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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ropriateness of Enoxaparin Dosing

by Renal Function in a Tertiary Hospital

Seo Byeol

Advisor : Eun Joo Choi, Pharm.D., MSPharm.

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Pharmacy, Chosun University

Abstract Enoxaparin, Low-molecular-weight heparin (LMWH), is an anti-

coagulant drug mostly used to prevent and treat venous thromboembolism com-

pared to other LMWHs such as dalteparin, fondaparinux and nadroparin etc. The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frequently oc-

cur the accumulation of enoxaparin in the body, which leads to increase bleeding

tendency. However, in Korea, there is little recommended guideline regarding the

dosing of enoxaparin for the prophylaxis and treatment of venous thromboembo-

lism for patients with renal impairment as well as related studies have rarely

been conduct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enoxaparin dosing by patients' renal function in a tertiary hospital. This study

was retrospectively conducted through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which

contained laboratory data and enoxaparin dosing of each patients. 801 out of total

830 patients were selected based on inclusion criteria and classified by renal

function in this study. As a result, 73.3% of the patients with severe renal dys-

function (Creatinine clearance<30ml/min) were given inappropriate, high dose of

enoxaparin, especially in case of the prophylaxis venous thromboembolism. In ad-

dition, further studies associated with enoxaparin renal dosing and related anti-

coagulation parameters, recently suggested by ACCP are requested.

초록

Keywords: enoxaparin, dosing, renal function, appropria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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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Molecular

Weight(Da)

Anti-Xa/Ⅱa

Ratio

Product name

in Korea

Ardeparin Na 5500-6500 2.0 None*

Bemiparin Na 3000-4200 6-9 Zibor

Certoparin Na 6000 2.0 None*

Dalteparin Na 5000-5950 2.5 Fragmin

Enoxaparin Na 3500-5500 3.6
Clexane

Cnoxane

Nadroparin Ca 4200-4900 3.2 Fraxiparin

Parnaparin Na 4000-5000 2.4 None*

Reviparin Na 3550-4650 3.2 Clivarin

Tinzaparin Na 5800-6750 1.9 None*

Table 1. Low-Molecular-Weight Heparin의 분류 

I. 서 론

A.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Enoxaparin은 비 분획 헤파린(unfractionated heparin, UFH)에서 비롯된

3000-6500Da의 평균 분자량을 갖는 저분자량 헤파린(low-molecular-weight hep-

arin, LMWH)계 항응고제로, 현재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다.1-3) 초기에 주로 사용되던 UFH와 비교하여, enoxaparin을 포함한 LMWH는 혈

전발생 감소효과의 향상 및 출혈을 포함한 부작용 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높은 유

효성과 안전성이 보고되었으며, 약물 투여의 편리성과 약동학적인 예측 가능성으로

인하여 의무적인 혈액응고검사(coagulation test) 또는 모니터링 없이 사용되고 있

다.1,2,4,5) 특히 enoxaparin은 3500-5500Da의 작은 분자량을 가짐으로써 dalteparin,

tinzaparin등의 다른 LMWH와 비교하여 혈액응고인자 Xa에 상대적으로 큰 억제율

로 인한 높은 항응고 효과가 보고되었다(Table 1).2,6)

*None
*
: No drugs are available in Korea.

*This table was adapted from reference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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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11 Year 2012 Year 2013

Rank Drug Rank Drug Rank Drug

1
Lipitor

(atorvastatin)
1

Nexium

(esomeprazole)
1

Abilify

(aripiprazole)

2
Plavix

(clopidogrel)
2

Abilify

(aripiprazole)
2

Nexium

(esomeprazole)

3
Nexium

(esomeprazole)
3

Crestor

(rosuvastatin)
3

Humira

(adalimumab)

34
Enoxaparin

(generic drug)
30

Enoxaparin

(generic drug)
33

Enoxaparin

(generic drug)

Table 2. Top 100 pharmaceutical drugs

Enoxaparin은 동맥질환(arterial disease)에 있어서 UFH 및 다른 LMWH와 비교

하여 향상된 치료효과를 보였으며,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의 예방요법 또는 치료요법에서는 UFH 및 다른 LMWH와 유사한 효과가 보고되

었다.2) 또한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PE)의 치료에서 UFH 및 다른 LMWH

와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비슷하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ACS)과 VTE의 치료에서도 UFH와 유사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8-12)

또

한, 낮은 단백결합률에 따른 약동학적인 예측이 용이하고 UFH의 장기 투여 시 발

생하는 골다공증에 대한 부작용 발생이 적음으로 인하여 enoxaparin은 PE, VTE,

협심증(ischemia)을 포함한 다양한 적응증에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Table

2).13-15)

*This table was adapted and summarized from reference 14.

Enoxaparin의 적용에 있어서 비의무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

구하고, 최근 국외 다수의 선행된 연구에서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enoxaparin의

체내 축적 현상이 보고되었다.16-19) Enoxaparin은 특징적으로 작은 분자량으로 인하

여 주로 신장을 통해 약물의 배설이 이루어지는데, 약물 투여 용량 중 10%의 미

변화체를 포함하여 전체 투여량의 40%가 신장으로 배설되며 이로 인하여 LMWH

약물 중 반감기(Half life)가 가장 긴 약물이다(Figure 1).13,15,20) 2009년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의 LMWH 반감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dalteparin은 신기능에 관

계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며 다른 약물은 연구된 결과가 거의 없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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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w-Molecular-Weight Heparin의 반감기 비교 

*Heptest는 응고활성을 기준으로, Anti-Xa는 응고인자 Xa억제활성을 기준으로 비교함.

*This figure was adapted from reference 13.

Figure 2. LMWH의 피하투여 시 신기능에 따른 반감기 변화

*○는 계산된 결과치이며, ●는 실제 결과치를 나타낸다.

*This figure was adapted from referenc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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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xaparin은 신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혈중 반감기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특히 severe renal impairment (creatinine clearance, CrCl<30ml/min) 환자는 정

상 환자와 비교하여 크게는 4배 가까이 반감기가 증가함이 보고되었다(Figure 2).16)

또한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의 enoxaparin 청소율 감소에 관한 Hulot et al.의 연구

에서는 moderate renal impairment (CrCl 30-49ml/min) 환자에서 enoxaparin 청소

율이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군과 비교하여 31% 감소하였으며, severe renal impair-

ment (CrCl<30ml/min) 환자에서는 44%의 감소를 보였다.17)

한편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enoxaparin 청소율 감소로 인한 약물 배설 지연으로

enoxaparin의 부작용 발생 빈도 증가가 보고되었다.21-23) 주로 발생하는 enoxaparin

의 약물 이상반응은 혈액계 이상반응으로 출혈 증상이 주된 부작용이며 고령자, 신

부전 환자 등을 비롯하여 승인받지 않은 적응증 또는 10일 이상 장기 사용 시 심

한 출혈이 보고되었고, 이 외에도 혈소판 감소증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나타난

다.24,25) Enoxaparin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2006년과 2012년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severe renal impairment (CrCl<30ml/min) 환자에게 정상인 기준 enoxaparin 치료

용량을 투여한 결과 혈중 anti-Xa의 농도와 출혈 발생이 증가하여 일반 환자군

(CrCl>30ml/min)과 비교하여 대출혈(major bleeding)의 발생률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6.0% vs. 2.4%; odds ratio, 2.59 [신뢰구간, 1.34 - 5.01]).21,22) 또한 만성

신장질환의 정도에 따라 신기능 저하가 심해질수록 enoxaparin 투여로 인한 부작

용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stage 4(CrCl<30ml/min)의 경우 정상

(CrCl>90ml/min)과 비교하여 출혈 위험도가 4배 가까이 증가함이 보고되었다

(Figure 3).22) 최근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CCP)에서는 enox-

aparin의 적용에 있어 약물 청소율과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신기

능이 저하 된 환자(CrCl<30ml/min)에게 enoxaparin 투여 시 용량감소와 혈중 an-

ti-Xa 수치의 모니터링을 권고하였으며, ACS 또는 VTE치료요법에서 상용량의

50% 투여를 제안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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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noxaparin 투여 시 만성 신질환의 단계에 따른 출혈 위험 

*stage 1=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 > 90ml/min, stage 2=GFR 60-90ml/min, stage 3=GFR

30-60ml/min, stage 4=GFR < 30ml/min

*This figure was adapted from reference 22.

