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감사의 말씀

년 여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설렘이 이제는 졸업의 설렘으로2018 ,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저녁밥을 챙겨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시험 기간에는 밤을 새는 날도 있었지만 퇴근하고 수업을 듣는 날이,

면 동기 선생님들과 모여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이 나름의 리프레쉬가 되

었습니다 모두 같이 등산을 가고 남산타워를 보고 현충원 산책했던 날들이. , ,

그리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에너지 넘치는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

다 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연구디자인 연구결과 검토까지 많은 질문. ,

들을 받아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신 남정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강의로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놓친 부분을 짚어주시고 보완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신 박소희 교수님께도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잡한 이론과 분석 방법도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수.

업에 집중하며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료 특성 분석 내용 결과까지 꼼. , ,

꼼하게 봐주시고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연락을 받아주신 한민경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막히고 고민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관. .

련한 문의를 드릴 때마다 친절히 알려주신 통계상담실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

니다.

입학부터 논문 작성까지 그리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주고 진,

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혜연 언니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주었던 김문정 김지성 김지하 박소진 설, , , ,

태웅 이상민 정수인 김지수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 옆, , , .



에서 끌어주고 밀어주어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을 만나게 되어 값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아빠 뒤에서 항상 지켜봐주시는,

엄마 귀염둥이 동생 병태 영민이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가족, , .

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주신 모든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년 월2020 12

박소정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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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필요성1. ····························································································1

연구 목적2. ··············································································································5

문헌 고찰3. ··············································································································6

연구방법.Ⅱ ···········································································································11

연구자료1. ··············································································································11

연구대상2. ··············································································································12

연구에 사용된 변수3. ··························································································14

분석방법4. ··············································································································19

연구결과.Ⅲ ···········································································································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21

항생제 복용과 망막박리 발생위험 분석결과2. ··············································23

항생제 복용과 망막박리 발생위험의 하위집단분석3. ··································30

고찰.Ⅳ ···················································································································36

결론.Ⅴ ···················································································································40



- ii -

참고문헌······················································································································41

ABSTRACT



- iii -

표 차례

Table 1. Principle component code of oral fluoroquinolnes ······································16

Table 2. Baseline chara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by case-control ········22

Table 3.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antibiotic use····24

Table 4.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antibiotic

use during assessment period (1 year) ··························································26

Table 5.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ingredients ·······28

Table 6.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subgroup ········33



- iv -

그림 차례

Figure 1. Percentage of antibiotics prescribed ····························································3

Figure 2. Fluoroquinolone agents, prescribed in 2002 and 2013 ······························3

Figure 3. Flow chart ··············································································································13

Figure 4.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ingredients ··29



- v -

국 문 요 약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경 및 목적: 망막박리는 망막색소상피와 감각신경망망 사이가

분리되는 질환으로 망막박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성화 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키며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를 사멸시키는데 이로 인해,

후유리체 박리를 촉진시켜 망막박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에 의한 망막박리 발생위험에 대해 국내외의

선행연구가 있으나 선행연구 간 결과가 서로 상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복용 여부 복용 성분에 따른,

망막박리 발생위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약 년간의2002 2013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이다 년에 망막박리 진단 이력이 있는 환자 혹은 사망한 환자를. 2002

제외하였고 코호트 등록일 년 월 일 에 세 이상인 환자, (2003 1 1 ) 20

명에서 환자 대조군을 선정하였다 망막박리를 진단받은 환자748,409 - .

명을 환자군으로 선정하고 성별 연령 찰슨동반질환지수5,842 , , , (Charlson

를 고려하여 로 매칭한 명을 대조군으로comobidity index) 1:5 2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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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코호트 등록일로부터 망막박리35,046 .

발생일 이전까지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사용 이력이 있는 환자를 항생제

사용군으로 하고 비복용군 대비 망막박리 발생위험을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오즈비(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Odds

로 평가하였다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각 성분의 망막박리raio) .

