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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목적: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약물 용출성 스텐트를 사용하여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한국인에서 최적 약물요법의 시간적 동향과 임상 효과

를 살펴보았다.

방법: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 관상동

맥 질환의 병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들 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약물

용출성 스텐트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고 퇴원한 28,51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적 약물요법은 항혈소판제, 스타틴, 베타 차단제, 안지오

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각 1종 이상씩 사용한 경우

로 정의하였고, 이에 대한 시간적 동향과 임상 효과를 알아보았다. 교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향점수 짝짓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 28,516명의 평균 연령은 62.7±12.8 세 였고, 21,571

(75.6%) 명이 남자였다. 퇴원시 처방된 약물을 기준으로 최적 약물요법 군과

(n=17,900 [62.8%]) 비최적 약물요법 군으로 (n=10,616 [37.2%]) 구분하였

다. 추적 관찰 기간(중앙값, 2.1 년; 사분범위, 1.2-3.2 년) 동안 최적 약물요법

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위험비, 0.744; 95% 신뢰구간, 0.658-0.841; p

<0.001)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을 (위험비, 0.794; 

95% 신뢰구간, 0.741-0.850; p <0.001) 감소시켰다. 그러나 퇴원시 최적 약물

요법이 처방된 비율은 62.8% 였고 3년 후 47.0%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

상을 보였다.

결론: 최적 약물요법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약물 용출성 스텐트로 경피

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한국인에서 사망 및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최적 약물요법이 처방된 비율은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향후 최적 약물요법의 처방률을 높인다면 더

좋은 임상 경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최적 약물요법, 급성 심근경색증,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약물 용출

성 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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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인 주요 사망 원인이다. 2013년 기준, 전체 약 5,40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중 32% 에 달하는 1,700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

으로 보고 되었다.1) 그러나 심혈관 질환의 분포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속한 고소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0만명 당 허혈성 심장 질

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38.6명으로 전세계 평균 137.8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지역적 요소에 '고소득'이라는 경제적 요소를 더해

구분한 이유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소득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였기 때

문이다. 세계적으로 지난 20여년간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꾸준히 감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중소득 지역에서는 10만명 당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20년간 381명에서 332명으로 13% 감소한 반면, 고소득 지역에서

는 10만명 당 283명에서 160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43% 감소하였다. 이를 통

해 지역의 소득 차이에 따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뿐만 아니라 조

기 사망률의 감소 속도 또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소득

수준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도 심혈관 질환 분포의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고소득 북아메리카의 경우 허혈성 뇌질환에 의한 사망과 허혈성 심장질환

에 의한 사망의 비가 0.15인 반면, 고소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그

비가 0.86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2) 이처럼 심혈관 질환은 전세계적인 주요 사망

의 원인이지만 각 지역별, 소득 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등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경우에는 서구에서는 적시적

이고 효과적인 재관류 전략과 표준화된 약물 요법 등의 근거 기반 권고안을 채

택하며 원내 사망률을 5.6% 에서 4.1% 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3),4) 그러나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는 여전히 5% 근

처에 머물러 있고 퇴원 후 1년 시점에서는 10% 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5) 한국의 경우에는 2005년에서야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KAMIR)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KAMIR 데이터에 따르면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은 2006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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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3년 48.1%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서구의 다른 레지

스트리 데이터(22.6%-41.8%)와 비교해볼 때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비율

은 여전히 높았다. 원내 사망률의 경우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2006년 5.7% 에서 2013년 6.1% 로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었고, ST 분절 비

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2006년 3.8% 에서 2013년 3.1% 로 시간이 지나

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심근경색증 위험 인자의 경우 흡연이 62.8%

로 가장 흔하였는데 서구의 레지스트리 데이터(20.4%-59.8%)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상지질혈증은 9.5% 로 다른 레지스트리 데

이터(28.0%-53.0%)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6),7) 이는 한국의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 군의 특성이 서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급성 심근

경색증의 치료 권고안 수립에 있어 한국 자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AMIR 데이터에서 나타난 심근경색증 치료 트렌드를 살펴보면, 경피적 관상동

맥 중재술이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과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에서 각각

96.7%, 82.7% 에서 이루어졌고, 시술 성공률이 각각 99.4% 와 99.5% 에 이른

다. 이는 서구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8) 그 중 약물 용출성

스텐트의 사용 비율이 높아 최근 연구에서는 93.2% 까지 사용되고 있다.9) 그러

나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는 달리 권고안에 부합하는

최적 약물요법의 처방율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의 KAMIR 데이터를 보면 퇴원시 최적 약물요법이 처방된 경우는 53.4% 에 불