Enoxaparin은 VTE의 치료적, 예방적 사용에 있어 적응증에 따른 권장용량이 다

르고 각각의 적응증에 대하여 신기능 저하 환자를 기준으로 구별된 용량 조절이

권장되는데, 이러한 적응증 및 신기능에 따른 다양한 용량설정에는 잘못된 용량 투

여의 위험성이 존재한다.24) 2011년 선행된 Zeitoun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enox-

aparin 투여 용량에 대한 적절성 분석 결과, 연구 대상 중 부적절한 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는 전체의 40.2%에 달하였고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요법에 대한 부적절

한 용량 투여가 가장 빈번하였다.26) 다음으로 급성심장질환의 치료요법, 정맥혈전색

전증의 치료요법 순이었다.26)

현재 국내에서도 VTE 및 PE의 치료와 정형외과 수술 시 VTE 예방요법을 포함

하여 기존의 항응고 요법으로 enoxaparin이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적응증 뿐만 아

니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기저질환을 고려한 enoxaparin의 용량 조절에 대한 한

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4,27-29) 보고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 정맥혈전색전증 발생률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다고는 하지만, Piovella et al.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 또한 정맥혈전색전증 발병

률에 있어 서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동일하게 정맥혈전색전증에 대한 예방

요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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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고관절학회에서 발표한 고관절 수술에 대한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권

고안과 2013년 대한혈관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과 치료로부터

정맥혈전색전증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증과 적용약물이 공표되었지만, enoxaparin을

포함한 항응고 약물의 적용범위와 용량설정 및 필요 모니터링 기준에 대한 권고

지침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다.29,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적응증에 적합한

enoxaparin의 예방적, 치료적 사용에 있어서, 신기능에 따른 enoxaparin의 투여 용

량의 적절성 여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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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12개월간 연구하고자 하는 국내 3차

병원 단일기관에서 입원 환자 중 enoxaparin(상품명: Clexane prefilled syringe)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기관에 있는 enoxaparin 제제는 2가지로

각각 40mg, 60mg 용량의 prefilled syringe의 제형이었다. 연구 기간 내에 enox-

aparin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830명으로 연구 대상으로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연구 범위

1. 포함 기준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enoxaparin의 적응증(외과 영역의

수술 후 발생하는 정맥 혈전/색전 질환 예방(postoperative VTE prophylaxis), 심부

정맥 혈전증의 치료(DVT treatment),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PE), 급성

ST 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의 치료(acute ST 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

farction, STEMI), 급성내과 질환(심부전, 급성호흡부전, 급성감염 혹은 급성 류마

티스 질환)으로 활동부적상태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 질환 예방(DVT prophy-

laxis), 불안정 협심증의 치료(unstable angina), 비Q파 심근경색증의 치료(non-Q

wave myocardial infarction, NQMI))으로 인하여 enoxaparin을 투여한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25,32)

2. 제외 기준

총 830명의 환자 중 enoxaparin 제제의 혼합투여로 인하여 연구 대상으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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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포함된 환자 10명을 제외하였으며, 약물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는 제외하였다.25) 환자의 병명,

enoxaparin 투여 용량 또는 투여 경로와 투여 횟수를 알 수 없는 환자, enoxaparin

의 투여 목적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알 수 없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모니터링 항목

에서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청소율(CrCl)을 반영하는 임상수치인 혈중 크레

아티닌 농도(serum creatinine, SCr)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또한 포함하지 않았으

며,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측정 되었다 하더라도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는 제외

하였다. 특히 기존에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혹은 enoxaparin

의 적용에 앞서 heparin 및 다른 LMWH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0 excluded

by double count

7 excluded

by unknown reason

830 enrolled

4 dialysis

8 used other heparins

Moderate

(n=183)

Mild

(n=344)

Normal

(n=148)

Severe

(n=15)

Death(n=35)

Hold(n=76)

801 included

Figure 4. Study design and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Classified into four types by renal function: Normal, 80ml/min≤CrCl; Mild, 50ml/min≤

CrCl<80ml/min; Moderate, 30ml/min≤CrCl<50ml/min; Severe, CrCl<30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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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료 수집

국내 3차병원 단일기관 내의 병원 전자의무기록지를 이용하여 환자의 배경,

enoxaparin의 적응증 및 투여 용량, enoxaparin 투여 전·후의 혈액학적 수치를 포

함한 환자의 정보를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3차 병원 임상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2013-117).

1. 환자 배경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배경 항목으로 환자의 나이, 성별, 몸무게, 키,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기저질환의 유무, 혈액응고 관련 약물의 복용 여부와 혈

중 크레아티닌 농도,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조사·기록하였다.26,32,33)

2. 적응증

약물의 대상 적응증은 다음의 9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FDA 승인을 받은

적응증 4가지; 1)외과 영역의 수술 후 발생하는 정맥 혈전/색전 질환 예방

(postoperative VTE prophylaxis), 2)정맥혈전색전증의 치료(VTE treatment), 3)급

성 ST 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의 치료(acute ST 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

farction, STEMI), 4)급성내과 질환(심부전, 급성호흡부전, 급성감염 혹은 급성 류

마티스 질환)으로 활동부적상태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색전 질환 예방(DVT

prophylaxis), FDA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원내 사용되고 있는 적응증 3가지; 1)폐

색전증(pulmonary embolism, PE), 2)ST 비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의 치료(non ST

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NSTEMI), 3)심방세동 또는 심방조동

(atrial fibrillation or atrial flutter), 기타; 1)Other indications, 2)이를 벗어난 적응

증의 변경과 같은 적응증을 적용하였다.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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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l(ml/min) =
[140-age(y) × weight(kg)]

(× 0.85 for female)
72 × Serum creatinine(mg/dL)

3. Dosing Monitoring Parameter

다음과 같은 임상수치를 기록하였다.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 적혈구(red

blood cell, RBC), 헤모글로빈(hemoglobin), 혈소판(platele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prothrombin time (PT), serum creatinine (SCr),

creatinine clearance (CrCl), enoxaparin 용량, 1일 투여 횟수, 총 투여기간이 포함

되었다.5,15,34)

혈구 수와 혈액응고지표는 약물의 투여 전과 투여 중에 정기적(보통 주2회)으로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측정 데이터를 기록하였으며, enoxaparin의 초회 투여 당

일 또는 전날의 혈액검사 수치를 기본 임상수치로 하고 수술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전 외래에서 시행 한 수술 전 검사 상 혈액수치를 기본 임상수치로 하였다.30,32)

D. 분석 항목

전체 연구 대상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고, 신기능을 4단계(normal, mild, moder-

ate, severe)로 나누어 신기능 저하 단계 별 연구 대상의 기본 배경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Enoxaparin의 처방 용량 적절성 평가 항목으로는, 일반 환자군과 신기능

저하 환자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적응증에 대하여 권장 약물 사용과

실제 처방 약물 사용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약물 사용 분석 항목에는 적응증별 약

물 용량, 투여 횟수, 투여 기간이 포함되었다. 또한 신기능 저하 환자군에서는 일반

환자군과는 달리 따로 권장되는 기준 용량과 비교하였으며, 환자 개개인에 대하여

저용량, 적절용량, 고용량 투여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신기능의 척도는 Cockcroft-Gault Equation에 따라 크레아티닌 청소율로 나타내

었고, 분류에 따른 각 단계는 근거 중심의 약물 사용 권장사항에 따른 신기능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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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내

분류

Stage 1

(Normal)

Stage 2

(Mild)

Stage 3

(Moderate)

Stage 4

(Severe)

CrCl(ml/min) 80이상 50이상-80미만 30이상-50미만 30미만

*약물 사용 권고안에 따른 신기능 4단계 분류

*본 연구에서는 Stage 4를 신기능 저하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다.

2) 신장학회

분류

Stage 1

(Normal)

Stage 2

(Mild)

Stage 3

(Moderate)

Stage 4

(Severe)

Stage 5

Renal failure

CrCl(ml/min

)
90이상

60이상

-90미만

30이상

-60미만

15이상

-30미만
15미만

**대한 신장학회의 분류에 따라 신기능 저하 단계를 분류하였다.

Table 3. Creatinine clearance에 따른 신기능의 분류

단계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한 신장학회의 5단

계와 분류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였다(Table 3).15,25,35,36)

*,**These two tables were adapted from reference 15,25,36.

약물 사용에 있어 적절용량 투여군과 부적절 용량 투여군 간에 기본 배경 차이

의 유무와 혈액학적 수치 차이의 유무를 분석하였으며, 사망환자와 약물투여를 중

단한 환자군은 따로 분류하여 각각에 있어 일반 환자군과의 혈액학적 수치를 포함

한 기본 배경 및 약물 투여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E. 분석 방법

대상 환자의 성별, 연령, 적응증별·진료과별 분포는 각각 빈도수 및 백분율로 나

타내고 적응증과 신기능에 따른 enoxaparin 용량은 약물의 권장 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투약 도중 사망한 환자와 투약 중 출혈소견, 혈구감소, 약

물변경 등의 원인으로 투여를 중단한 환자는 전체 연구대상과 구별하여 연구하였

다.

Enoxaparin 용량의 적절성 분석을 위하여 Micromedex 2.0과 ACCP 지침,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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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on Dosage regimen
Dosage in severe

renal impairment* Duration

Postoperative

VTE prophy-

laxis

General surgery:

20mg SC once daily
20mg SC once daily 7-10days

OS surgery:

40mg SC once daily

VTE treat-

ment with/

without PE

1mg/kg SC q12h or

1.5mg/kg SC once daily
1mg/kg SC once daily

Max

10days

STEMI

Age＜75: 30mg IV once

→1mg/kg SC q12h

Age≥75: 0.75mg/kg SC

q12h

Age＜75: 30mg IV

once →1mg/kg SC

once daily

Age≥75: 1mg/kg SC

once daily

Max

8days

VTE prophy-

laxis in acute

ill patients

40mg SC once daily 20mg SC once daily

Min

6days

Max

14days

The recommended dosage adjustments do not apply to the hemodialysis

Table 4. Enoxaparin dosage regimen

약물 정보, 약품 제조회사의 권장 투여사항을 참고하여 enoxaparin 적절용량을 설

정하였다(Table 4).12,15,24,25) 저용량, 적절용량, 고용량 투여로 각각의 환자를 구분하

기 위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enoxaparin을 투여한 군은 20mg 및 40mg 적용에서 오

차범위를 허용하지 않고 권장 용량을 기준으로 부적절 정도를 판단하였으며, 치료

를 목적으로 enoxaparin을 투여한 군은 용량 설정 시 몸무게 측정 및 제형의 선택

을 고려하여 권장 용량의 10%내외를 오차 허용범위로 적용하여 부적절 정도를 판

단하였다.