발생위험을 확인하였으며 변수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항생제 복용과,

망막박리 발생위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당뇨 근시 백내장 수술 이력을 통제 변수로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 ,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1.15 (95% CI: 1.08-1.23)

였다 망막박리 이전 년 간의 항생제 복용 여부로 평가한 결과 비복용군에. 1 ,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 였다 항생제1.26 (95% CI: 1.17-1.36) .

성분별 분석 결과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토수플록사신이 비복용군, , ,

에 비해 각각 배 배1.09 (95% CI: 1.01-1.18), 1.15 (95% CI: 1.05-1.26), 1.68

배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5% CI: 1.35-2.10) .

결론: 본 연구는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위험

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항생제 각 성분별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항생제의 망막박리 발생에 대한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

서는 추후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플루오로퀴놀론계 망막박리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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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망막박리는 망막과 망막색소상피세포 사이의 생리적인 힘의 균형이 깨져 망

막아래에 액체가 생기고 그로 인해 망막색소상피와 감각신경망막이 분리되는

질환이다 망막박리는 크게 열공성 견인성 삼출성 망막박리로 분류된다 열. , , .

공성 망막박리는 주로 주변부 망막의 전층열공과 함께 열공을 통해 안구 내의

액체나 액화된 유리체액이 망막 아래에 유입되어 망막박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망막의 열공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생길 수 있다 박종률 김성두( , ,

윤일한 최성원 김광수 김유철 견인성 망막박리는 망막 표, 2002; , , , 2014).

면 또는 유리체 위의 증식성 막에 의한 견인으로 망막색소상피에서 감각신경

망막이 분리되어 일어나고 주로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Mishra and

삼출성 망막박리는 흔하지 않은 망막박리 유형으로 다양Tripathy, 2020). ,

한 망막 및 맥락막 질환에서 나타나며 망막 아래 체액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망막박리이다 일반적으로 열공(Shan et al., 2020; Poulsen et al., 2016).

성과 견인성 망막박리는 외과 수술을 요한다(Shan et al.,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망막박리로 병원을 찾은 환자,

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규모2015 66,063 2019 93,032 .

인구 기반 연구에서 망막박리는 연간 발생률이 명 당 명이며 백인과10,000 1 ,

아시아계의 발생률은 비슷하였고 흑인의 발생률은 그보다 낮았다, (Kang and

Luff, 2008).

망막박리 종류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열공성 망막박리는 연간 명 당, 10,000

명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견인성 망막박6~18 (Pasternak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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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연간 명 당 명이 발생한다고 알려져있다100,000 1.25 (Mishra and

Tripathy, 2020).

플루오로퀴놀론은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항생제 중 하나로 항균 범위가 광,

범위하여 다양한 지역 사회 감염 치료에 효과적이다(Raguideau et al.,

다른 항생제들과 달리 자연에서 추출한 것이 아닌 화학적으로 합성한2016).

약제로 개발 초기에는 일부 그람음성군에만 사용하였고 부작용 및 내성발현, ,

에 관한 단점이 많아 비뇨기계 감염증에만 일부 사용되었다 년대에 들어. 80

구세대의 퀴놀론계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향상되고 부작용도 줄어들어 쓰임새

가 다양해졌다 신경미 김동수( , , 2003).

몇몇 어린 동물종에서 체중부하부위의 관절병증 뼈연골증을 유발하고 임부, ,

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국내 의약품 적정사용평가, (Drug

에서는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세 미만 소아에서의 사utilization, DUR) 18

용을 금기하고 특정연령대금기 임부의 사용을 금기 임부금기 등급 하였다( ), ( 2 ) .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로 평균26.5 DDD(Defined daily dose) OECD

보다 높고 처방된 항생제 중 가 차 항생제 세팔로스포린 퀴18.5 DDD , 34.3% 2 ( ,

놀론 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년부터 년까지의 국) ( , 2020) <Figure 1>. 2002 2013

내 항생제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처방은 전체 항생

제 처방량의 를 차지하였다 또한 년 명 일에서9~11% . 2002 1.445 DDD/1,000 /

년 명 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플루오로퀴놀론 계2013 2.565 DDD/1,000 / .

