혈액학적 이상반응 

중 심혈관계 관련 이

상반응 

 혈액학적/비혈액학적 이상반응 보정 교

란요인과 동일 

 ASPIRE연구 제외 기준 중 심장 상태: 

myocardial infarction, heart failure, 

angina, coronary artery disease, 

ventricular arrhythmia, sick sinus 

syndrome, acute ischemia, 

conduction system abnormalitie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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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연구대상자 선정 및 환자군의 기저상태 특성  

 

1. 연구대상자 선정 

환자군은 carfilzomib의 급여시작일인 2018년 2월 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carfilzomib을 처방받은 

환자로 총 161명이었다. 대조군은 lenalidomide의 급여시작일인 

2014년 3월 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lenalidomide를 처방받은 환자로 총 286명이었다. 이 중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선별된 환자군 72명과 대조군 191명의 환자에 대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시행하였다. 기저특성 변수인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질병 

중증도 관련 변수인 이전 치료요법수를 공변량으로 한 1:1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환자군과 대조군에 69 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Figure 3].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맞춰진 환자의 기저 특성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기저 특성을 나타내는 성별과 질환의 중증도를 나타나는 

이전 치료요법 수에서 두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기저 특성 지표 중 하나인 나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 군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 Cox-regression 분석 시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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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1:1 propensity matching 

 

 

 

 

 

 Before matching P-value After matching P-value 

KRd 

(n=72) 

Rd 

(n=191) 

KRd 

(n=69) 

Rd 

(n=69) 

Age- yrs‡ 63 (44-80) 67 (25-87) <0.01 64 (45-80) 67 (39-85) 0.04 

Male sex† 44 (61.1) 91 (49.6) 0.05 40 (58.0) 39 (56.5) 0.86 

Number of prior regimens§  2.9±1.0 3.5±1.7 0.06 2.0±1.0 2.0±1.2 0.76 

†no.(%) §mean±SD ‡median(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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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 chart of patien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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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군의 기저상태 특성 

 

2.1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함된 환자 138명에 대한 기저상태의 특성은 

[Table 7]와 같다. 연령의 중위값은 KRd군과 Rd군 각각 64세와 

67세로 Rd군의 연령이 KRd군의 연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4). 남성의 비율은 KRd군과 Rd군 각 58.0%와 56.5%로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구 포함 전 받았던 총 이전 

치료요법 수는 두 군 2.0 ± 1.0개, 2.0 ± 1.2개로 동일하였다. 질병의 

병기에 대한 분류인 ISS stage는 1기에서 KRd군 21.7%과 Rd군 

5.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01) 2기와 3기에선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Rd군에서 ISS stage의 정보가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3). 신장지능 지표인 creatinine clearance의 평균값은 

KRd군 84.0±39. 4ml/min과 Rd군 60.1±21.0 ml/min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50ml/min 미만인 환자는 KRd군 20.3%과 Rd군 

27.5%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 포함 이전에 사용하였던 

치료요법 중 면역요법을 받은 환자는 KRd군 23.2%와 Rd군 36.2%로 

Rd군에 많이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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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aseline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Rd 

(n=69) 

Rd 

(n=69) 

P-value 

Age- yrs‡ 64  

(45-80) 

67  

(39-85) 

0.04 

Male sex† 40 (58.0) 39 (56.5) 0.86 

Number of prior regimens§  2.0±1.0 2.0±1.2 0.76 

Disease stage at initial 

diagnosis† 

   

I 15 (21.7) 4 (5.8) 0.01 

II 18 (26.1) 16 (23.2) 0.69 

III 13 (18.8) 13 (18.8) 1.00 

Unknown 23 (33.3) 36 (52.2) 0.03 

Creatinine clearance – 

ml/min§ 

84.0±39.4 60.1±21.0 0.76 

<50mL/min† 14 (20.3) 19 (27.5) 0.32 

≥50ml/min† 55 (79.7) 50 (72.5) 0.32 

Prior therapies†    

Bortezomib 64 (92.8) 62 (90.0) 0.55 

Lenalidomide 1 (1.4) 0 0.48 

Any immunomodulatory 

agent 

16 (23.2) 25 (36.2) 0.09 

†no.(%) §mean±SD ‡median(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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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SPIRE 연구의 선정∙제외기준에 따른 환자 기저 

특성  
 

ASPIRE 연구의 선정 및 제외기준을 기반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기저특성을 파악하였고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선별하는 RCT와 다양한 특성 가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차이를 투영하고 있으며 두 군간의 기저 특성 차이를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다. ASPIRE연구의 선정기준은 임상검사 수치를 

기반으로 하며 KRd군과 Rd군 모두 RCT에 부합하는 간기능 수치를 

보이며 혈액학적 기저특성 지표인 hemoglobin과 absolute neutrophil 

count기준에서도 90% 이상의 환자가 RCT에 부합하였다.  하지만, 

KRd군의 81.2%와 Rd군의 92.8%가 platelet 기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43). 