*VTE, Venous thromboembolism; PE, Pulmonary embolism; STEMI, acute ST elevation myocardial in-

farction; SC, Subcutaneous injection; OS, Orthopedic surgery; IV, Intravenous injection; Max, Maximum;

Min, Minimum; Severe renal impairment
*
: GFR < 30ml/min

*This tabl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eference 12,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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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통계방법

SPSS 20.0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의 기본 특성(나이, 성별, 키, 몸무게, BMI, 기저

질환, 혈액응고 약물의 복용 여부 등) 중 불연속변수(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

로 나타내고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때에 따라 중간값(범위)으

로 나타내었다. SCr 및 CrCl은 신기능 분류 단계에 따라 t검정 하였다. Enoxaparin

의 용량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권장 용량 대비 부적절 용량을 구분하여 각각에 따

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기능에 따른 enoxaparin 사용 경향 분석은 적응증으

로 구분하여 용량 및 투여 기간, 혈액학적 수치에 대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용량

적절성과 혈액학적 수치의 변화를 포함하여 적응증과 신기능 단계 등의 각각의 범

주형 변수와 두 군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모든 분

석은 P-value가 0.05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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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연구대상 (n=690)

나이(year) 68 (20-95)

남자 385 (55.8)

여자 305 (44.2)

몸무게(kg) 60 (35-126)

키(cm) 160.2 (134.1-183.7)

BMI(kg/m2) 23.4 (14.5-42.8)

SCr(mg/dL) 0.9 (0.3-3.2)

CrCl(ml/min) 61.5 (14.2-215.8)

Stage 1 (Normal) 148 (21.4)

Stage 2 (Mild) 344 (49.9)

Stage 3 (Moderate) 183 (26.5)

Stage 4 (Severe) 15 (2.2)

Table 5. 연구 대상의 기본 배경

III. 연구 결과

A. 연구 대상에 대한 기본 배경

연구 기간 동안 enoxaparin을 투여 받은 입원 환자 중 본 연구에 적합한 801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사망 환자 35명, 약물 투여 중단 환자 76명으로 두

군은 따로 분류하여 관찰하였다. 정상적으로 약물 투여를 마친 연구 대상 총 690명

은 68세를 기준으로 20세에서 95세까지의 환자를 포함하였으며, 이 중 남자가 385

명(55.8%), 여자 305명이었다(44.2%). 몸무게는 60(35-126)kg, 키 160.2(134.1-183.7)

cm이었으며 이로 인한 BMI는 23.4(14.5-42.8)kg/m2로 저체중 환자부터 고도비만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다(Table 5).

*BMI, Body mass index; SCr, Serum creatinine; CrCl, Creatinine clearance; Stage1(Normal), CrCl≥

80ml/min; Stage2(Mild), 50ml/min≤CrCl＜80ml/min; Stage3(Moderate), 30ml/min≤CrCl＜50ml/min;

Stage4(Severe), CrCl＜30ml/min

*연속변수는 중간값(범위)으로,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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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연구대상 (n=690) Severe (n=15)

고혈압 272 (39.4) 12 (80.0)

지질대사이상 42 (6.1) 2 (13.3)

당뇨 141 (20.4) 5 (33.3)

비만 205 (29.7) 2 (13.3)

심장질환 42 (6.1) 2 (13.3)

암 526 (76.2) 7 (46.7)

만성신질환 18 (2.6) 5 (33.3)

기타 137 (19.9) 8 (53.3)

없음 21 (3.0) -

Table 6. 연구 대상의 기저질환

신장 기능 지표인 SCr은 0.9(0.3-3.2)mg/dL이었으며 신장 기능 분류 기준인 CrCl

은 61.5(14.2-215.8)ml/min이었다. CrCl을 기준으로 신기능을 4단계로 분류하면

stage 1에 해당하는 normal group (CrCl≥80ml/min)은 148명, stage 2(mild) group

(50ml/min≤CrCl＜80ml/min)은 344명, stage 3인 moderate group (30ml/min≤CrCl

＜50ml/min)은 183명, stage 4인 severe group (CrCl＜30ml/min)에 15명이 포함되

었다. 각각의 비율에 따라 stage 2(mild) group이 가장 많았으며(49.9%) 뒤를 이어

stage 3(moderate) group(26.5%), stage 1(normal) group(21.4%), stage 4(severe)

group(2.2%) 순이었다(Table 5).

연구 대상 중 669명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질환은 암으로 전

체의 76.2%에 해당하는 526명이 질환을 앓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질환은 고혈압

39.4%, 비만 29.7%, 당뇨 20.4% 이었으며,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18명으로 전체의

2.6%에 해당하였다. 특히 신기능 저하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환자가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고혈압 환자가 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

은 질환은 암 46.7%, 당뇨 33.3%, 만성신질환 33.3% 순이었다(Table 6).

*모든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다중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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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관련 약물 연구대상 (n=690) Severe (n=15)

수술용 헤파린 413 (59.9) 6 (40)

NSAIDs 282 (40.9) 6 (40)

Warfarin 4 (0.6) -

Aspirin 33 (4.8) 1 (6.7)

Clopidogrel 13 (1.9) 1 (6.7)

Others 13 (1.9) 1 (6.7)

혈액응고 촉진약물 37 (5.4) -

복용하지 않음 157 (22.8) 6 (40)

Table 7. 연구 기간 이내 혈액응고관련 약물의 복용 여부

연구 기간 중 enoxaparin 투여와 함께 혈액응고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533명으로 전체의 77.2%에 해당하였다. 복용 약물로는 수술용 헤파린 투여가 413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NSAIDs는 282명이 복용하였다. 특히 NSAIDs 중에서 다빈도

로 복용한 약물은 ketorolac, celecoxib로 각각 152명, 79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

외에도 혈액응고관련 약물로 aspirin, warfarin, clopidogrel 등이 동시 복용 되었으

며 특히, hemocoagulase를 포함한 혈액응고 촉진약물을 동시 복용한 환자는 37명

으로 5.4%를 차지하였다.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60%의 환자가 혈액응고관련 약

물을 복용하였으며, 이 중 수술용 헤파린과 NSAIDs 약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Table 7).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모든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다중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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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eparin계 약물의 원내 사용량 비교

*왼쪽은 환자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처방수를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B. Enoxaparin의 원내 사용량 분석

본 연구를 시행한 단일 3차 병원에서 원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heparin계 의약품

은 heparin, enoxaparin, dalteparin으로 3종류의 약물이 총 8가지의 약품으로 처방

되고 있으며,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연구 기간 동안 입원 환자

를 대상으로 heparin 및 LMWH 제제의 약물 사용률을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 수

와 약물 처방 수 각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약물의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성분명의 합계를 적용하여 heparin, enox-

aparin, dalteparin으로 분류하여 환자 수와 처방 수를 비교한 결과, 환자 수와 처방

수 모두에서 동일하게 heparin이 가장 높은 빈도(환자 수 6,547명. 처방 수 14,155

건)를 보였으며, 다른 두 약물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환자 수 70%. 처방 수 62%)

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Enoxaparin의 경우, 환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830명으로 전체의 9%만을 차지하는 반면, 처방 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경우 4,469건

으로 20%의 비율을 차지하여 동종의 약물로 동효제제인 dalteparin과 비교해 보면

약물 적용 환자 수는 enoxaparin이 더 적으나 전체 처방 수는 enoxaparin이 더 많

은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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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ES GES HD HD2 HPBS ID OS PD GI KD NR NS URO
합

계

대상

(명)
64 3 287 21 18 5 15 178 201 1 2 2 2 2 801

% 8.0 0.4 35.8 2.6 2.3 0.6 1.9 22.2 25.1 0.1 0.2 0.2 0.2 0.2 100

Table 8. 진료과별 enoxaparin 투여 환자 수

연구 기간 동안 enoxaparin을 투여 받은 환자의 진료과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위장관 외과에서 287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흉부외과에서 25.1%로

201명에게 투여되었고, 정형외과에서 22.2%를 차지하는 178명에게 처방되었다. 이

중 대부분이 수술시 약물이 적용되는 외과 처방에 다수 분포해 있었으며, 외과의

수술적 처방을 제외하면 흉부외과 201명, 혈액종양내과 21명, 혈액종양내과분과에

18명 순으로 처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8).

*CRS, Colorectal surgery 대장항문외과; ES, Endocrine surgery 내분비외과; GES, Gastroentero surgery 위

장관외과; HD, Hematology-Oncology Division 혈액종양내과; HD2, Hematology-Oncology Division 2 혈액

종양내과분과; HPBS, Hepatic, pancreatic, billiary surgery 간담췌외과; ID, Infection department 감염내과;

OS, Orthopedic surgery 정형외과; PD, Pulmonary department 흉부외과; GI, Gastrointestinal medicine 소

화기내과; KD, Kidney department 신장내과; NR, Neurology 신경과; NS, Neurosurgery 신경외과; URO,

Urology 비뇨기과

또한 동일 기간 동안 연구 대상의 enoxaparin 사용을 각각의 적응증에 따라 분

류한 결과, 690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발생하는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에 499

명(72.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중 정형외과 수술이 160명으로 전체의

23.2%에 해당하였으며, 일반외과 수술이 339명으로 49.1%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급성 내과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부정맥 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을 174명(25.2%)

이 받았으며 정맥혈전색전증의 치료는 6명(0.9%), 폐색전증의 치료는 5명(0.7%), 심

방세동 및 심방조동, 상대정맥 증후군을 포함한 기타 적응증으로 6명의 환자가

enoxaparin을 투여 받았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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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General (n=675) Severe (n=15) 전체 (n=690)

수술 후 VTE의 예방 499 (72.3)

정형외과 수술 후

VTE의 예방
153 7 160 (23.2)

일반외과 수술 후

VTE의 예방
335 4 339 (49.1)

VTE

with/without PE
11 - 11 (1.6)

급성내과질환 환자에

서의 DVT 예방
170 4 174 (25.2)

기타 6 - 6 (0.9)

Table 9. 연구 대상의 Enoxaparin 적응증 분류

*VTE, Venous thromboembolism; PE, Pulmonary embolism; DVT, Deep vein thrombosis

*모든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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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질환별 용량 적절성 평가

본 연구에서 기타 적응증을 제외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과 신기능에 따

라 enoxaparin의 용량 적절성을 분석 한 결과, 저용량 투여 환자는 전체의 2%, 고

용량 투여 환자는 전체의 3%에 해당하였다. 일반 환자군에서는 저용량 투여가 12

명, 고용량 투여가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severe 환자군은 전체 환자 중 15명이었

으며, 이 중 11명이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요법과 급성 내과 질환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증의 예방요법에서 고용량을 투여 받았다(Table 10).