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은 년을 기점으로 달라졌으며 년부2009 , 2002

터 년까지 오플록사신 이었고 년부터 년까지는 레보2009 (Ofloxacin) , 2010 2013

플록사신 의 처방이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Levofloxacin) ( ,

2016)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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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rcentage of antibiotics prescribed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0)

Figure 2. Fluoroquinolone agents, prescribed in 2002 and 2013.

(DDD/1,000persons/da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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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망막박리의 발생에 대해 명확히 알

려진 기전은 없으나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성화,

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키며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를 사멸시킨, ,

다 때문에 콜라겐의 분해는 후유리체 박리를 촉진시켜 망막박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Pasternak et al., 2013).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과 망막박리 발생위험을 평가한 선행 연구에

서는 서로 결과가 상이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약물의 복용 용량과 성분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규모 코호트 연구.

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경구용 플루오로퀴놀,

론계 항생제의 복용 여부 복용 성분에 따른 망막박리 발생 위험도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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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2002~2013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 항생제 성분에 따른 망막박리 발생 위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생제 복용군과 비복용군의 동반질환의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셋째 각 항생제 성분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넷째 하위집단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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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 고찰

가. 망막박리 발생 위험요인

망막박리는 망막색소상피세포로부터 망막아래의 액체에 의해 신경망막이 분

리되는 것이다 망막이 떨어지면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망막이 손상.

을 입게된다 또한 망막이 떨어졌다 붙을 때 원래 자리와 다르게 붙게 되고. ,

이는 망막에 초점이 맞지 않게 되어 시력이 떨어진다 망막박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 있다 이진학 등(Kanski JJ, 2005; , 2008).

열공성 망막박리는 동적인 유리체망막견인과 주변 망막의 망막변성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한다 열공성 망막박리가 생기면 중심 시야를 포함하여 주변부.

시야 결손을 인지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갑자기 눈앞이 번쩍거리는 광시증. ,

검정색 물체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 검은 커튼이 시야를 가리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열공성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

무수정체안이 있다 유리체 소실이 있었던 수술 후 망막박리의 위험이 높고. ,

주변부의 위험성이 없는 작은 원공도 백내장 수술 후에 망막박리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근시에서도 망막박리가 발생하기 쉽고 가족력이 있다면 발생위. , ,

험이 높다(Kanski JJ, 2005).

등 도 망막박리의 위험 요인은 근시 외상 당뇨병 백내장Polusen (2016) , , ,

수술 과거력 등이 있고 남성과 노인에서 위험이 더 높다고 기술하고 있다, .

근시는 후유리체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근시안의 얇은 망막에 열공이

더 쉽게 발생될 수 있다 최성원 김광수 김유철 노화에 의한 망막박( , , , 2014).

리는 세 사이에 세 사이에는 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60-69 11%, 80-89 46%

고 세 이상에서의 망막박리 발생은 세 미만보다 배 많다는 연구가, 60 30 17~20

있었다 이는 노화하면서 유리체 액화에 의해 후유리체(Mitr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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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후유리체박리는 세 사이에는. 45-65 16%,

세 이상에서는 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성원 김광수 김유철65 41% ( , , ,

2014).

삼출성 망막박리는 맥락막모세혈관에서 나온 망막아래 액체가 손상된 망막

색소상피를 통해여 망막아래 공간으로 도달한다 유리체망막견이이 없어 섬광.

은 없으나 비문증은 올 수 있다 시야결손이 갑자기 발생하고 급속히 진행된.

다 위험요인으로는 맥락막 종양 외성장 망막모세포종 하다라병. , ,

후공막염 망막하신생혈관 심한 고혈압(Vogt-Koyanagi-Harada syndrome), , ,

등이 있다 하다라병은 유전적 소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Kanski JJ, 2005).

로 일반적으로 안구 내 염증을 유발하고 망막색소상피의 변화를 초래한다

(Shan et al., 2020).

견인성 망막박리는 당뇨병성 망막증과 같이 증식성 막이 망막색소상피에서

망막을 당기는 증식성 망막증에서 나타난다 망막 견(Poulsen et al., 2016).

인이 점차적으로 발생하고 급성 후유리체박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광시증과

비문증은 없다 시야 결손이 천천히 진행되며 길게는 수년 동안 변화하지 않.