과하였고, 75세 이상의 경우에서 처방된 경우는 47% 에 불과하였다. 또한, 심부

전 증상이 있거나 좌심실 구출율 40% 미만인 경우, 기존 관상 동맥 질환의 병

력이 있는 경우, 혈장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은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등에서도 최적 약물요법 처방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다만 2006년

48.6% 에 머물렀던 최적 약물요법 처방률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2011년에

는 63.2% 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10) 관상동맥질환에 있어 최적 약물

요법의 효과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무작위 연구인

Clinical Outcomes Utilizing Revascularization and Aggressive Drug Evaluation 

trial(COURAGE trial)에서 밝혀진바 있는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안정형 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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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환자 2,287명을 대상으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최적 약물요법을 함께

시행 받은 군(n=1149)과 최적 약물요법만을 시행 받은 군(n=1138)으로 나누

어 4.6년간 사망 및 심근경색증의 발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 군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이를 계기로 안정형 협심증에서 최적 약물요법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1) 그러나 안정형 협심증에서와는 달리 급성 심근경색증

에서는 이와 같은 무작위 연구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7

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한

국인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최적 약물요법의 시간적 동향과 임상 효

과를 사망과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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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연구 자료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는 병원 등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

요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든 청구

내역을 검토하게 된다.12)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진단 코드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Revision (ICD-10)을 따랐고, 처방된 약물과

사용된 기구 및 술기의 종류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확인 하였

다.9)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2. 대상 환자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관상동맥

질환으로 (ICD-10 코드 I20.X – I25.X)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M6551, M6552, 

M6561, M6562, M6563, M6564, M6571, M6572) 시행 받은 18세 이상의 환자를 선

별하였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시 약물 용출성 스텐트의 사용 여부는

J5083XXX 코드가 청구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기존 관상동맥 질환의 여부와 기

타 병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기준일 전 최소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된 경우 만을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환자 군은 제외 하였다. 또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을 유지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환자 군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를 연구 대상 수집 기간으로 정하였다. 이 중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질환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와, 급성 심근경색증이(ICD-

10 코드 I21.X – I22.X) 아닌 경우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원내 사망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환자들 역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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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정의

당뇨병 및 당뇨병 합병증, 고지질혈증,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심장 판막 질환, 

말초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 폐질환, 중등도 이상의 간질환, 신장 질환, 

암, 류마티스 질환 등 동반 질환의 여부는 ICD-10 코드를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1).9),13)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6개월 이내에 당뇨병약, 고혈

압약, 고지질혈증약이 청구된 경우에도 각각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혈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9) 동반 질환들의 임상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Charlson comorbidity index를 이용하였다. 이는 1년 사망률과 연관성이 입증된 19

가지 항목의 동반 질환들에 대해 1년 사망률의 상대 위험도를 기반으로 가중 점

수를 부여한 지표로 그 유용성이 꾸준히 입증되어 왔다 (Table 2).13),14)

최적 약물요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항혈소판제, 스타틴,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청구 기록을 확인하여

이들 약제가 각각 1종 이상 청구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일차 종결점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며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도

함께 알아보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였고, 관상

동맥 재개통 사건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코드나 (M6551, M6552, M6561, 

M6562, M6563, M6564, M6571 M6572) 관상동맥 우회술의 코드가 (O1641, O1642, 

O1647, OA641, OA642, OA647) 청구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수 회의 사건이 반복된

경우는 가장 처음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4. 통계학적 분석

환자군의 일반적 특성과 동반 질환은 연속 변수일 경우 평균±표준편차로, 범주

형 변수일 경우 빈도(%)로 나타내었다. 최적 약물요법 군과 비최적 약물요법 군

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속 변수들은 Student’s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비교하였고, 범주형 변수들은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로 비교하였다. 

임상 경과의 누적 발생률은 Kaplan-Meier method로 측정하였고, log-rank test로 비

교하였다. 전체 군에서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연령, 성별, 동반 질환, 삽

입된 스텐트의 개수 등의 변수를 공변량으로 보정하였으며 후진 소거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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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임상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교란 변수의 영향을 최

소화 하기 위해 성향점수 짝짓기(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

향점수(propensity score)는 연령, 성별, 동반 질환, Charlson comorbidity index, 약물

용출성 스텐트의 개수를 기반으로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최적 약물요법군과 비최적 약물요법군을 1:1 최근접 짝짓기(the nearest-

neighbor matching) 방법으로 짝지었고, 짝짓기가 균등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