제외기준은 다발성골수종 관련 질환, 이전 복용 치료요법, 기저질환 

및 심장질환으로 총 4가지 분류되었다. 다발성골수종 관련 질환 

제외기준에 부합한 환자는 없었으며 기저 복용하던 치료요법 항목 중 

항암요법 또는 임상연구약물을 투약하였던 환자는 KRd군 11.6%와 

Rd군 20.3%로 Rd군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지만 면역요법은 

Rd군에서만 7.2%의 환자가 복용하여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37). 동반질환 항목 중 말초신경병증은 RCT의 경우 

grade 2 이상이자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grade 3이상인 환자는 

제외되었으나 자료원의 한계로 약물치료일 기준 이전 14일 이내 

말초신경병증의 조작적 정의에 준하는 환자를 포함하였다.  또한, 심장 

기저 특성 항목에서 고혈압과 당뇨 모두 조절되지 않은 환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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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반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분류에서 KRd군과 Rd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분석을 통해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혈소판 수치와 면역요법 사용 이력은 추후 

cox regression 분석 시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두 군의 특성을 유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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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nclusion/exclusion 

criteria in ASPIRE trial 

Inclusion/exclusion criteria KRd 

(n=69) 

Rd 

(n=69) 

P-

value 

Inclusion criteria    

Laboratory†    

Adequate hepatic function†    

ALT ≤ x3.5 UNL 69 

(100.0) 

69 

(100.0) 

1.000 

T.bili ≤ 2 mg/dL 69 

(100.0) 

69 

(100.0) 

1.000 

Hgb ≥ 8 g/dL 68 (98.6) 67 (97.1) 0.559 

ANC ≥ 1.0x109/L 64 (92.8) 68 (98.6) 0.095 

Platelet count ≥ 50x109/L 56 (81.2) 64 (92.8) 0.043 

Creatinine clearance (CrCl) 

≥ 50ml/minute 

55 (79.7) 50 (72.5) 0.318 

Exclusion Criteria    

Disease-related†    

POEMS syndrome 0 0 - 

Waldenström’s 

macroglobulinemia 

0 0 - 

IgM myeloma 0 0 - 

Plasma cell leukemia 0 0 - 

Concurrent Treatments†    

Chemotherapy or 

investigational agents 

8 (11.6) 14 (20.3) 0.163 

Immunotherapy 0 5 (7.2) 0.037 

Antibody therapy 0 0 - 

Radiotherapy 0 1 (1.4) 0.476 

Concurrent Conditions†    

Pregnant or lactation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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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surgery 0 2 (2.9) 0.243 

Active infection requiring 

treatments 

2 (2.9) 3 (4.3) 0.649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0 0 - 

Active hepatitis B or C 

infection 

7 (10.1) 4 (5.8) 0.346 

Other malignancy 4 (5.8) 4 (5.8) 1.000 

Peripheral neuropathy 30 (29.0) 34 (49.3) 0.495 

Ongoing graft-vs-host 

disease 

0 1 (1.4) 0.476 

Pleural effusion or ascites 0 0 - 

Cardiac conditions†    

Myocardial infarction  0 1 (1.4) 0.476 

Heart failure 2 (2.9) 4 (5.8) 0.404 

Angina 3 (4.3) 1 (1.4) 0.310 

Coronary artery disease 1 (1.4) 3 (4.3) 0.310 

Ventricular arrhythmia 0 0 - 

Sick sinus syndrome 1 (1.4) 1 (1.4) 1.000 

Acute ischemia 0 0 - 

Conduction system 

abnormalities 

0 0 - 

Hypertension 18 (26.1) 23 (33.3) 0.352 

Diabetes 16 (23.2) 16 (23.2) 1.00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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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arfilzomib 이상반응 발생 위험 비교 분석 