을 수 있다 견인성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증식성유리. ,

체망막병증 미숙아망막증 겸상적혈구망막병증 관통성 후부 외상 등이 있다, , ,

(Kanski JJ,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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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생제 복용과 망막박리 발생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과 망막박리 발생의 연관성을 평가한 선행 연

구들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등 이 덴마크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플루오Pasternak (2013)

로퀴놀론계 항생제의 망막박리 위험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에피.

소드 단위로 분석하여 플루오로퀴놀론계 에피소드와 비복용 에피소드를 비교

하였다 수술 받은 환자만을 망막박리 발생으로 한 민감도 분석과 성향점수.

매칭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ropensity score matching) .

등 은 홍콩과 대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 대조 환자군 연구Chui (2014) -

를 수행했다 그 결과 연령 당뇨병(Self-controlled case series study) . , ,

과거력 및 백내장 수술력을 보정했을 때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망막박리

발생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등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를 이용하여 년부터Choi (2018) DB 2002

년 사이에 안과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망막박리 수술을 받은 환자군2013

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소득수준 거주, , , ,

지 안과 방문 횟수 당뇨 근시 등을 보정 후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망, , ,

막박리 위험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등 은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가 망막박리Etminan (2012)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 (Nested

으로 수행된 이 연구는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일 이내에 망case-control) , 14

막박리 관련 수술을 받은 환자를 환자군으로 정의하고 대조군은 환자군의 망,

막박리 발생 시점에 망막박리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Density

망막박리 발생으로부터 년 이전의 항생제 사용 여부를 확based sampling). 1

인하여 분석한 결과 나이 성별 백내장 근시 당뇨 처방 횟수 안과 방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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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를 보정하고 플루오로퀴놀론계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위험

이 높았고 특히 현재 복용군 의 망막박리 발생 위험이 높게, (Current user)

나타났다.

등 은 프랑스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년부터 년Raguideau (2016) 2010 2013

사이에 망막박리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교차연구(Case-crossover

를 수행하였다 성분별 분석에서는 레보플록사신만이 유의하게 망막박study) .

리 위험을 높였고 노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로메플록사, , , ,

신 목시플록사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망막박리 유형별 분석에서, .

는 열공성과 삼출성 망막박리가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에 유의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 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와 콜, Yu (2019)

라겐 관련 부작용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는데 추적관찰 기간이 일 이하인, 30

연구를 대상으로 한 민감도 분석과 추적관찰 기간이 일 초과 일 이하인, 30 365

연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고 발표하였다.

베타 락탐 항생제를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비교 약물로- (Beta-lactam)

설정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등 은 영국의 의료 데이터베이스, Eftekhari (2014)

에 등록된 환자들 중 경구용 플루오로The Health Improvement Network(THIN)

퀴놀론계 항생제 혹은 경구용 벡타 락탐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 (Beta-lactam)

자를 대상으로 망막박리 발생 위험을 확인한 결과 베타 락탐 항생제 복용군, -

에 비해 플루오로퀴놀론계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 위험은 유의하게 높지 않

았다.

등 은 미국의 미네소타주 옴스테드 카운티Kapoor (2014) (Minnesota)

의 환자 자료 를 이용(Olmsted County) Rochester Epidemiology Project(REP)

하여 플루오로퀴놀론계 베타 락탐계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 , (Macro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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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자의 망막박리 발생을 확인하였다 세 군의 항생제 복용자에서 망막박리.

치료를 받은 환자 비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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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 이하 를 활(Data base, DB)

용하였다 해당 자료의 표본은 년부터 년까지 약 년간의 청구자료. 2002 2013 12

를 대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는 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 DB 2002

료급여수급권자 외국인 제외 를 성별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총 개층에( ) , , 1,476

서 층화 추출하여 약 만 명을 대상으로 구축한 코호트 자료이다100 (cohort) .

연도별 사망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자는 코호트에서 자연 탈락되고 연,

도별 모집단 신생아 대표 표본은 신규로 추가된다.