1. 일반 환자군(30ml/min≤CrCl)에서의 Enoxaparin 용량 적절

성

전체 연구 대상 중 정형외과의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요법을 시행 한 일

반 환자 153명을 대상으로, 적응증에 해당하는 권장 용법인 40mg 1일 1회 피하주

사를 기준으로 용량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환자 중 권장 용량에서 벗어나는

20mg을 투여 받은 환자는 1명으로 0.7%에 해당하였으며, 저용량 군에 포함되었다.

Enoxaparin의 1일 1회 투여 횟수는 모든 대상에서 100%로 시행 되었고, 투여 기간

은 수술 후 평균 7일에서 10일이 권장 용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7일이었으며 1

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였다. 수술 날짜로부터 enoxaparin의 초회 투여 일은 수술

약 12시간 전 투여가 원칙이며, 수술 1일전과 수술 당일에 약물을 투여한 환자는

102명으로 66.7%가 적합하였고, 이를 벗어나 투여를 시작한 경우는 51명인 33.3%

에 해당하였다(Table 11).

정형외과 수술시의 예방요법과는 비교적으로 일반외과 수술시 예방요법에서는

정맥혈전색전증의 발생에 대한 위험 인자가 적어 enoxaparin의 권장 용법은 20mg

1일 1회 피하주사 투여이며, 이를 기준으로 일반 환자군에서 일반외과의 수술시 정

맥혈전색전증 예방요법을 시행 받은 335명을 대상으로 용량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중 20mg 외의 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는 4명으로 1.2%의 비율이었으며

모두 40mg을 투여 받아 고용량 투여 환자군에 포함되었다. 투여 횟수는 모든 환자

에서 1일 1회 투여를 시행하였으며, 투여 기간은 중간값 3으로 최소 1일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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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dose Appropriate dose High dose
Total

General Severe General Severe General Severe

P o s t o p e r a t i v e

VTE prophylaxis

in OS

2 - 151 - - 7 160 (23)

P o s t o p e r a t i v e

VTE prophylaxis

in general surgery

- - 331 4 4 - 339 (49)

VTE treatment

with/without PE
9 - 1 - 1 - 11 (2)

DVT prophylaxis

in acute ill pa-

tients

1 - 168 0 1 4 174 (25)

Total 12 (2) - 651 (95) 4 (1) 6 (1) 11 (2) 684 (100)

Table 10. 적응증 및 신기능에 따른 적절성 평가 

*General, CrCl≥30ml/min; Severe, CrCl<30ml/min; VTE, Venous thromboembolism; OS, Orthopedic surgery; PE, Pulmonary embolism; DVT, Deep vein throm-

b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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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operation

(n=153)

General surgery

(n=335)

초회 투여 수술 1일 전 13 (8.5) -

수술 당일 89 (58.2) 331 (98.8)

그 외 51 (33.3) 4 (1.2)

투여 용량 20mg 1 (0.7) 331 (98.8)

40mg 152 (99.3) 4 (1.2)

적절여부 저용량 1 (0.7) -

적절용량 152 (99.3) 331 (98.8)

고용량 - 4 (1.2)

투여 횟수 1일 1회 153 (100) 335 (100)

투여 기간 7 (1-20) 3 (1-8)

Table 11. 일반 환자군의 postoperative VTE prophylaxis에서의 약물 사용

적절성 여부

8일까지 enoxaparin을 투여하였다. 특히 enoxaparin의 초회 투여 시 수술 당일 투

여가 331명으로 98.8%의 비율을 차지해 높게 나타났다(Table 11).

*VTE, Venous thromboembolism; OS, Orthopedic surgery; CrCl, Creatinine clearance

*연속변수는 중간값(범위)으로 나타내고, 범주형 범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적절 여부는 투여 용

량으로 단일 평가를 시행하였다.

일반 환자군에서 정맥혈전색전증과 폐색전증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폐색전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맥혈전색전증의 치료에서는 1mg/kg을 1일 2회 피하주사 또는

1.5mg/kg을 1일 1회 피하주사 요법을 권장 용량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맥혈전

색전증 치료를 시행한 11명을 대상으로 몸무게를 분석한 결과 중간값이 63kg이었

으며 최소 43.8kg에서 최대 76kg으로 나타났다. Enoxaparin 40mg을 투여한 환자는

6명, 60mg을 투여한 환자는 5명이었으며, 1일 1회 투여군은 6명, 1일 2회 투여군은

5명으로 용량과 투여 횟수를 고려하여 적절여부를 판단한 결과 저용량 투여군에

속하는 환자가 9명, 고용량 투여군에 속하는 환자가 1명으로 부적절 용량 투여가

전체 11명 중 10명으로 90.9%에 해당하였다. 또한 경구용 항응고제 전환의 필요성

으로 인하여 권장 투여 기간은 최대 10일이며, 연구 대상의 투여 기간은 7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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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n=11)

Prophylaxis

(n=170)

몸무게(kg) 63 (43.8-76) 60 (37-101)

투여 용량 20mg - 1 (0.6)

40mg 6 (54.5) 168 (98.8)

60mg 4 (45.5) 1 (0.6)

기타 1 (9.1) -

적절여부 저용량 9 (81.8) 1 (0.6)

적절용량 1 (9.1) 168 (98.8)

고용량 1 (9.1) 1 (0.6)

투여 횟수 1일 1회 6 (54.5) 169 (99.4)

1일 2회 5 (45.5) 1 (0.6)

투여 기간 7 (3-14) 5 (1-29)

Table 12. 일반 환자군의 VTE with/without PE treatment 및 DVT

prophylaxis in acute ill patients에서의 약물 사용 적절성 여부

일에서 14일까지 투여한 환자를 포함하였다(Table 12).

*VTE, Venous thromboembolism; PE, Pulmonary embolism; DVT, Deep vein thrombosis; CrCl, Creatinine

clearance

*연속변수는 중간값(범위)으로 나타내고, 범주형 범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투여 용량과 투여 횟

수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여부를 판단하였다.

급성 내과 질환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에서 일반 환자군은 총

170명에 대하여 연구 되었으며, 적응증에 대한 권장 용법으로는 enoxaparin 40mg

1일 1회 피하주사 투여이다. 대상에 대한 기저 배경으로 몸무게는 60kg이었고

37kg에서 101kg까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권장 용량을 벗어나 투여 된 환자는

20mg투여 1명과 60mg투여 1명으로 1.2%에 해당하였다. 투여 횟수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1일 1회 요법으로 시행되었으며, 1명만이 1일 2회 요법으로 투여 되었다

(0.6%). 약물 투여 기간은 최소 6일에서 최대 14일 이내로 권장되며, 연구 대상에

서는 5일로 최소1일에서 최대 29일까지의 적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투여 용량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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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횟수를 고려하여 용량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급성 내과 질환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에서 저용량 환자군 1명(0.6%), 고용량 환자군 1명(0.6%)으

로 나타났다(Table 12).

2. 신기능 저하 환자군(Severe, CrCl＜30ml/min)에서의 Enox-

aparin 용량 적절성

전체 연구 대상 중 정형외과의 수술 후 VTE 예방요법을 시행 한 신기능 저하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적응증에 해당하는 권장 용법인 enoxaparin 20mg 1일 1회

피하주사를 기준으로 용량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7명 중 20mg을 투여 받은

환자는 없었으며,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40mg이 투여되었다. 또한 수술 약 12시간

전 초회 투여가 권장되므로 수술 1일 전 초회 투여와 수술 당일의 초회 투여를 적

절한 군으로 보았으며, 초회 투여의 적절군은 3명(42.9%), 부적절군은 4명으로

57.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투여 횟수는 모든 환자에서 1일 1회 요법이 시행되었

으며, 투여 기간은 7(7-9)일이었다. 정형외과의 수술 후 VTE 예방요법을 시행 한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용량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저용량 환자군과 적절용량 환자

군은 없었으며, 고용량 환자군에 포함되는 대상이 7명(100%)으로, 연구 대상 전체

가 고용량 환자군에 포함되었다(Table 13).

신기능 저하 환자군의 일반외과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요법에서는 포함되

는 대상이 총 4명이었으며, enoxaparin 20mg 1일 1회 피하주사 투여를 권장 용법

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20mg 용량이 투여 되었으며, 모두 1일 1

회 투여를 시행하였다. 또한 수술 당일 투여환자가 3명으로 75%에 해당하였으며,

투여 기간은 3일로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간 투여되었다. 일반외과 수술 후 정맥혈

전색전증 예방요법을 시행한 신기능 저하 환자군에서 용량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 4명 모두 적절한 용량을 투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급성 내과 질환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이 적용된 대상은 총 4

명이었으며, enoxaparin 20mg 1일 1회 피하주사 투여를 권장 용법으로 분석하였다.