기 위해 표준화된 차이를 측정하였다. 짝짓기 후 두 비교군의 연속 변수들은

paired t-test로, 범주형 변수들은 McNemar test로 비교하여 공변량의 균형을 재확인

하였다. 성향점수 짝짓기 코호트 내에서 사망 및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의 위험

도를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R software 

version 3.3.1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www.r-project.org)

을 사용하였고, 성향점수 짝짓기에는 R package ‘MatchIt’을 사용하였다. 모든 가

설 검정은 양측 검정으로 시행하였고, p 값 <0.05를 유의미하게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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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orbidity conditions and related ICD-10 codes

Comorbidity conditions ICD-10 codes

Diabetes E10.0, E10.1, E10.6, E10.8-E11.1, E11.6, E11.8-E12.1, E12.6, 

E12.8-E13.1, E13.6, E13.8-E14.1, E14.6, E14.8, E14.9

Diabetes with end orga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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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lipidemia E78.0-E78.5

Hypertension I10.x, I11.x-I13.x, I1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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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9.0

Arrhythmia I44.1-I44.3, I45.6, I45.9, I47.x-I49.x, R00.0, R00.1, R00.8, 

T82.1, Z45.0, Z95.0

Valvular heart disease A52.0, I05.x-I08.x, I09.1, I09.8, I34.x-I39.x, Q23.0-Q23.3, 

Z95.2-Z95.4

Peripheral 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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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ebrovascular disease G45.x, G46.x, H34.0, I60.x-16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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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e to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7

Ren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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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cer C00.x-C9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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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D,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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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lson comorbidity index14)

Comorbidity conditions Weights ICD-10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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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50.x,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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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ebrovascular disease 1 G45.x, G46.x, H34.0, I60.x-16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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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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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eumatologic disease 1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Peptic ulcer disease 1 K25.x-K2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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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betes 1 E10.0, E10.1, E10.6, E10.8-E11.1, E11.6, E11.8-E12.1, 

E12.6, E12.8-E13.1, E13.6, E13.8-E14.1, E14.6, E14.8, 

E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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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e or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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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betes with end orga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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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tumor, leukemia,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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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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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static solid tumor 6 C77.x-C80.x

AIDS 6 B20.x-B22.x, B24.x

ICD,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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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대상 환자군의 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관상동맥

질환으로 약물 용출성 스텐트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18세 이상

의 성인은 총 187,863명 이었다. 이 중 28,516명이 연구 기준에 부합하여 연구

대상 군으로 선정되었다 (Fig. 1). 평균 연령은 62.7±12.8세 였고, 21,571명이

(75.6%) 남자였다. 퇴원시 항혈소판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99.8%) 처방된 반

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가장 낮은 비율로

(76.8%) 처방 되었다. 퇴원시 처방된 약물을 기준으로 최적 약물요법 군은

17,900명(62.8%), 비최적 약물요법 군은 10,616명(37.2%) 이었다 (Table 3). 

Fig. 1. Flowchart for selection of study population.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DES, drug-eluting stent; CAD, coronary artery disease; OMT, optimal medical therapy; 

ACEI,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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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Characteristics

Overall    

(n=28,516)

Non-OMT       

(n=10,616)

OMT                     

(n=17,900)

P-value

Age 62.7±12.8 63.5±13.0 62.1±12.7 <0.001

Male gender   21,571 (75.6%) 7,998 (75.3%) 13,573 (75.8%) 0.354 

Enrolled number 0.044 

  July 2011 to June 2012 7,187 (25.2%) 2,661 (25.1%) 4,526 (25.3%)

  July 2012 to June 2013 7,191 (25.2%) 2,601 (24.5%) 4,590 (25.6%)

  July 2013 to June 2014 7,114 (24.9%) 2,735 (25.8%) 4,379 (24.5%)

  July 2014 to June 2015 7,024 (24.6%) 2,619 (24.7%) 4,405 (24.6%)

Comorbid conditions

  Diabetes 7,277 (25.5%) 2,775 (26.1%) 4,502 (25.2%) 0.066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s 58 (0.2%) 22 (0.2%) 36 (0.2%) 0.893 