표본코호트 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요양기관 로 구성되어 있DB DB, DB, DB, DB

다 자격 는 코호트에 포함된 환자의 기초 정보로 대상자의 성 연령대 등. DB ,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장애 사망관련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 는 의료행, . DB

위에 대한 자료로 의과 보건기관 치과 한방 약국 자료에 대한_ (T1), _ (T2), (T3)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교부상세내역 테이(20t), (30t), (40t), (60t)

블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검진 는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DB

및 행태관련 자료이며 요양기관 는 요양기관 정보 종별 설립구분별 지역, DB ( , , ,

시설 장비 인력관련 자료 를 담고 있다, , ) .

본 연구에서는 자격 와 진료 의 의과 보건기관 의 명세서 진료DB DB _ (T1) (20t),

내역 상병내역 처방전교부상세내역 과 약국 의 명세서(30t), (40t), (60t) (T3)

진료내역 을 이용하여 환자가 처방받은 약물과 진단 상병을 확인(20t), (30t)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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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년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에 등록된 명2002~2013 DB 1,025,340

에서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의 연구방법에 적절하게 선정하였다 년에 망- . 2002

막박리 진단 이력이 있는 환자 명을 제외하였고 동일기간에 사망자는 없672 ,

었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소아에서 처방이 금기되고 있으므로 코호트.

등록일 년 월 일 에 세 이상인 명 중 망막박리 환자군과 대(2003 1 1 ) 20 748,409

조군을 선정하였다.

망막박리를 진단받은 환자 명을 환자군으로 하였다5,842 . 대조군은 환자군

의 망막박리 진단 시점에 망막박리를 진단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Incidence density sampling). 매칭변수로는 성 연령대 동반질환지수, ,

이하 를 활용하였다 매칭 비율은 환자군(Charlson comobidity index, CCI) .

명 당 명의 대조군을 선정하였고 가 아닌 로 매칭된 명 으로1 5 , 1:5 1:1 1 , 1:3

매칭된 명은 제외하지 않았다1 .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환자군 명 대조군 명으로 총5,842 , 29,204

명이었다35,046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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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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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가. 종속 변수

결과변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서 망막박리 및 망막의 열공(KCD) H33( )

으로 정의된 망막박리이다 연구대상자의 상병내역 에서 해당 진단명이. (40t)

있는 명세서를 대상으로 하며 주 부상병의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한다, ߴ.

의 세부코드로는 열공성 망막박리 망막층간 분리 및 망막H33 H330( ), H331(

낭종 망막의 열공이 없는 망막박리 상세불명의 망막의 열공), H332( ), H333( ),

망막의 견인박리 기타 망막박리 가 있다H334( ), H335( ) .

나. 관심 변수

관심 약물로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를 대상으로 하였고 약물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 의 해부학적 치료학적 화학적 분류(WHO) (Anatomic

이하 코드를 활용하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code, ATC)

였다 에서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 은 로 정의. ATC (Fluoroquinolones) “J01MA”

된다.

년부터 년까지 국내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약물을 대상으로 하였고2002 2013 ,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에서 진료내역 및DB (30t) 처방전교부상세내역(60t)의

분류코드에서 해당 약물의 처방여부를 확인하였다 분류코드 변수의 약품코드.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파일의 성분별 주성분코드를 활용하였다 <Table

1>.

코호트 등록일부터 망막박리 발생일 이전까지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

생제를 한 번이라도 처방받은 환자를 항생제 복용군으로 정의하였고 항생제,

를 한 번도 처방받지 않은 환자는 비복용군으로 정의하였다 망막박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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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코호트 등록일부터 매칭된 환자군의 망막박리 발생,