4명의 환자 전체에 있어 1일 1회 투여가 시행되었으며, 투여된 용량은 40mg이었다

(100%). 약물의 투여 기간은 6.5일이었으며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의 투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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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operation

(n=7)

General surgery

(n=4)

In acute ill

patients (n=4)

몸무게(kg) - - 52.5 (43-68.3)

초회 투여 수술 1일 전 2 (28.6) - -

수술 당일 1 (14.3) 3 (75) -

그 외 4 (57.1) 1 (25) -

적절여부 저용량 - - -

적절용량 - 4 (100) -

고용량 7 (100) - 4 (100)

투여 용량 20mg - 4 (100) -

40mg 7 (100) - 4 (100)

60mg - - -

투여 횟수 1일 1회 7 (100) 4　(100) 4 (100)

1일 2회 - - -

투여 기간 7 (7-9) 3 (3-5) 6.5 (3-7)

Table 13. 신기능 저하 환자군의 VTE prophylaxis에서의 약물 사용 적절성

여부

을 포함하였다. 급성 내과 질환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을 적용한

신기능 저하 환자군 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명 전체가 고용량 환자군에 포

함되었다(100%)(Table 13).

정맥혈전색전증의 치료와 폐색전증의 치료요법에서는 포함되는 신기능 저하 환

자군이 각각 2명, 1명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VTE, Venous thromboembolism; OS, Orthopedic surgery; CrCl, Creatinine clearance

*연속변수는 중간값(범위)으로 나타내고, 범주형 범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적절 여부는 투여 용

량으로 단일 평가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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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기능 저하에 따른 약물 사용 경향 분석

1. 신기능 저하에 따른 연구대상의 기본 배경

전체 환자를 CrCl을 기준으로 하여 신기능을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stage

1(normal)에서 stage 4(severe)로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각의 신기능 저하

단계에 따른 연구 대상의 기본 배경을 비교한 결과 나이는 54.9±12.39(20-79)세에

서 77.3±7.40(61-88)세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대상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4%에서 73.3%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몸무게는 69.0±11.35(38-

126)kg에서 51.6±8.80(40-68.3)kg으로, 키는 164.9±7.97(164.1-178.5)cm에서 155.4

±8.69(141.6-171.1)cm로, BMI는 25.4±4.00(18.1-42.8)kg/m2에서 21.4±3.41(14.7-26.4)

kg/m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단계로 분류한 집단 모두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혈액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또한 높았다. 또한

CrCl을 기준으로 stage 1에서 stage 4까지 4군으로 나눈 결과 단계가 4로 갈수록

SC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CrCl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신기능 단계가 증가할수록 신기능 저하가 고조됨을 증명하는

결과이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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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n=148)

Mild

(n=344)

Moderate

(n=183)

Severe

(n=15)

나이(year)
54.9±12.39

(20-79)

65.8±9.62

(31-90)

74.8±7.48

(26-95)

77.3±7.40

(61-88)

남자 103 (69.6) 197 (57.3) 81 (44.3) 4 (26.7)

여자 45 (30.4) 147 (42.7) 102 (55.7) 11 (73.3)

몸무게(kg)
69.0±11.35

(38-126)

61.2±8.73

(40-91)

54.0±8.93

(35-85)

51.6±8.80

(40-68.3)

키(cm)
164.9±7.93

(134.1-178.5)

160.7±8.37

(136.2-183.7)

156.7±8.27

(136.4-175.1)

155.4±8.69

(141.6-171.1)

BMI(kg/m2)
25.4±4.00

(18.1-42.8)

23.8±3.41

(16.2-36.1)

22.0±3.07

(14.5-32)

21.4±3.41

(14.7-26.4)

SCr(mg/dL)*
0.83±0.19

(0.3-1.4)

0.93±0.18

(0.5-1.9)

1.06±0.27

(0.6-2)

1.86±0.82

(0.9-3.2)

CrCl(ml/min)* 95.1±16.6 64.3±8.57 43.2±5.76 23.6±5.13

기저질환 144 (97.3) 335 (97.4) 175 (95.6) 15 (100)

혈액응고관련

약물복용
114 (77.0) 267 (77.6) 143 (78.1) 9 (60)

Table 14. 신기능 분류에 따른 연구대상의 기본 배경

*Normal, CrCl≥80ml/min; Mild, 50ml/min≤CrCl＜80ml/min; Moderate, 30ml/min≤CrCl＜50ml/min;

Severe, CrCl＜30ml/min; BMI, Body Mass Index; SCr, Serum creatinine; CrCl, Creatinine clearance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 (범위)로 나타내었으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P<0.001

2. 신기능 저하에 따른 약물 사용 경향 분석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에서 신기능 저하에 따른 약물 사용 경향 분

석 시 정형외과와 일반외과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 한 결과 투여 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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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n=104)

Mild

(n=266)

Moderate

(n=142)

Severe

(n=12)
P -value

투여 용량
25.58±9.01

(20-40)

26.13±9.22

(20-40)

28.17±9.87

(20-40)

33.33±9.83

(20-40)
0.003

1일 1회 104 (100) 266 (100) 142 (100) 11 (91.7)

그 외 - - - 1 (8.3)

투여 기간
3.85±2.17

(1-4)

3.64±2.16

(1-13)

4±2.71

(1-20)

6.17±2.12

(3-9)
0.001

Table 15. Postoperative VTE prophylaxis에서 신기능 저하에 따른 약물 사

용 경향 분석

25.58±9.01mg에서 33.33±9.83mg으로 신기능 저하가 심해질수록 enoxaparin의 투여

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P=0.003), 투여 기간 또한

3.85±2.17일에서 6.17±2.12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01)(Table 15).

*VTE, Venous thromboembolism; Normal, CrCl≥80ml/min; Mild, 50ml/min≤CrCl＜80ml/min; Moderate,

30ml/min≤CrCl＜50ml/min; Severe, CrCl＜30ml/min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 (범위)로 나타내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특히 정형외과와 일반외과의 권장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

의 예방요법에서 일반외과 대비 정형외과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을 참고하면, 신기

능 normal group에서 severe group으로 갈수록 26명(25.7%), 70명(27.9%), 55명

(40.4) 7명(63.6%)으로 증가하므로, 이로 인하여 투여 용량과 투여 기간의 증가 경

향을 설명할 수 있다(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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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58) B(n=341) C(n=6) D(n=5) E(n=174) F(n=6)

Normal

(n=148)
26 (16.5) 75 (22.0) 4 (66.7) - 42 (24.1) 1 (16.7)

Mild

(n=344)
70 (44.3) 181 (53.1) 2 (33.3) 3 (60) 84 (48.3) 4 (66.7)

Moderate

(n=183)
55 (34.8) 81 (23.8) - 2 (40) 44 (25.3) 1 (16.7)

Severe

(n=15)
7 (4.4) 4 (1.2) - - 4 (2.3) -

Table 16. 신기능 저하에 따른 적응증별 빈도 분석

*A, 정형외과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B, 일반외과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C, 정맥혈전색

전증의 치료; D, 폐색전증의 치료; E, 급성 내과질환 환자의 DVT 예방; F, 기타; Normal, CrCl≥80ml/min;

Mild, 50ml/min≤CrCl＜80ml/min; Moderate, 30ml/min≤CrCl＜50ml/min; Severe, CrCl＜30ml/min

*모든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정맥혈전색전증의 치료에 있어서 신기능의 저하에 따른 약물 사용 경향을 분석

한 결과, 정상 환자군에서 신기능 저하 환자(severe)로 갈수록 투여 된 enoxaparin

용량이 52.5±10.35mg에서 60m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띄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정상 환자군에서 신기능이 moderate한 환자군으로 갈수록 1일 2회 투

여 대비 1일 1회 약물 투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정상 환자군에

서 신기능 저하 환자로 갈수록 투여 기간에 있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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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n=8)

Mild

(n=11)

Moderate

(n=6)

Severe

(n=2)
P -value

투여 용량
52.5±10.35

(40-60)

54.6±9.34

(40-60)

56.7±8.16

(40-60)
60 0.282

1일 1회 1 (12.5) 3 (27.3) 2 (33.3) -

1일 2회 7 (87.5) 8 (72.7) 4 (66.7) 2 (100)

투여 기간
7.8±4.33

(2-14)

7.1±3.21

(3-14)

4.3±2.58

(1-8)

4.5±0.71

(4-5)
0.145

Table 17. VTE treatment에서 신기능 저하에 따른 약물 사용 경향 분석

Normal

(n=1)

Mild

(n=11)

Moderate

(n=7)

Severe

(n=1)
P -value

투여 용량 60 60
48.6±10.69

(40-60)
40 0.026

1일 1회 - 2 (18.2) 4 (57.1) 1

1일 2회 1 9 (81.8) 3 (42.9) -

투여 기간 2
3.91±2.34

(1-8)

4±2.31

(1-7)
1

Table 18. PE treatment에서 신기능 저하에 따른 약물 사용 경향 분석

*VTE, Venous thromboembolism; Normal, CrCl≥80ml/min; Mild, 50ml/min≤CrCl＜80ml/min; Moderate,

30ml/min≤CrCl＜50ml/min; Severe, CrCl＜30ml/min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 (범위)로 나타내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PE, Pulmonary embolism; Normal, CrCl≥80ml/min; Mild, 50ml/min≤CrCl＜80ml/min; Moderate,

30ml/min≤CrCl＜50ml/min; Severe, CrCl＜30ml/min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 (범위)로 나타내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폐색전증의 치료에 있어서는 정상 환자 대상에 1명, 신기능 저하 환자 대상에 1

명의 분포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기능 저하 4단계에 걸쳐 신기능이 저하

될수록 60mg에서 40mg으로 전반적으로 enoxaparin 투여 용량이 감소하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6). Enoxaparin의 투여 횟수에 있어서 mild grou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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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n=48)

Mild

(n=98)

Moderate

(n=52)

Severe

(n=9)
P -value

투여 용량
40.4±2.89

(40-60)

40.0±2.87

(20-60)
40

37.8±6.67

(20-40)
0.01

1일 1회 47 (97.9) 98 (100) 52 (100) 9 (100)

1일 2회 1 (2.1) - - -

투여 기간
7.5±5.83

(1-27)

6.9±5.64

(1-29)

6.5±4.75

(1-24)

5.3±4.97

(1-17)

Table 19. DVT prophylaxis in acute ill patients에서 신기능 저하에 따른

약물 사용 경향 분석  

moderate group을 비교하면 신기능이 저하될수록 1일 2회 투여 대비 1일 1회 투여

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정상 환자군과 신기능 저하군도 이러한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18).