총 138명의 연구 대상자 중 KRd군 95.6%(66명)과 Rd군 

98.6%(68명)에서 1개 이상의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며 KRd군 

66.7%(46명)과 Rd군 56.2% (39명)에서 심장 관련 이상반응이 1건 

이상 발생하였다. Cox regression 분석을 통해 hazard ratio로 두 군의 

발생 위험을 비교분석하였다 [Table 9]. 나이, 약물시작일 기준 2달 내 

해당 이상반응 발생 유무, PLT ≥50x109/L 여부, 이전 21일 내 

면역요법 사용 유무 및 심장 상태와 추적관찰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설사를 제외한 모든 이상반응에서 KRd군의 이상반응 발생 위험 비율이 

더 높았으며, KRd군에서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이상반응은 

호흡곤란(HR 4.05, 95% confidence interval: 1.14-3.34)과 혈소판 

감소증(HR: 1.95, 95% confidence interval: 1.71-9.61) 이었다.   

 

제 3 절 주기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 위험 비교 분석 

KRd군과 Rd군에서 해당 약물 사용 시 주기별 이상반응 발생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모든 환자에서 각 

치료요법을 `1~6주기까지 투여받았으며 그 이후 7~12주기를 투여받은 

환자는 KRd군의 42.0%와 Rd군의 63.8%이며 13주기 이후를 투여받은 

환자는 KRd군의 10.1%와 Rd군 44.9%로 Rd군이 해당 요법을 더 많이 

투여받았다. 총 투약된 치료요법 주기 수의 중위값은 KRd군 6(1-

18)주기와 Rd군 12(1-18)주기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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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요법 투약 주기별 이상반응 발생 빈도는 모든 이상반응에서 

대부분 1~6주기 이내 발생하였고 혈소판 감소증의 경우 6주기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다소 발생하였다. 심장 관련 이상반응 또한 

1~6주기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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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djusted hazard ratios of RRMM patients using KRd and Rd  

 KRd (n=69) Rd (n=69) Adjusted HR¥ 

(95% CI) 

Events Events/100-

patients cycle 

Events Events/100-

patients cycle 

 

Non-hematologic adverse 

reactions 

     

Dyspnea 28 8.20 14 2.13 4.05 (1.71-9.61) 

Hypertension 14 4.46 11 2.48 1.64 (0.76-3.56) 

Acute renal failure 8 1.22 4 0.63 1.12 (0.40-3.12) 

Cardiac failure 10 1.70 7 0.74 1.29 (0.42-3.91) 

Ischemic heart disease 6 1.38 6 1.20 1.76 (0.46-6.73) 

Diarrhea
 
¶ 17 3.80 14 2.72 0.92 (0.30-2.79) 

Cough
 
¶ 11 2.94 11 1.73 1.31 (0.53-3.23) 

Pyrexia
 
¶ 26 6.12 19 3.46 1.68 (0.66-4.31)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 

11 3.39 8 1.48 2.37 (0.92-6.09) 

Hypokalemia
 
¶ 9 2.14 5 0.73 2.37 (0.70-8.03) 

Muscle spasm
 
¶ 9 2.22 2 0.42 7.37 (0.8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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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tologic adverse reactions      

Thrombocytopenia
 
¶ 35 11.14 17 4.72 1.95 (1.14-3.34) 

¶ASPIRE 연구에서 25% 이상 빈번하게 나타난 혈액학적 및 비혈액학적 이상반응 중 두 군의 차이가 5% 이상인 이상반응 

¥ Covariate는 나이, 기저해당 이상반응 발생 유무, platelet count≥50x109/L, immunotherapy 이전 사용 유무, 심장상태로 보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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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Incidence of adverse reactions by treatment cycle 

 KRd 

(n=69) 

Rd 

(n=69) 

Received treatment during specified period† 

Cycles 1-6 69 (100.0) 69 (100.0) 

Cycles 7-12 29 (42.0) 44 (63.8) 

Cycles 13-18 7 (10.1) 31 (44.9) 

Number of received treatment cycle‡ 6 (1-18) 12 (1-18) 

Adverse event incidence by treatment cycle† 

Non-hematologic adverse events   

Dyspnea   

Cycles 1-6 23 (33.3) 12 (17.4) 

Cycles 7-12 4 (5.7) 2 (2.9) 