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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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Principle

component code
ATC code Dosage (g)

ciprofloxacin 134101ATB J01MA02 0.1

ciprofloxacin 134103ACH J01MA02 0.25

ciprofloxacin 134103ATB J01MA02 0.25

ciprofloxacin 134105ATB J01MA02 0.5

ciprofloxacin 134105ATR J01MA02 0.5

ciprofloxacin 134108ATR J01MA02 1

ciprofloxacin 134109ATB J01MA02 0.75

enoxacin 152001ATB J01MA04 0.1

enoxacin 152002ATB J01MA04 0.2

levofloxacin 183201ATB J01MA12 0.1

levofloxacin 183202ATB J01MA12 0.25

levofloxacin 183203ATB J01MA12 0.5

lomefloxacin 184901ACH J01MA12 0.1

lomefloxacin 184903ATB J01MA12 0.4

lomefloxacin 184904ATB J01MA12 0.2

norfloxacin 203301ATB J01MA06 0.1

norfloxacin 203302ACH J01MA06 0.2

norfloxacin 203302ATB J01MA06 0.2

norfloxacin 203303ACH J01MA06 0.4

norfloxacin 203303ATB J01MA06 0.4

ofloxacin 203901ATB J01MA01 0.1

ofloxacin 203904ATB J01MA02 0.2

ofloxacin 203907ATB J01MA03 0.4

tosufloxacin 242201ATB J01MA22 0.15

tosufloxacin 242202ATB J01MA23 0.075

moxifloxacin 380301ATB J01MA14 0.4

balofloxacin 428901ATB J01MA 0.1

gemifloxacin 442901ATB J01MA15 0.32

Table 1. Principle component code of oral fluoroquinol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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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 변수

독립 변수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코호트 등록 당시 연령과 성별을 포

함하였으며 코호트 등록일 년 월 일 이전 년간의 과거력을 확인하여, (2003 1 1 ) 1

찰슨동반질환지수 이하 를 산출하였다 또(Charlson Comobidity Index, CCI) . ,

망막박리 발생의 위험요인인 당뇨 근시 백내장 수술 유무를 코호트 등록일, ,

로부터 망막박리 발생일까지 확인하였다.

연령 성별 는 매칭변수로 활용하여 망막박리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정, , CCI

하는데 이용하였고 당뇨 근시 백내장 수술 유무는 보정변수로 활용하였다, , , .

1) 연령대

연구대상자의 코호트 등록일 기준의 연령을 적용하였다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에서는 세 세를 세 단위로 그룹화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DB 0 , 1~84 5

환자 대조군 매칭 시에는 자료에서 제공된 연령대를 그대로 매칭 변수로 사용-

하고 매칭 후 세 단위의 개 범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10 7 .

2) 성별

주민등록 기준의 성별을 사용하였다.

3) CCI

등 은 의무기록자료를 토대로 년 사망을 잘 예측하는 개Charlson (1987) 1 19

질환을 선정하고 각 질환별 상대위험도를 근거로 점의 가중치를 부1, 2, 3, 6

여하고 이 가중치의 합이 가 되는 동반질환지수를 개발하였다 간질환 당CCI . ,

뇨 악성 신생물은 중증도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추후 의무기록, .

자료를 토대로 개발된 를 등 이 행정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CCI Quan (2005)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개 질환을 제시하였다 김경훈17 ( , 2016).

연구대상자의 코호트 등록일 이전 년간 를 산출하여 망막박리 환자군과1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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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의 매칭 변수로 사용하였다.

4) 당뇨

코호트 등록일부터 망막박리 발생일까지 당뇨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당뇨는.

진단코드 인슐린 의존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영양실E10( - ), E11( - ), E12(

조와 관련된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가), E13( ), E14( )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당뇨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진단 코드가 없,

는 경우 당뇨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5) 근시

코호트 등록일부터 망막박리 발생일까지 근시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근시는.

진단코드 근시 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근시가 있는 것으로 정의H521( )

하였고 진단 코드가 없는 경우 근시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6) 백내장 수술

코호트 등록일부터 망막박리 발생일까지 백내장 수술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백내장 수술은 처치코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모양체 평면부 수정체S5110( -

절제술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 낭외 또는 낭내 적출술), S5111( - ),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후발성 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 삽입S5112( - ), S5116(

술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일차 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 시- ), S5117( - [ ]),

인공수정체교환술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유화술 이 한S5118( ), S5119( - )

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진단 코드가 없는 경우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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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본코호트 에서- . DB

망막박리를 진단받은 환자군과 대조군을 의 비율로 선정하여 환자군의 항1:5

생제 복용과 대조군의 항생제 복용 정보를 분석하였다.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은 코호트 내에서 망막박리의 발생 시점의 대조군을- ,

선정하여 망막박리 발생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이다 대조군 선정 시.