급성 내과질환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색전증의 예방에 있어 enoxaparin의 투

여는 신기능이 저하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여 용량이 감소함을 보였으며

(normal 40.4±2.89, severe 37.8±6.67 P=0.01), 투여 기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normal 7.5±5.83, severe 5.3±4.97)(Table 19).

*DVT, Deep vein thrombosis; Normal, CrCl≥80ml/min; Mild, 50ml/min≤CrCl＜80ml/min; Moderate,

30ml/min≤CrCl＜50ml/min; Severe, CrCl＜30ml/min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 (범위)로 나타내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3. 일반 환자군과 신기능 저하 환자군의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 enoxaparin 투여 시 모니터링 항목으로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aPTT, PT 수치를 기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반 환자군과 신기능 저하 환

자군을 대상으로 약물 투여 전의 혈액학적 수치와 약물 투여 후의 혈액학적 수치

(투여 후 1일-5일 이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적응증 및 투여 용량에 관계없이 신기

능 저하 여부와 혈액학적 수치만을 비교하였으며, 이로 인한 결과로 혈액 내 헤모

글로빈 농도에 있어 신기능 저하 환자군이 일반 환자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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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General group Severe group P -value

(n=511) (n=12)

백혈구(106/mm3)
Baseline 7.1±2.5 9.2±2.9

Monitoring 9.6±3.3 8.7±1.7 0.129

(n=510) (n=12)

적혈구(103/mm3)
Baseline 4.19±0.59 3.47±0.67

Monitoring 4±1 3±0 0.019

(n=511) (n=12)

헤모글로빈

(g/dL)

Baseline 12.9±2.1 10.7±1.9

Monitoring 11.21±1.91 10.1±0.87 0.001

(n=511) (n=12)

혈소판(103/mm3)
Baseline 249±77 252±98

Monitoring 205±66 206±98 0.948

(n=177) (n=7)

aPTT(sec)
Baseline 36.1±5.5 36.6±4.5

Monitoring 38.4±5.33 44.5±8.45 0.107

PT(sec)
Baseline 12.9±1.2 13.8±2.2

Monitoring 14.5±2.34 13.9±0.63 0.556

Table 20. 일반 환자군과 신기능 저하 환자군의 혈액학적 수치 비교

의하게 낮았다(general 11.21±1.91mg/dL, severe 10.1±0.87mg/dL P=0.001). 적혈구

수치 또한 신기능 저하 환자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general 4±1, se-

vere 3±0 P=0.019), 혈소판 및 혈액응고지표는 신기능 저하 환자군이 일반 환자군

과 비교하여 약간 높았다. 혈액학적 수치 전반에 걸쳐서는 일반 환자군과 신기능

저하 환자군 모두에서 투여 전 수치 대비 투여 후 수치를 비교한 결과 혈구에 해

당하는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는 enoxaparin 투여 후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혈액응고지표인 aPTT와 PT는 enoxaparin 투여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0).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PT, prothrombin time

모든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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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투여 용량의 적절성 여부에 따른 비교 분석

1.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요법에서의 비교 분석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에서 적절용량 환자군은 508명, 저용량 환자

군 2명, 고용량 환자군은 14명이었다. 세 군을 비교한 결과 저용량 환자군에서 고

용량 환자군으로 갈수록 대상의 나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저용량

56.5(54-59)세, 고용량 80(63-85)세), 투여 용량은 적절용량 투여군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저용량, 고용량 순으로 투여 용량이 높았다. 특히 저용량 환자군과는 대

조적으로 적절용량 환자군과 고용량 환자군에서 수술 시 약물 초회 투여 시기의

적절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적절용량 88.0%, 고용량 50%), 저용량 환자군

에서 고용량 환자군으로 갈수록 CrCl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저용량

85.2ml/min, 고용량 29.3ml/min). 또한 저용량 환자군은 모두 신기능이 정상인 환자

군에서 나타났지만, 적절용량과 고용량 환자군으로 갈수록 신기능 저하 환자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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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

(n=2)

적절용량

(n=508)

고용량

(n=14)

나이(year) 56.5 (54-59) 68 (20-95) 80 (63-85)

남자 2 (100) 246 (48.4) 5 (35.7)

여자 - 262 (51.6) 9 (64.3)

몸무게(kg) 62.6 (57.5-67.7) 60.4 (35-126) 61.9 (40-72.5)

키(cm) 164.0 (153-175) 159 (134-178) 159 (144-167)

BMI(kg/m2) 23.3 (22-24) 23.7 (15-43) 23.7 (16.30)

기저질환 1 (50) 488 (96.1) 14 (100)

혈액응고 관련

약물 복용
2 (100) 480 (94.5) 12 (85.7)

적절한 초회투여 2 (100) 447 (88.0) 7 (50)

투여 용량 30±14.14 26.4±9.33 39.3±2.67

CrCl(ml/min) 85.2 (84.6-85.9) 61.5 (16.6-215.8) 29.3 (14.2-86.1)

Normal 2 (100) 101 (19.9) 1 (7.2)

Mild - 262 (51.6) 4 (28.6)

Moderate - 141 (27.8) 1 (7.1)

Severe - 4 (0.8) 8 (57.1)

Table 21. Postoperative VTE prophylaxis에서의 적절용량 투여군과 이상

용량 투여군의 개인별 기저 배경 비교 

*VTE, Venous thromboembolism; BMI, Body mass index; CrCl, Creatinine clearance; Normal, CrCl≥

80ml/min; Mild, 50ml/min≤CrCl＜80ml/min; Moderate, 30ml/min≤CrCl＜50ml/min; Severe, CrCl

＜30ml/min

*투여용량(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연속변수는 중간값(범위)로 나타내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특히 급성 내과 질환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에서 고용량 환자군이 높

은 비율로 발생하였는데(60명, 23.4%), 고용량 환자군은 다른 군과 비교하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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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

(n=1)

적절용량

(n=195)

고용량

(n=60)

나이(year) 60 68 (32-86) 72 (45-85)

남자 1 153 (78.5) 7 (63.6)

여자 - 42 (21.5) 4 (36.4)

몸무게(kg) 63.4 59.8 (37-101) 56 (43-68.3)

키(cm) 168 164.1 (145-184) 164.1 (148-174)

BMI(kg/m2) 22.5 22.2 (15-34) 22.1 (15-25)

기저질환 1 195 (100) 11 (100)

혈액응고 관련

약물 복용
1 62 (31.8) 1 (9.1)

투여 용량 20 39.9±1.4 43.6±8.1

CrCl(ml/min) 70.4 61.7 (11.1-144.4) 27.3 (18.6-105.4)

Normal - 46 (23.6) 2 (18.2)

Mild 1 96 (49.2) 1 (9.1)

Moderate - 52 (26.7) -

Severe - 1 (0.5) 8 (72.7)

Table 22. DVT prophylaxis in acute ill patients에서의 적절용량 투여군과

이상용량 투여군의 개인별 기저 배경 비교

집단의 연령이 높았으며(나이 72(45-85)세), 몸무게 및 BMI가 낮았다(몸무게

56(43-68.3)kg, BMI 22.1(15-25)kg/m2). 또한 저용량 환자군에서 고용량 환자군으로

갈수록 CrCl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저용량 70.4ml/min, 고용량 27.3ml/min),

동시에 고용량 환자군으로 갈수록 신기능 저하가 심한 환자가 많이 분포하였다

(Table 22).

*DVT, Deep vein thrombosis; BMI, Body mass index; CrCl, Creatinine clearance

*투여용량(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연속변수는 중간값(범위)로 나타내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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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맥혈전색전증 치료에서의 비교 분석

정맥혈전색전증의 치료에서는 저용량 환자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정맥혈

전색전증의 치료는 21명으로 77.8%에 달하며 폐색전증의 치료에서도 9명(45%)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enoxaparin투여에 있어 치료요법에서는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

는 용량 설정을 사용하는데, 정맥혈전색전증에서 고용량 환자군은 주로 고령이며

(나이 71(59-84)세), CrCl이 낮은 환자군에 속하였다(CrCl 23.6(13.9-61.4) ml/min).

저용량 환자군에서는 주로 다른 군과 비교하여 큰 수치의 몸무게가 특징적이었으

며(몸무게 67.7(50.4-82.3)kg), 이와는 대조적으로 투여 용량이 53.3±9.66mg에 그쳤

다(Table 23).