  Hyperlipidemia 7,141 (25.0%) 2,632 (24.8%) 4,509 (25.2%) 0.462 

  Hypertension   12,376 (43.4%) 4,547 (42.8%) 7,829 (43.7%) 0.138 

Congestive heart failure 820 (2.9%) 332 (3.1%) 488 (2.7%) 0.052 

  Arrhythmia 825 (2.9%) 323 (3.0%) 502 (2.8%) 0.257 

  Valvular heart disease 43 (0.2%) 25 (0.2%) 18 (0.1%) 0.007 

  Peripheral vascular disease 2,192 (7.7%) 813 (7.7%) 1,379 (7.7%) 0.908 

  Cerebrovascular disease 2,084 (7.3%) 831 (7.8%) 1,253 (7.0%) 0.010 

  Chronic pulmonary disease 3,487 (12.2%) 1,388 (13.1%) 2,099 (11.7%) 0.001 

  Moderate to severe liver disease 12 (0.0%) 5 (0.04%) 7 (0.04%) 0.771 

  Renal disease 658 (2.3%) 267 (2.5%) 391 (2.2%) 0.073 

  Cancer 551 (1.9%) 229 (2.2%) 322 (1.8%) 0.036 

  Rheumatologic disease 41 (0.1%) 41 (0.2%) 25 (0.1%) 0.872 

Charlson comorbidity index 0.92±1.20 0.96±1.23 0.90±1.19 <0.001

Number of drug-eluting stent 1.36±0.60 1.36±0.60 1.37±0.60 0.104 

Medication

  Anti-platelet drug 28,467 (99.8%) 10,567 (99.5%) 17,900 (1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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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Aspirin 27,397 (96.1%) 10,092 (95.1%) 17,305 (96.7%)

     Clopidogrel 21,363 (74.9%) 7,925 (74.7%) 13,438 (75.1%)

     Prasugrel 1,880 (6.6%) 636 (6.0%) 1,244 (6.9%)

     Ticagrelor 5,144 (18.0%) 1,974 (18.6%) 3,170 (17.7%)

  Statin 26,253 (92.1%) 8,353 (78.7%) 17,900 (100%) <0.001

  β-blocker 24,068 (84.4%) 6,168 (58.1%) 17,900 (100%) <0.001

  ACEi/ARB 21,897 (76.8%) 3,997 (37.7%) 17,900 (100%) <0.001

Mean±SD, number (%); OMT, optimal medical therapy defined as the combination of at least 1 anti-platelet drug, statin, β-

blocker, and ACEi/ARB; ACEi,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2. 약물 처방의 시간적 추이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중앙값, 2.1 년; 사분범위, 1.2-3.2 년) 최적 약물요법이

처방된 비율은 퇴원시 62.8% 에서 3년 후 47.0%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

상을 보였다. 항혈소판제는 퇴원시부터 추적 관찰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비율로

처방 되었고, 안제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가장 낮

은 비율로 처방 되었다 (Table 4).

Table 4. Medication maintenance at discharge, 6 months, 1, 2 and 3 years

OMT, optimal medical therapy defined as the combination of at least 1 anti-platelet drug, statin, β-blocker, and ACEi/ARB; 

ACEi,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Variables Discharge 6 months 1 year 2 years 3 years

OMT 17,900 (62.8%) 16,319 (60.1%) 13,491 (55.5%) 9,040 (50.8%) 5,202 (47.0%)

Anti-platelet drug 28,467 (99.8%) 26,409 (97.3%) 22,899 (94.1%) 16,248 (91.2%) 9,729 (87.9%)

Statin 26,253 (92.1%) 25,109 (92.5%) 21,792 (89.6%) 15,639 (87.8%) 9,368 (84.6%)

β-blocker 24,068 (84.4%) 22,269 (82.1%) 18,825 (77.4%) 12,969 (72.8%) 7,602 (68.7%)

ACEi/ARB 21,897 (76.8%) 19,831 (73.1%) 16,928 (69.6%) 11,978 (67.3%) 7,137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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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 약물요법에 따른 임상 경과

추적 관찰 기간(중앙값, 2.1 년; 사분범위, 1.2-3.2 년) 동안 최적 약물요법 군

에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n=670 [3.7%] vs n=581 [5.5%]; p <0.001) 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이 (n=2,532 [14.1%] vs 

n=1,808 [17.0%]; p <0.001) 비최적 약물요법 군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더

적게 발생하였다 (Table 5)(Fig. 2).

Table 5. Incidence of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optimal medical therapy (OMT)

*Coronary revascularization includes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or coronary artery bypass. 

Fig. 2. Kaplan-Meier curves for all-cause death (A) and composite endpoint of all-cause 

death or coronary revascularization (B). OMT, optimal medical therapy defined as the 

combination of at least 1 anti-platelet drug, statin, β-blocker, and ACEi/ARB.