Cycles 13-18 1 (1.4) 0 

Hypertension   

Cycles 1-6 10 (14.5) 7 (10.1) 

Cycles 7-12 3 (4.3) 1 (1.4) 

Cycles 13-18 1 (1.4) 3 (4.3) 

Acute renal failure   

Cycles 1-6 7 (10.1) 3 (4.3) 

Cycles 7-12 1 (1.4) 1 (1.4) 

Cycles 13-18 0  0 

Cardiac failure   

Cycles 1-6 8 (11.6) 6 (8.7) 

Cycles 7-12 1 (1.4) 1 (1.4) 

Cycles 13-18 1 (1.4) 0 

Ischemic heart disease   

Cycles 1-6 5 (7.2) 4 (5.8) 

Cycles 7-12 1 (1.4) 1 (1.4) 

Cycles 13-18 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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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embolism   

Cycles 1-6 0 2 (2.9) 

Cycles 7-12 0 0 

Cycles 13-18 1 (1.4) 0 

Diarrhea   

Cycles 1-6 11 (15.9) 13 (21.7) 

Cycles 7-12 5 (7.2) 1 (1.4) 

Cycles 13-18 1 (1.4) 0 

Cough   

Cycles 1-6 9 (13.0) 9 (13.0) 

Cycles 7-12 2 (2.9) 2 (2.9) 

Cycles 13-18 0 0 

Pyrexia   

Cycles 1-6 21 (30.4) 14 (20.3) 

Cycles 7-12 3 (4.3) 4 (5.8) 

Cycles 13-18 2 (2.9) 1 (1.4)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Cycles 1-6 9 (13.0) 5 (7.2) 

Cycles 7-12 2 (2.9) 3 (4.3) 

Cycles 13-18 0 0 

Hypokalemia   

Cycles 1-6 6 (8.7) 3 (4.3) 

Cycles 7-12 3 (4.3) 2 (2.9) 

Cycles 13-18 0 0 

Muscle spasm   

Cycles 1-6 8 (11.6) 2 (2.9) 

Cycles 7-12 0 0 

Cycles 13-18 1 (1.4) 0 

Hematologic adverse events   

Thrombocytopenia   

Cycles 1-6 26 (37.7) 14 (20.3) 

Cycles 7-12 8 (11.6) 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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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s 13-18 1 (1.4) 1 (1.4) 

†no.(%), ‡median(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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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민감도 분석 

1. Contemporary comparator 

KRd군과 Rd군에서 투여 시작일을 동일하게 하여 추적관찰을 

시행한 contemporary comparator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기존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대체적으로 KRd군에서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설사는 본 결과와 달리 KRd군에서 

발생 위험이 더 높았다. 또한, 호흡곤란의 발생 위험이 KRd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HR 3.59, 95% CI 1.96-9.05), 혈소판 감소증은 

KRd군에서 발생 위험이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호흡곤란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 결과의 강건함을 입증하였다. 

 

2. Exposure risk window 

KRd군과 Rd군에서 동일하게 최대 추적관찰 주기를 6주기로 한정한 

exposure risk window로 수행된 민감도 분석 결과는 [Table 12]과 

같다. KRd군에서 대부분의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높아 기존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으나 설사는 Rd군에서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높았다. 본 민감도 분석 결과, 호흡곤란의 발생위험이 

KRd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HR 3.38, 95% CI 1.33-8.62), 혈소판 

감소증은 KRd군에서 발생 위험이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호흡곤란은 두 차례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KRd군에서 Rd군에 비해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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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ensitivity analysis by contemporary comparator 

 KRd (n=69) Rd (n=69) Adjusted HR¥ 

(95% CI) 

Events Events/100-

patients cycle 

Events Events/100-

patients cycle 

 

Non-hematologic adverse events 

Dyspnea 28 8.52 8 1.59 3.59 (1.96-9.05)  

Hypertension 14 3.92 7 1.56 2.40 (0.65-8.83) 

Acute renal failure 8 1.21 2 0.80 3.26 (0.73-14.60) 

Cardiac failure 11 1.21 5 1.22 1.23 (0.09-2.32) 

Ischemic heart disease 6 1.38 5 1.20 1.50 (0.40-5.53) 

Diarrhea
 
¶ 17 4.46 9 2.12 1.98 (0.66-5.63) 