폐색전증의 치료에 있어서도 정맥혈전색전증의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용

량 환자군은 특징적으로 고령이었고(나이 74(58-84)세), 저용량 및 적절용량 투여군

과 비교하여 몸무게가 적었으나 적절용량 투여군과 동일한 용량이 투여되었다(몸무

게 46.4(40.5-51.5)kg, 투여 용량 60mg). 특히 고용량 환자군은 severe group이 존

재하지 않아 enoxaparin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고 몸무게 기준 용량설정만이 필

요한 집단이었다. 저용량 환자군에 있어서는 투여 용량 대비 몸무게가 컸으며(몸무

게 57.7(40.9 -72.7)kg, 투여 용량 48.9±10.5mg), 특징적으로 CrCl이 감소한 환자군

에서 발생하였다(CrCl 48.8(17.2-68.7)ml/min)(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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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

(n=21)

적절용량

(n=3)

고용량

(n=3)

나이(year) 66 (35-77) 49 (39-74) 71 (59-84)

남자 16 (76.2) 2 (66.7) 2 (66.7)

여자 5 (23.8) 1 (33.3) 1(33.3)

몸무게(kg) 67.7 (50.4-82.3) 59.5 (59.5-60) 58 (51.4-60.7)

키(cm) 169.9 (150-177) 170 (157-175) 160.6 (153-163)

BMI(kg/m2) 24.2 (21-30) 20.6 (20-24) 22.0 (22-24)

기저질환 20 (95.2) 3 (100) 3 (100)

혈액응고 관련

약물 복용
13 (61.9) 2 (66.7) 2 (66.7)

투여 용량 53.3±9.66 60 60

CrCl(ml/min) 71.2 (35.2-123.2) 77.9 (68.9-101.4) 23.6 (13.9-61.4)

Normal 7 (33.3) 1 (33.3) -

Mild 8 (38.1) 2 (66.7) 1 (33.3)

Moderate 6 (28.6) - -

Severe - - 2 (66.7)

Table 23. VTE treatment에서의 적절용량 투여군과 이상용량 투여군의 개인

별 기저 배경 비교

*VTE, Venous thromboembolism; BMI, Body mass index; CrCl, Creatinine clearance; Normal, CrCl≥

80ml/min; Mild, 50ml/min≤CrCl＜80ml/min; Moderate, 30ml/min≤CrCl＜50ml/min; Severe, CrCl

＜30ml/min

*투여용량(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연속변수는 중간값(범위)로 나타내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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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

(n=9)

적절용량

(n=7)

고용량

(n=4)

나이(year) 72 (56-83) 74 (44-79) 74 (58-84)

남자 2 (22.2) 4 (57.1) 2 (50)

여자 7 (77.8) 3 (42.9) 2 (50)

몸무게(kg) 57.7 (40.9-72.7) 62.2 (60-66) 46.4 (40.5-51.5)

키(cm) 156 (146-172) 158.4 (148-170) 155.9 (141-158)

BMI(kg/m2) 24.5 (17-27) 24.3 (22-28) 20.3 (18-21)

기저질환 9 (100) 7 (100) 4 (100)

혈액응고 관련

약물 복용
6 (66.7) 5 (71.4) 1 (25)

투여 용량 48.9±10.5 60 60

CrCl(ml/min) 48.8 (17.2-68.7) 66.2 (42.9-92.6) 55.6 (32.9-68.1)

Normal - 1 (14.3) -

Mild 3 (33.3) 5 (71.4) 3 (75)

Moderate 5 (55.6) 1 (14.3) 1 (25)

Severe 1 (11.1) - -

Table 24. PE treatment에서의 적절용량 투여군과 이상용량 투여군의 개인별

기저 배경 비교

*PE, Pulmonary embolism; BMI, Body mass index; CrCl, Creatinine clearance

*투여용량(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연속변수는 중간값(범위)로 나타내고,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3. 혈액학적 수치 비교

Enoxaparin의 투여 용량에 따른 용량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여 나누어진 3군(저

용량 환자군, 적절용량 환자군, 고용량 환자군)에 대한 혈액학적 수치를 비교하였

다. Enoxaparin의 투여 전 기저수치 대비 투여 후 모니터링 수치의 변화를 나타낸



- 39 -

parameter 저용량 적절용량 고용량 합계 P -value

(n=2) (n=507) (n=14) (n=523)

백혈구

(106/mm3)

normal 1 (50) 474 (93.5) 12 (85.7) 487 (93.1)

abnormal 1 (50) 33 (6.5) 2 (14.3) 36 (6.9) 0.029

적혈구

(103/mm3)

normal 2 (100) 504 (99.4) 14 (100) 520 (99.4)

abnormal - 3 (0.6) - 3 (0.6) 0.954

헤모글로빈

(g/dL)

normal 2 (100) 504 (99.4) 13 (92.9) 519 (99.2)

abnormal - 3 (0.6) 1 (7.1) 4 (0.8) 0.021

혈소판

(103/mm3)

normal 2 (100) 495 (97.6) 14 (100) 511 (97.7)

abnormal - 12 (2.4) - 12 (2.3) 0.824

(n=1) (n=159) (n=9) (n=169)

aPTT(sec) normal 1 (100) 151 (95.0) 8 (88.9) 160 (94.7)

abnormal - 8 (5.0) 1 (11.1) 9 (5.3) 0.711

Table 25. 적절용량 투여군과 이상용량 투여군의 혈액학적 수치 비교

것이며, 기저수치에서 모니터링 수치로의 변화가 정상범위에서 정상범위로 변화한

환자와 정상범위에서 비정상범위로 변화한 환자를 구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적응증에 관계없이 혈액학적 수치가 기저수치와 모니터링 수치 모두 기록된 환

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저용량 환자군은 2명, 적절용량 환자군

507명, 고용량 환자군은 14명이 포함되었다. 혈액학적 수치 중 적절용량 환자군에

비하여 고용량 환자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백혈구 비정상 범위의 비율이 높았

으며(적절용량 6.5%, 고용량 14.3% P=0.029), 헤모글로빈 수치 또한 적절용량 환자

군과 비교하여 비정상 범위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적절용량 0.6%,

고용량 7.1% P=0.021). 혈액응고 지표인 aPTT 수치에서도 고용량 환자군의 비정

상 범위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대상이 적어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5).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normal, 정상범위에서 정상범위로의 변화; abnormal, 정상범

위에서 비정상범위로의 변화

*모든 변수를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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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약물 투여 중단 원인에 따른 분포

F. 투여 중단 환자군에 대한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enoxaparin을 투여 받은 환자 중 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투여를 중

단한 환자는 76명으로 투여 중단 원인을 분류해 본 결과 다른 약물로의 변경이 45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제외하여 이상소견으로 인한 enox-

aparin의 투여 중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혈소견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혈구감소 10명, 적응증에 대한 증상이 없는 환자가 3명 순이었다(Figure 6).

이 중 기저배경 및 약물 사용 정보, 혈액학적 수치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를 제외한

62명을 대상으로, enoxaparin 투여를 중단하지 않은 일반 신기능 환자군과 비교 분

석을 실시하였다.

Enoxaparin 투여를 중단한 환자군에서 적응증에 따라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이 23명(37.1%), 정맥혈전색전증의 치료요법이 20명(32.3%), 폐색전증의 치

료요법이 11명(17.7%), 급성 내과 질환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증의 예방요법이 8명

(12.9%)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 결과 적응증과 투여 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었다(P＜0.001). 동시에, enoxaparin 용량에도 전반

적으로 투여 중단의 발생이 높은 용량의 투여환자에서 나타남을 보였으며 enox-

aparin의 투여 용량과 투여 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었다(P

＜0.001)(Tab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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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n=684)

투여 중단

(n=62)
P -value

Indication

Postoperative

VTE

prophylaxis

499 (73.0) 23 (37.1) <0.001

VTE treatment 6 (0.9) 20 (32.3)

PE treatment 5 (0.7) 11 (17.7)

DVT

prophylaxis in

acute

ill patients

174 (25.4) 8 (12.9)

Renal function Normal 147 (21.5) 6 (9.7) 0.097

Mild 340 (49.7) 33 (53.2)

Moderate 182 (26.6) 20 (32.3)

Severe 15 (2.2) 3 (4.8)

Enoxaparin dose 20mg 337 (49.3) 11 (17.7) <0.001

30mg - 1 (1.6)

40mg 341 (49.9) 23 (37.1)

60mg 6 (0.9) 27 (43.5)

Duration -
5±4

(1-29)

5±4

(1-17)
0.840

Table 26. 일반 환자군과 투여 중단 환자군에서의 비교 분석

*범주형 변수는 빈도(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범위)로 나타내었다.