Clinical outcomes Overall Non-OMT OMT P-value

All-cause death 1,251 (4.4%) 581 (5.5%) 670 (3.7%) <0.001

Coronary revascularization* 3,260 (11.4%) 1,314 (12.4%) 1,946 (10.9%) <0.001

Death or Coronary revascularization* 4,340 (15.2%) 1,808 (17.0%) 2,532 (14.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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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향점수 짝짓기 (Propensity score matched population)

성향점수 짝짓기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10,591 쌍이 짝지어졌다. 

짝짓기 후 공변량 균형(covariate balance)의 표준화된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

값들은 모두 0.05 미만이었다 (Fig. 2). 짝짓기 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던 양 군

의 공변량들은 짝짓기 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Fig. 3. Covariate balance in propensity score matched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between optimal medical therapy (OMT) and non-OMT groups.

5. 최적 약물요법에 따른 임상 경과 (보정 후)

전체 코호트에서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연령, 성별, 동반 질환, 삽입된

스텐트의 개수 등의 변수를 공변량으로 보정하여 임상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적 약물요법 군에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위험비, 0.823; 95% 신뢰

구간, 0.725-0.934; p =0.003)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이(위험비, 0.835; 95% 신뢰구간, 0.781-0.893; p <0.001) 유의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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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성향점수 짝짓기 후 시행한 분석 결과에서도 최적 약물요법 군에서 모

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위험비, 0.744; 95% 신뢰구간, 0.658-0.841; p <0.001)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이 (위험비, 0.794; 95% 신뢰

구간, 0.741-0.850; p <0.001)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able 7).

Table 6. Baseline characteristics in propensity score matched pairs

OMT, optimal medical therapy defined as the combination of at least 1 anti-platelet drug, statin, β-blocker, and ACEi/ARB.

Characteristics

Overall    

(n=21,182)

Non-OMT       

(n=10,591)

OMT                     

(n=10,591)

P-value

Age 63.4±12.9 63.5±13.0 63.3±12.8 0.170 

Male gender 15,971 (75.4%) 7,983 (75.4%) 7,988 (75.4%) 0.490 

Comorbid conditions

  Diabetes 5,538 (26.1%) 2,761 (26.1%) 2,777 (26.2%) 0.813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s 42 (0.2%) 22 (0.2%) 20 (0.2%) 0.877 

  Hyperlipidemia 5,245 (24.8%) 2,620 (24.7%) 2,625 (24.8%) 0.595 

  Hypertension 9,077 (42.9%) 4,533 (42.8%) 4,544 (42.9%) 0.611 

  Congestive heart failure 644 (3.0%) 323 (3.0%) 321 (3.0%) 0.714 

  Arrhythmia 624 (2.9%) 314 (3.0%) 310 (2.9%) 0.653 

Valvular disease 27 (0.1%) 14 (0.1%) 13 (0.1%) 0.999 

  Peripheral vascular disease 1,617 (7.6%) 811 (7.7%) 806 (7.6%) 0.327 

  Cerebrovascular disease 1,644 (7.8%) 824 (7.8%) 820 (7.7%) 0.751 

  Chronic pulmonary disease 2,751 (13.0%) 1,379 (13.0%) 1,372 (13.0%) 0.561 

  Moderate to severe liver disease 12 (0.1%) 5 (0.05%) 7 (0.07%) 0.900

  Renal disease 521 (2.5%) 261 (2.5%) 260 (2.5%) 0.787 

  Cancer 467 (2.2%) 225 (2.1%) 242 (2.3%) 0.923 

  Rheumatologic disease 34 (0.2%) 16 (0.2%) 18 (0.2%) 0.123 

Charlson comorbidity index 0.96±1.23 0.96±1.22 0.97±1.24 0.574 

Number of drug-eluting stent 1.36±0.60 1.36±0.60 1.37±0.60 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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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ndpoints according to optimal medical therapy (OMT) versus non-OMT 

HR, hazard ratio; *Coronary revascularization includes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o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6. 하위 집단 분석

하위 집단 분석 결과 65세 이하의 연령, 남성, 고혈압이 없는 경우, 고지질혈증

이 없는 경우, 말초혈관질환이 없는 경우, 뇌혈관 질환이 없는 경우에서는 최적

약물 요법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을 상대적으로 더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

었다. 또한 사망과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의 경우에는 고지질혈증이 없는 경우에

서 최적 약물 요법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Table 8,9).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djusted HR (95% CI) P-value