Cough
 
¶ 11 2.95 6 1.60 1.80 (0.52-6.23) 

Pyrexia
 
¶ 26 6.26 13 3.11 2.54 (1.02-6.31)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 

11 3.32 5 1.05 2.85 (0.66-12.31) 

Hypokalemia
 
¶ 9 2.24 3 0.60 6.42 (0.81-51.23) 

Muscle spasm
 
¶ 9 2.18 2 0.38 3.52 (0.41-30.23) 

Hematologic adver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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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mbocytopenia
 
¶ 35 10.25 14 4.50 2.06 (0.99-4.30) 

¶ASPIRE 연구에서 25% 이상 빈번한 나타난 혈액학적 및 비혈액학적 이상반응 중 두 군의 차이가 5% 이상인 이상반응 

¥ Covariate는 나이, 기저해당 이상반응 발생 유무, platelet count≥50x109/L, immunotherapy 이전 사용 유무, 심장상태로 보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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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ensitivity analysis by exposure risk window 

 KRd (n=69) Rd (n=69) Adjusted HR¥ 

(95% CI) 

Events Events/100-

patients cycle 

Events Events/100-

patients cycle 

 

Non-hematologic adverse events 

Dyspnea 23 6.73 12 1.77 3.38 (1.33-8.62) 

Hypertension 10 3.41 7 2.00 1.36 (0.57-9.24) 

Acute renal failure 7 1.64 3 0.4 3.81 (0.15-9.34) 

Cardiac failure 8 2.15 6 1.29 1.23 (0.38-3.98) 

Ischemic heart disease 5 0.92 5 0.91 1.07 (0.24-4.82)) 

Diarrhea
 
¶ 11 2.87 13 2.15 0.95 (0.37-2.46) 

Cough
 
¶ 7 2.16 9 1.52 1.00 (0.37-2.85) 

Pyrexia
 
¶ 21 5.77 14 3.19 1.60 (0.75-3.39)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 

9 2.40 5 1.41 1.66 (0.50-5.54) 

Hypokalemia
 
¶ 6 2.05 4 0.71 1.30 (0.21-8.07) 

Muscle spasm
 
¶ 8 1.96 2 0.27 4.26 (0.53-34.16) 

Hematologic adverse events 

Thrombocytopenia
 
¶ 27 7.86 14 4.7 1.24 (0.66-2.36) 

¶ASPIRE 연구에서 25% 이상 빈번한 나타난 혈액학적 및 비혈액학적 이상반응 중 두 군의 차이가 5% 이상인 이상반응 

¥ Covariate는 나이, 기저해당 이상반응 발생 유무, platelet count≥50x109/L, immunotherapy 이전 사용 유무, 심장상태로 보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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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carfilzomib에서 target trial 재현을 적용한 첫 연구로써 

상급종합병원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여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Rd군 대비 KRd군의 안전성을 총 138명의 환자를 관찰한 

연구이다.  

 

1. KRd군과 Rd군의 기저 특성 비교 분석 

두 군에서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1:1 성향점수 매칭, 환자 기저 

특성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분석 시 

설사를 제외한 모든 이상반응에서 KRd군이 Rd군에 비해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호흡곤란 (HR 4.05, 95% CI 1.14-3.34)과 혈소판 감소증 

(HR: 1.95, 95% CI: 1.71-9.61) 은 두 군에서 유의한 발생 위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두 차례의 민감도분석을 통해 호흡곤란의 발생 

위험은 KRd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지만 (contemporary comparator HR 

3.59, 95% CI 1.96-9.05; exposure risk window HR 3.38, 95% CI 

1.33-8.62), 혈소판 감소증은 두 민감도 분석에서 KRd군에서 유의한 

발생 위험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환자 기저 특성 결과 [Table 8]에서 

KRd군에 ASPIRE연구의 환자 선정기준 중 혈소판 수치에 부합하지 

않던 환자(PLT≤ 50 x 109/L)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 Rd군과 

유의한 차이에 의거할 수 있으며 주기별 이상반응 발생빈도 결과[Table 

10] 6주기 이후에 KRd군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난 환자는 1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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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찰기간을 6주기로 단축한 민감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2. Carfilzomib 사용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위험 분석 

2.1 Carfilzomib의혈소판 감소증 발생 위험 

혈소판 감소증은 다발성골수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혈액학적 

이상반응 중 하나이며 투약되는 약물에 의해 더 악화될 수 있다. 