또한 일반 환자군과 투여 중단 환자군 간에 혈액학적 수치를 enoxaparin 투여

전 기저수치와 투여 후 모니터링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인 혈구 수치는 기

저수치와 모니터링 수치 모두가 일반 환자군보다 투여 중단 환자군이 비교적 낮았

으며, 혈액응고 지표인 aPTT와 PT는 일반 환자군보다 투여 중단 환자군이 높았

다. 이 중 enoxaparin 투여 후 적혈구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여 중단군이

일반 환자군보다 낮았으며(정상 4±1, 투여 중단 3±1 P＜0.001), 특히 헤모글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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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n=684)

투여 중단

(n=62)
P -value

백혈구

(106/mm3)

baseline 7.7±3.9 7.7±4.5

monitoring 9.6±4.0 8.3±4.8

적혈구

(103/mm3)

baseline 4.1±0.62 3.6±0.76

monitoring 4±1 3±1 <0.001

헤모글로빈

(g/dL)

baseline 12.5±2.1 11.0±2.3 <0.001

monitoring 11.2±1.8 10.1±1.9 <0.001

혈소판

(10
3
/mm

3
)

baseline 256±90 208±117

monitoring 218±83 198±122

aPTT(sec) baseline 36.3±4.9 42.3±15.5

monitoring 39.2±6.6 46.3±13.9

PT(sec) baseline 13.0±1.1 14.4±3.0

monitoring 14.4±2.2 16.1±4.7

Table 27. 일반 환자군과 투여 중단 환자군에서의 비교 분석(혈액학적 수치)

수치에 있어서는 기저수치와 모니터링 수치 모두에서 투여 중단군이 일반 환자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baseline 정상12.5±2.1 투여 중단11.0±2.3 P

＜0.001, monitoring 정상11.2±1.8 투여 중단10.1±1.9 P＜0.001)(Table 27).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PT, prothrombin time

*모든 변수에 대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 43 -

IV. 고찰

현재 국내에서는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적, 치료적 용법으로 enoxaparin이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적응증과 신기능에 따른 용량 설정과, enoxaparin이 주로 신장을

통하여 배설되므로 그에 따른 모니터링에 대한 권고된 지침이 부족하며, 국외와 달

리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의 enoxaparin dosing에 대한 국내 임상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29,31) 이에, 본 연구는 국내 3차 병원에서 적응증에 적합하고 신기능

에 따른 enoxaparin의 투여 용량에 대한 적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15)

국내 3차 병원 단일 기관에서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enox-

aparin을 처방받은 원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용량 적절성을 분석하였으며, CrCl

30ml/min 이상을 일반 환자군으로, CrCl 30ml/min 미만을 신기능 저하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환자군에서는 97.3%의 환자가 적절한 용량을 투여 받

은 반면에,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군에서는 73.3%에 해당하는 환자가 적절하지 못한

용량을 투여 받았다. 이 중 일반 환자군에서는 부적절한 용량이 주로 저용량 투여

로 나타났으며 신기능 저하 환자군에서는 주로 고용량 투여로 나타났다.

2011년 Enoxaparin의 용량 적절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을 제외한 enoxaparin의 적응증으로 인하여 약물을 투여 받은 463명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체 환자의 40%에 해당하는 환자가 적절하지 못한 용량을

투여 받았다.26) 이 중 비만 환자에서는 40.6%가 부적절한 용량을 투여 받았으며,

전체 환자의 10%에 해당하는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88.5%의 비율로 부적절한

용량 투여가 높게 나타났다.26) 위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기능 저하

환자가 전체 대상 중 2%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신기능 저하 환자 중 73.3%에 해당

하는 환자가 부적절한 용량을 투여 받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정맥혈전

색전증의 예방요법이 포함되었으며 일반 환자군에서 정형외과 수술의 0.7%가 저용

량을, 일반외과 수술의 1.2%가 고용량을 투여 받았고 신기능 저하 환자군에서 정형

외과 수술의 100%환자가 고용량을 투여 받았다.

본 연구에서 신기능 저하 환자군에서의 enoxaparin 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특

히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에 있어서 신기능에 따른 용량조절이 거의 시행 되

지 않고 있었으며 부적절한 용량이 모두 고용량으로 투여되었다. 특히 정형외과 수

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에서 모든 환자가 고용량을 투여 받았고, 반면,

일반외과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요법에서는 모든 환자가 적절한 용량을

투여 받았다. 이는 enoxaparin의 권장용량이 정형외과 수술 시에는 일반 신기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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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군이 40mg이며 신기능 저하 환자는 20mg으로 구분되는 반면에, 일반외과 수술

시에는 일반 신기능 환자군과 신기능 저하 환자군이 20mg으로 동일한 용량이 권

장되기 때문이다.24,25) 선행된 enoxaparin 관련 연구에서 정맥혈전색전증의 치료적

용법뿐만 아니라 반복 투여가 필요한 예방적 용법에서도 혈액응고검사 지표인 an-

ti-Xa의 혈중 농도가 증가함이 보고되었다.
19)

신기능에 따른 enoxaparin의 사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로,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

증의 예방에 대한 enoxaparin의 사용에 있어서는 신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투여 용

량과 투여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투여용량 normal 25.58mg,

severe 33.33mg P=0.003. 투여기간 normal 3.85일, severe 6.17일 P=0.001), 이는 신

기능 저하 환자군으로 갈수록 정형외과 수술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

로 보인다(normal 25.7%, severe 63.6%). 둘째로, 폐색전증의 치료요법에서는 신기

능이 저하됨에 따라 enoxaparin의 투여 용량이 감소하였다(normal 60mg, severe

40mg P=0.026). 폐색전증의 치료요법을 받은 20명의 환자 중 45%가 저용량을 투

여 받았으며 주로 enoxaparin의 제형에 따른 40mg 또는 60mg을 투여함으로써 권

장용량인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 용량 설정이 다수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셋째로, 급성 내과 질환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증의 예방요법에

대한 enoxaparin의 사용에 있어 신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투여 용량이 유의하게 감

소하였으며(normal 40.4mg, severe 37,8mg P=0.01), 특히 신기능 저하 환자 4명은

모두 고용량을 투여 받음으로써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다소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특히 최근 enoxaparin의 권장용량의 유효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급성 심장질환 환자에서 치료 권장 용량인 1mg/kg 1일 2회 피하투여 요법에서

anti-Xa의 혈중농도가 치료범위보다 낮은 환자가 전체의 28.3%로 나타났다.37) 또한

정맥혈전색증의 예방 용량에서는 다양한 용량으로 구분하여 enoxaparin을 투여하

여 anti-Xa의 치료 범위에 대한 포함 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40mg 1일 1회

피하투여와 30mg 1일 2회 피하투여 방법은 각각 33.3%, 41.7%만이 치료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1mg/kg 1일 1회 피하투여와 40mg 1일 2회 피하투

여 방법은 각각 83%, 91.7%의 대상이 치료 범위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예방용량 또

한 치료용량과 같이 적정 권장용량이 아닌 몸무게 기준 용량설정을 제시하고 있

다.38) 더불어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enoxaparin의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용

량에 있어 정형외과 수술 후 예방을 위한 약물 투여 시 40mg 1일 1회 피하투여

보다 30mg 1일 2회 피하투여가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출혈 발생의 위험도 또

한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되었다.39) 또한 국내에서 급성 내과 질환 환자의 정맥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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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색전증 예방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를 대상으로(CrCl≥30ml/min) anti-Xa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enoxaparin 40mg 1일 1회 피하주사로 권장용법을 투여

시 anti-Xa의 혈중 농도가 약물투여 12시간 후에도 치료 범위에 속하는 환자는 전

체의 32.7%에 불과하고 이 외의 67.3%의 환자에서는 치료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신기능 저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하여도

enoxaparin의 다양한 권장용량에 대하여 전반적인 유효성의 비교분석 연구가 필요

하다.40)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국내 3차 병원 단일기관의 환자를 대상으로 CrCl

30ml/min 미만인 환자만을 신기능 저하 환자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enoxaparin의

용량 설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 대상의 기저질환과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

킬 수 있는 복용 약물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원내 전자의무기록지를 이용한 처

방량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처방량과 실제 투여량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신기능 저하에 있어서 2012년 시행된 Hoffmann et al.의 연구에 따르

면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정상 환자와 비교하여 대출혈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출

혈경향의 위험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신기능 저하 단계에 따른 분

석을 실시하였다.22) 본 연구 결과 국내 3차 병원 단일기관에서 CrCl이 30ml/min미

만인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부적절한 용량 투여 발생 빈도가 높고, 부적절한 용량

을 투여한 환자군이 적절한 용량을 투여한 환자군보다 혈액학적 수치의 이상빈도

가 높게 나타남으로,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enoxaparin 투여 용량 조절에 대한 인

식과 혈액응고지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다수

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분화된 신기능 분류에 따른 enoxaparin의 용량 설정과

이와 관련된 항응고지표의 연관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요청된다.22,38,40)



- 46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3차 병원 단일기관에서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enoxaparin을 처방받은 환자 중 원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 용량 적절성 분

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CrCl 30ml/min 이상인 일반 환자군과

CrCl 30ml/min 미만인 신기능 저하 환자군으로 구분하여 적절성을 평가 한 결과,

일반 환자군에서는 97.3%에 해당하는 환자가 적절한 용량의 enoxaparin을 투여 받

았으며, 부적절한 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저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는 1.8%이었

으며, 고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는 0.9%이었다. 특히 신기능 저하 환자군에서는

73.3%에 해당하는 환자가 부적절한 용량을 투여 받았는데, 이상 용량의 투여에서

저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는 없었으며 부적절한 용량이 나타난 모든 환자가 권장

용량보다 고용량을 투여 받았다. 특히 고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 혈액학적 수

치의 이상빈도가 적절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군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백혈

구(적절용량 6.5%, 고용량 14.3% P=0.029) 수치와 헤모글로빈(적절용량 0.6%, 고용

량 7.1% P=0.021)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적응증과 투여된 enox-

aparin 용량이 투약 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적응증 P<0.001, enoxaparin 용량 P<0.001), enoxaparin 투여 후의 혈액학적 수치

를 일반군과 투여 중단군을 비교한 결과, 투여 중단군의 적혈구(일반군 4×103/mm3,

투여 중단군 3×103/mm3 P<0.001) 수치와 헤모글로빈(일반군 11.2g/dL, 투여 중단

군 10.1g/dL P<0.001)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다. 결과적으로, Enoxaparin dosing에

있어서 적응증과 신기능에 따른 정확한 용량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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