   All-cause death 0.823 (0.725-0.934) 0.003

   All-cause death/Coronary revascularization 0.835 (0.781-0.893) <0.001

Propensity score matched population HR (95% CI) P-value

   All-cause death 0.744 (0.658-0.841) <0.001

   All-cause death/Coronary revascularization 0.794 (0.741-0.85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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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linical benefits of optimal medical therapy (OMT) versus non-OMT for all-cause 

death across population subgroups

for All-cause death

Variables Groups   HR     95% CI   P value P for interaction

Age <=65 0.803 0.696 - 0.927 0.003 0.032 

>65 0.959 0.887 - 1.037 0.292 

Male No 1.013 0.905 - 1.133 0.827 0.006 

Yes 0.831 0.762 - 0.906 <0.001

Hypertension No 0.779 0.687 - 0.884 <0.001 0.006 

Yes 0.963 0.888 - 1.044 0.360 

Diabetes No 0.867 0.789 - 0.952 0.003 0.222 

Yes 0.943 0.854 - 1.042 0.249 

Hyperlipidemia No 0.819 0.750 - 0.894 <0.001 0.002 

Yes 1.026 0.921 - 1.143 0.642 

Chronic pulmonary disease No 0.869 0.803 - 0.941 0.001 0.075 

Yes 1.003 0.876 - 1.147 0.970 

Peripheral vascular disease No 0.852 0.791 - 0.918 <0.001 0.001 

Yes 1.166 0.980 - 1.388 0.083 

Congestive heart failure No 0.883 0.820 - 0.949 0.001 0.207 

Yes 1.009 0.830 - 1.227 0.926 

Arrhythmia No 0.888 0.826 - 0.955 0.001 0.215 

Yes 1.028 0.826 - 1.278 0.806 

Cerebrovascular disease No 0.857 0.795 - 0.925 <0.001 0.001 

Yes 1.149 0.979 - 1.348 0.089 

Moderate to severe liver disease No 0.890 0.831 - 0.953 0.001 0.421 

Yes 1.838 0.306 - 11.047 0.506 

Renal disease No 0.903 0.838 - 0.973 0.007 0.838 

Yes 0.884 0.743 - 1.052 0.164 

CI, confidence interval; HR, 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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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linical benefits of optimal medical therapy (OMT) versus non-OMT for all-cause 

death or coronary revascularization events across population subgroups

for All-cause death/Coronary revascularization

Variables Groups   HR    95% CI P value P for interaction

Age <=65 0.973 0.920 - 1.029 0.342 0.359 

>65 0.938 0.889 - 0.990 0.021 

Male No 0.973 0.906 - 1.045 0.455 0.414 

Yes 0.939 0.897 - 0.984 0.008 

Hypertension No 0.934 0.879 - 0.994 0.031 0.395 

Yes 0.967 0.920 - 1.017 0.191 

Diabetes No 0.937 0.891 - 0.984 0.010 0.228 

Yes 0.984 0.924 - 1.048 0.614 

Hyperlipidemia No 0.914 0.870 - 0.960 <0.001 0.012 

Yes 1.013 0.951 - 1.079 0.689 

Chronic pulmonary disease No 0.944 0.904 - 0.985 0.008 0.325 

Yes 0.993 0.905 - 1.090 0.888 

Peripheral vascular disease No 0.943 0.904 - 0.982 0.005 0.249 

Yes 1.012 0.904 - 1.134 0.831 

Congestive heart failure No 0.948 0.910 - 0.987 0.009 0.507 

Yes 1.000 0.862 - 1.159 0.997 

Arrhythmia No 0.947 0.909 - 0.986 0.008 0.456 

Yes 1.006 0.864 - 1.171 0.939 

Cerebrovascular disease No 0.940 0.902 - 0.980 0.004 0.085 

Yes 1.041 0.934 - 1.160 0.468 

Moderate to severe liver disease No 0.949 0.913 - 0.987 0.009 0.695 

Yes 1.211 0.350 - 4.191 0.763 

Renal disease No 0.960 0.922 - 1.000 0.048 0.176 

Yes 0.870 0.757 - 1.000 0.050 

CI, confidence interval; HR, 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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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약물 용출성 스텐트를 이용한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한국인에서 최근의 치료 권고안에 부합하는 최적 약물

요법(항혈소판제, 스타틴,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각 1종 이상씩 사용한 경우)이 처방되는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서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료 권고안이 과연 한국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최적 약물요법

은 퇴원시 62.8% 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여 3년 후에는 47.0% 까

지 감소하는 동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최적 약물요법의 임상적 효과는 분명하였

는데, 최적 약물요법 군에서 비최적 약물요법 군에 비해 사망 및 관상동맥 재개

통 사건이 적게 발생하였다. 성향점수 짝짓기(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변수들을 적절히 보정한 후에도 최적 약물요법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위험