Lenalidomide가 속한 면역조절제와 carfilzomib이 속한 프로테아좀 

억제제는 골수억제를 유발하는 약물군으로 알려져 있고, 31 본 연구에서 

lenalidomide만 투약되는 Rd군에 비해 KRd군은 골수억제를 유발하는 

carfilzomib과 lenalidomide가 동시에 투약하기에 혈소판 감소증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Carfilzomib을 단독으로 투여한 2상 

임상연구에서 혈소판 감소증 발생 시 Day 8 이전 최하점(nadir)에 

도달하고 다음 주기 시작 전 기저 수치로 돌아오는 빠른 회복의 

경향성을 보이며 여러 투약 주기에서 산발적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해 

약물의 누적으로 인한 근거는 미비하다고 알려졌다.32 따라서, 혈소판 

감소증은 KRd군에서 Rd군 대비 빈번히 발생 가능하며 용량 조절 및 

휴약 기간을 두어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32 

 

2.2 Carfilzomib의 호흡곤란 발생 위험 

KRd군에서 유의하게 발생위험이 높았던 호흡곤란은 심부전의 

전조증상15,16,18이자 부종, 실신 및 흉통과 함께 심혈관계 이상반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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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분류18된다. 미국 보험청구자료인 Medicare을 활용해 

carfilzomib 사용환자에서 심혈관계 이상반응 분석 시 위험 비율은 

carfilzomib 비사용군 대비 carfilzomib 사용군이 더 높았으며(HR 1.33, 

p<0.0001) 호흡곤란 발생 위험 (HR 4.05, 95% CI 1.71-9.61) 또한 

carfilzomib 사용군이 더 높았다.  

KRd군에서 호흡곤란 발생 환자 중 중단 후 재개한 환자 2명, 

carfilzomib을 감량한 환자 4명, 주기 별 일수 연장한 환자 1명, 항암 

휴약기(chemoholiday)에 들어간 환자 1명, Rd로 전환한 환자 6명, 

다른 치료요법으로 전환한 환자 5명, 추적관찰 중인 환자 5명, 그리고 

다른 이상반응에 의한 발생 6명으로 이 중 명확하게 carfilzomib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대처를 시행한 건수는 9건이었지만 실제 24명의 환자에서 

호흡곤란을 위한 대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 중요한 지표임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심부전이 발생한 환자 중 10명 

중 5명의 환자에서 심부전 진단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감량 또는 

중단 후 재개한 이후 심부전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호흡곤란은 

심부전에 대한 전조증상으로 호흡곤란에 의한 투약 중지는 심부전과 

같은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전을 예방하는 하나의 중재로 작용될 수 

있다.  

호흡곤란은 환자의 구두적 호소에 의해 감지되는 경우가 많은 

이상반응으로 진단명에 의존하는 보험청구자료 대비 더 구체적인 의료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에서 탐지가 더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한 28명의 KRd 투약 환자 중 호흡곤란 진단명 (ICD-

10: R06)이 명시된 환자는 2명으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진단명이 명시되었고 대부분 진단기록 및 환자의 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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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이상반응이 탐지되었다. 따라서,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 호흡곤란의 발생 위험이 보험청구자료 대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 이상반응이 아닌 경증 이상반응 탐지에 전자의무기록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Carfilzomib의 심부전 발생 위험 기전 

 심부전은 carfilzomib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상반응으로 

KRd군에서 Rd군 대비 위험 비율은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HR 

1.29, 95% CI 0.42-3.91). RCT, 메타연구, 실사용데이터 활용 

관찰연구에서 심부전 발생률은 2~6%.12,15,17,18,20 이며 국내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carfilzomib의 유효성을 본 연구23에서도 심부전 발생률은 6%정도로 

심부전 발생 환자가 10명(14.5%)인 본 연구에 비해 발생률이 낮았다. 

이는 결과지표 정의 시 CTCAE grade 1에 해당하는 임상검사 수치 

이상 및 영상 검사 이상까지 조작적 정의 범위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실제 KRd군에서 심부전이 발생한 환자 10명 중 

2명(2.9%)는 증상 동반과 함께 심부전의 진단이 내려졌으며 이는 타 

연구의 심부전 발생률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본 관찰연구17,22에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수치상승(진단명) 혹은 BNP 및 Troponin I 수치 (임상검사)를 

관측하였으며 BNP수치가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감지하는 유의한 

지표라는 결과를 나타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린 조작적 정의 및 

심혈관계 이상반응의 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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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이상반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상검사 수치와 영상 판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대부분의 심부전 발생 환자는 말초부종, 호흡곤란, 흉통 등 증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시 임상검사 및 영상검사를 진행하여 

심혈관계 이상반응 발생 유무를 판단하였다. 국내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해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KRd군과 Rd군의 유효성 

평가를 한 연구10에서 실제 carfilzomib 사용 후 중증 심혈관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는 1명으로 심부전을 진단받았으며 이 또한 

즉각적인 조치에 따라 회복하였다. 따라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이 약물에 따른 이상반응을 인지하고 있으며 면밀한 관찰과 

즉각적인 개입에 의해 중증 심혈관계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을 수 있으며 

심부전의 전조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조 

증상을 동반할 경우는 CTCAE grade 2에 해당하는 심부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찰한 호흡곤란 환자는 심부전의 발생위험이 높으며 

즉각적인 개입에 의해 본 연구에서 중증 심혈관계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KRd요법과 Rd요법의 투약 주기별 이상반응 발생 분석 

심혈관질환을 포함한 모든 이상반응은 대부분 투약 초기인 1-

6주기이내 발생하였으며 ASPIRE연구12 및 carfilzomib의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본 관찰연구18,19,21,22에서 대부분의 이상반응이 15일~150일 

또는 3~6주기 완료 시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중증 이상반응인 심혈관계 이상반응도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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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기에 단서가 될 수 있는 전조 증상과 함께 투약 초기부터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시사한다. 

총 투약된 주기의 중위값이 KRd군 6주기와 Rd군 12주기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lenalidomide의 급여 적용 일자가 carfilzomib 급여 적용 

일자보다 빠르고 급여 적용 이후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고 처방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KRd군의 환자 등록이 비교적 선정기간(index period) 

후반에 진행되여 상대적인 추적관찰 기간이 짧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carfilzomib의 알려진 부작용인 심혈관계 이상반응은 질병의 

대상 연령층인 고령 환자에서 치명적인 예후를 보일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전조 증상이 발생 시 예방을 목적으로 앞서 약물 투약이 

중단되어 추적관찰 기간이 짧았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투약 주기의 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 방법 채택 시 시간을 

변수로 고려할 수 있는 cox-regression 분석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강점 

본 연구는 carfilzomib의 안전성 분석을 목적으로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나타난 carfilzomib의 포괄적인 이상반응의 

발생 경향을 분석하였다. 실사용데이터를 사용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위험군 및 고령층의 환자군을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결과의 

외적 타당도가 높아졌다. 또한,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을 통해 

RCT처럼 미리 작성된 엄격한 프로토콜 틀 안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관찰연구의 한계인 비뚤림과 교란요인을 최소화하였으며 활성대조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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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immortal bias를 줄여 carfilzomib에 의한 유의미한 이상반응의 

발생 위험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환자의 구두적 

호소 및 임상검사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반응을 충분히 

감지하였으며 여러 문헌과 CTCAE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상반응별 

조작적 정의를 내려 명확한 기준 아래 이상반응을 판단하였다.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의 한계점은 후향적 연구로 약물에 의한 인과성 평가 및 

교란요인의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하였으나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 

적용, 성향점수 매칭, 공변량 보정을 통한 결과값 산출, 활성대조군 및 

신규사용자(new user) 선정을 통해 한계를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시행되는 역학연구로 약물과 이상반응의 관련성 파악이 

가능하며 추후 이와 같은 역학연구 결과를 실마리 삼아 통해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타 병원의 기록을 열람이 불가 하였고 3차 

의료기관의 특성 상 경증 이상반응 탐지에 한계가 있었지만 

전자의무기록내 모든 기록을 자세히 관찰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대상 환자수의 부족으로 ASPIRE연구와 이상반응 

발생 위험의 경향성은 유사하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디자인의 연구를 국내 보험청구자료로 수행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유의한 

이상반응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carfilzomib에 의한 

이상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된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 또는 보험청구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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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대상 환자 수를 확보한 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활용방안 및 임상적 의의 

본 연구의 결과는 Rd군 대비 KRd군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이상반응의 발생 위험과 이상반응 발생시기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근거가 될 수 있고 중증 