비, 0.744; 95% 신뢰 구간, 0.658-0.841; p <0.001)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및

관상동맥 재개통 사건(위험비, 0.794; 95% 신뢰 구간, 0.741-0.850; p <0.001)

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번 연구 결과를 돌아보면 최적 약물요법의 임상 효

과는 분명하나 그 처방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만약 최적 약물요법의 처방률을 더 높이고 계속 꾸준히 유지 한다면 임상

경과를 현재보다 더 호전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급성 심근경색증에서는 적시적인 관상동맥 재개통을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증의 96.7% 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시행되고 있다.8)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에 사용되는 여러 스텐트 중 약물 용출성 스텐트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93.2%) 사용되고 있는 스텐트이다.9) 그러나 1세대 약물 용출성 스텐

트는 일반 금속 스텐트 (bare metal stent) 와 비교하여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1세대 약물 용출성 스텐트를 삽입 받은 6,033명과

일반 스텐트를 삽입 받은 13,738명을 3년간 추적하여 임상 경과를 비교한 대규

모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약물 용출성 스텐트 삽입 군이 일반 금속 스텐트 삽입

군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 더 높았다 (위험비, 1.18; 95% 신뢰 구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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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 또한 스텐트 혈전증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었는데, 199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18,334명을 대상으로 일반 금속 스텐트

와 1세대 약물 용출성 스텐트, 2세대 약물 용출성 스텐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1세대 약물 용출성 스텐트 군에서 일반 금속 스텐트 군에 비해 스텐트 혈

전증이 유의미하게 많이 발생하였고(위험비, 2.05; 95% 신뢰 구간, 1.47-2.86; 

p <0.001), 특히 1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위험비, 4.72; 95% 

신뢰 구간, 2.01-11.1; p <0.001).16) 그러나, 이 후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약물 용출성 스텐트는 재협착과 스텐트내

혈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49건의 무작위 대조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 2세대 약물 용출성 스텐트들은 1세대 약물 용출성 스텐트들 보

다 스텐트내 혈전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산비, 0.34; 95% 

신뢰 구간, 0.19-0.62; p < 0.001) 일반 금속 스텐트에 비해서도 스텐트내 혈전

발생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승산비, 0.35; 95% 신뢰 구간, 0.17-0.69; p

<0.001).17) 또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에서도 일반 금속 스텐트에 비해 목

표 혈관 재관류 사건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상대위험도, 

0.42; 95% 신용 구간, 0.26-0.62).18) 이처럼 점차 발전하며 좋은 임상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약물 용출성 스텐트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93.2%) 대부분의 심장내과의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적 약물 요법은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최적 약물요법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는데, 서론

에서 언급한 COURAGE trial 외에도11) 복잡 관상동맥 질환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관상동맥 우회술 간의 무작위 대조 연구인 The Synergy Betwee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with TAXUS and Cardiac Surgery (SYNTAX) trial 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적 약물요법을 항혈소판제, 스타틴, 베타 차

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각 1종 이상씩

사용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5년간의 임상 경과를 최적 약물요법이 시행되지 않은

군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적 약물요법은 사망 (위험비, 0.64; 95% 신뢰 구간,

0.48-0.85; p=0.002)과 사망, 심근경색증 또는 중풍의 복합 종말점을 (위험비,

0.73; 95% 신뢰 구간, 0.58-0.92; p=0.007)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최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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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요법은 5년간 사망을 36%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비교하여 5년간 사망을 26% 감소시킨 것

보다 더 높은 수치이며 이를 통해 최적 약물요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19) 최

근의 주요 심근 경색 관련 권고안에서는 금기가 아닌 모든 환자들에게 최적 약

물요법을 권고하고 있다.20-23) 본 연구 결과에서도 최적 약물요법은 사망(위험비,

0.744; 95% 신뢰 구간, 0.658-0.841; p <0.001) 등을 감소시켰고, 이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잘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에서도 서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적극적으로 권

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퇴원 시 최적 약물요법이 처방된 경

우는 62.8% 로 2011년 KAMIR 데이터의 63.2% 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최적 약물요법을 처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KAMIR 데이터를 살펴보면 1) 75세 이상의 고령, 2) 심부전 증상

이 있는 경우, 3) 좌심실 구출율 40% 미만, 4) 이전 관상 동맥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5)혈장 크레아티닌 상승, 6) 관상동맥 우회술이 시행된 경우 등에서