이상반응의 발생이 예방 가능하다. 또한,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을 

사용하므로 RWD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성 관찰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이에 본 연구가 예시 및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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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bortezomib을 포함한 치료요법 등 1개 이상의 이전 치료를 받은 

재발성ㆍ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KRd요법 또는 Rd요법을 투약 

시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Rd요법 대비 KRd요법에서 호흡곤란과 

혈소판감소증이 유의하게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치료요법 투약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투약 초기에 발생하므로 투약 직후부터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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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al-world comparative safety 

analysis of KRd and Rd in 

relapsed/refractory multiple 

myeloma: an emulated target trial 

with single-institution electronic 

medical record 
 

Chae Jeong Kim 

Clinical Pharmacy, Department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ultiple myeloma shows a low remission rate after using first-

line induction therapy and relapse or refractory occurs to the 

majority of patient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ence, new 

therapies for relapse or refractory multiple myeloma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Among new therapies, carfilzomib, a second-

generation proteasome inhibitor, is being used as a first line 

recommendation second-line treatment for multiple myeloma with 

lenalidomide and dexamethasone according to NCCN guideline.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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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studies regarding carfilzomib are mainly focused on 

cardiovascular adverse events or an efficacy. Hence, the study 

which investigates a wide range of adverse reactions of carfilzomib 

as a primary outcome is still inadequate. Relapsed/refractory 

multiple myeloma mainly occurs in the elderly with the median age 

of 69 at diagnosis and belongs to the high-risk group, so it can be 

even more fatal when an adverse reaction occurs. Therefore, an 

evaluation of drug safety is necessary using real-world data which 

reflects the actual clinic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isk of 

adverse reactions occurring in domestic clinical settings due to the 

use of carfilzomib, lenalidomide, dexamethasone (KRd) and 

lenalidomide, dexamethasone (Rd) therapy in patients with 

relapsed/refractory multiple myeloma. 

  In this study, a target trial emulation method was utilized to 

minimize the bias and confounding factors that occur in 

observational studies.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as used, and Rd is set as an active 

comparator. From the drug reimbursement date to December 31, 

2020, patients 18 years of age or older who failed or relapsed with 

at least one treatment and prescribed with either KRd or Rd with 

the diagnosis of multiple myeloma a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became similar by 

1:1 propensity score matching.  Primary outcomes are hemato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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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n-hematologic adverse events (thrombocytopenia, diarrhea, 

cough, fever,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hypokalemia, muscle 

spasm) and cardiovascular adverse events (dyspnea, hypertension, 

acute renal failure, cardiac failure, ischemic heart disease) with a 

difference of more than 5% between the two groups among the 

adverse events that occurred more than 25% in the ASPIRE study. 

The secondary outcome was the frequency of adverse reactions by 

treatment cycle. For statistical analysis, incidence rate was 

analyzed with event/100-person cycle and hazard ratio (HR) with 

95% confidence interval (CI) was analyzed by cox-regression 

analysis. All outcomes were evaluat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p-value was less than 0.05. In addition,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in two methods: an active comparator 

prescribed within the same period with a study drug (contemporary 

comparator) and a total follow-up period limited to 6 cycles 

(exposure risk window). 

  Among patients with relapsed/refractory multiple myeloma, 69 

patients in each group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rough 1:1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median period of therapy 

administered was 6 cycles (1-18) in the KRd and 12 cycles (1-

18) in the Rd. In addition, adverse reactions with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occurrence in the KRd group than in the Rd group 

were thrombocytopenia (HR: 1.95, 95% confidence interval: 1.14-

3.34) and dyspnea (HR: 4.05, 95% confidence interval: 1.71-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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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adverse reactions including cardiovascular adverse reactions 

occurred within 1 to 6 cycles. As a result of two sensitivity analysis, 

the risk of dyspnea was significantly higher in KRd than in Rd which 

proves the robustness of primary outcome result. 

  In this study, the risk of dyspnea was significantly higher in KRd 

than in Rd among the adverse reactions occurring when carfilzomib 

was taken in patients with relapsed/refractory multiple myeloma. 

Moreover, close observation is necessary immediately after 

administration due to most adverse events occur within 6 cycles. 

 

Keywords : multiple myeloma, carfilzomib, adverse event, real-

world data, targe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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