최적 약물요법 처방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는데,10) 이러한 군들에서는 저혈압이나

간, 신장 기능의 악화 등 약제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인해 최적 약물요법의 처

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위 집단 분석 결과 65세

이하의 연령, 남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말초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 등에서 최적 약물요법의 효과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최적 약

물요법에 대한 의사의 확신이 없다면 이 같은 군에서도 오히려 약물 처방이 소

극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향후 최적 약물요법의 효과가 지속적으

로 밝혀진다면 좀 더 적극적인 처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적 약물요법과 더불어 심근경색증의

이차 예방에서 중요한 요소는 생활 습관 조절과 위험 요소 관리이다. 이에 대해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흡연, 식단, 비만, 운동 등에 대해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

하였는데, 여기서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20) 여러 권고안 중 금연이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사망률이 36%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24),25) 그

리고 지중해식 식단이 추천 되었는데 여기에는 (1) 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총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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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 (2)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제한, (3) 하루 30-45g의 식이섬유 섭취, (4) 200g 이상의 과

일과 채소 섭취, (5) 주 1-2회 생선 섭취, (6) 하루 30g의 견과류 섭취, (7) 알

코올 섭취 제한(남자 20g, 여자 10g), (8) 가당 음료 제한 등이 포함된다.26) 비

만과 관련해서는 체질량 지수를 20-25 kg/m2 사이로 조절하는 것이 권고되고

특히, 복부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27) 또한,

나이와 심근 경색 이전의 활동량 등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요법을 포함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심장 사망률을 2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8)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방에 대한 환자의 치료 순

응도일 것이다. 치료 순응도에 대해 대규모의 메타 분석이 시행된 바 있는데 아

쉽게도 심혈관 약제에 대한 2년 치료 순응도는 57% 에 불과하였다.29) 치료 순

응도는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 보건 시스템 관련

요인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30) 임상의는 이러한 점들도 사려 깊게 살

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병원 등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고 이 내역을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검토하게 된다.12) 그러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기반

으로 한 이번 연구는 한국 국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서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 치료 권고안을 한국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평가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가 향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권고안을 만드는데 중요한 참고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하였기에 몇 가지의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있어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코드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임상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 변수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사망과 관

상동맥 재개통 사건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는 임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사망의 원인도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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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상동맥 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살펴 보았

는데, 향후 협심증 진단을 받은 경우로 좀 더 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시행된다면

임상 현장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약물 용출성 스텐트를 이용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한국인에서 최적 약물요법은 사망 및 심혈관 관련 사건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 효과는 비교적 젊고 동반 질환이 많지 않은 경우

에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

상에서의 처방률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났다. 향후 최적 약물요법에 대한 순

응도 저하 요인과 동반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최적 약물요법

의 처방률을 더 높인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임상 경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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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re are limited data to evaluate the clinical impact and temporal trends of

optimal medical therapy (OMT)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with drug-eluting stents.

Methods: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in South Korea, a total of 28,516 

patients aged 18 years or older without known history of coronary artery disease, who 

underwent PCI with drug-eluting stents and discharged as a diagnosis of AMI between July 

2011 and June 2015, were enrolled. OMT was defined as the combination of at least 1 anti-

platelet drug, statin, β-blocker, and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angiotensin 

receptor blocker. Temporal trends of OMT were assessed. Clinical outcomes were compared 

between OMT and non-OMT groups.

Results: The average age of study participants was 62.7±12.8 years and 21,571 (75.6%) 

were men. According to the discharge medication, patients were categorized into OMT 

(n=17,900 [62.8%]) and non-OMT (n=10,616 [37.2%]) groups. During the follow-up period 

(median, 2.1 years; interquartile range, 1.2 – 3.2 years), OMT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reduction in all-cause death (hazard ratio [HR], 0.744; 95% confidence interval

[CI], 0.658 – 0.841; p <0.001) and all-cause death or coronary revascularization (HR, 0.794; 

95% CI, 0.741 – 0.850, p <0.001). However,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rate of OMT with 

a roughly linear trend was noted during the follow-up period. The 6-month, 1-year, 2-year 

and 3-year OMT rates were 60.1%, 55.5%, 50.8% and 47.0%, respectively.

Conclusion: From an analysis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in South 

Korea, although a reduction in the rate of OMT from 62.8% to 47.0% over 3 years was 

observed, OMT provided clinical benefits in patients with AMI undergoing PCI with drug-

eluting stents. Further implementation of OMT use in AMI patients is needed.

Key words: optimal medical therapy, acute myocardial infarctio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drug-eluting 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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