에는 환자군의 질병 발생 시간을 고려하여 망막박리 발생 시점까지 해당 질병

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Incidence density

코호트 등록일부터 망막박리 발생 시점의 기간 으sampling). (Time at risk)

로 대조군을 선정함으로서 환자군과 대조군의 추적 관찰 기간을 일치 시켜,

를 제거한다Guarantee-time bias .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대 코호트 등록일 이전 년간의 를 고려하여, 1 CCI

대조군을 선정하였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오즈비 이하 를 산출했고 신뢰구간(Odds ratio, OR) , 95% (Confidence

및 유의확률 을 제시하여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interval) (P-value)

여부에 따른 망막박리 발생 위험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항생제 각 성분별 망.

막박리 위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분석으로 성별 및 연령군 망. ,

막박리 발생 위험 요인 유무에 따른 항생제 복용과 망막박리 발생 차이를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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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통계분석에는 SAS version 9.4 (SAS Institude Inc., Cary, NC,

와 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고 유의USA) R 3.6.0 . 5% ,

확률 이 보다 작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P-value)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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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총 명으로 남성 여35,046 50.2%,

성 이고 연령별 분포는 대 대 대 대49.8% 20 16.5%, 30 16.6%, 40 20.8%, 50

대 대 대 이상이 였다21.0%, 60 18.1%, 70 6.1%, 80 0.9% .

의 중앙값은 사분위수 범위는 이었으며 당뇨가 있는 환자는CCI 0, 1 , 21.8%,

근시가 있는 환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는 로 나타났다8.9%, 4.6% .

코호트 등록일에서 망막박리 발생일까지의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

한 사람은 였다45.5% .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를 이용하여 의 비율로 대조군을 선정하, , CCI 1:5

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 이고 연령별 분포는 대 대. 50.2%, 49.8% 20 16.5%, 30

대 대 대 대 대 이상이16.6%, 40 20.8%, 50 21.0%, 60 18.1%, 70 6.1%, 80 0.9%

로 일치하였다 두 군 모두 의 중앙값은 사분위수 범위는 이었다. CCI 0, 1 .

당뇨는 환자군 대조군 의 분포를 보였으며 근시는 환자군29.9%, 20.2% ,

대조군 였다 백내장 수술은 환자군 대조군 으로 모18.5%, 7.0% . 10.1%, 3.4%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value<.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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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35,046)

Case

(n=5,842)

Control

(n=29,204)
P-value

Antibiotic use, n, % 15,931 45.5 2,921 50.0 13,010 44.5 <.001

Sex, n, % 　 　

male 17,594 50.2 2,933 50.2 14,661 50.2 .

female 17,452 49.8 2,909 49.8 14,543 49.8 　

Age, n, % 　 　

20-29 5,790 16.5 965 16.5 4,825 16.5 .

30-39 5,802 16.6 967 16.6 4,835 16.6 　

40-49 7,302 20.8 1,217 20.8 6,085 20.8

50-59 7,346 21.0 1,225 21.0 6,121 21.0 　

60-69 6,354 18.1 1,059 18.1 5,295 18.1 　

70-79 2,142 6.1 357 6.1 1,785 6.1 　

80+ 310 0.9 52 0.9 258 0.9 　

CCI, median, IQR 0 1.0 0 1.0 0 1.0 .　

Comorbidity, n, % 　 　 　

diabetes 7,652 21.8 1,744 29.9 5,908 20.2 <.001

myopia 3,125 8.9 1,081 18.5 2,044 7.0 <.001

cataract surgery 1,596 4.6 591 10.1 1,005 3.4 <.001

Table 2. Baseline chara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by cas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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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생제 복용과 망막박리 발생위험 분석결과

가. 항생제 복용 여부에 따른 망막박리 발생위험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이었고 대조군, 5,842 2,921 ,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이었다 통제 변수를 보정하기 전의 위험29,204 13,010 .

도는 배 통제 변수를 보정한 후의 위험도는 배1.30 (95% CI: 1.22-1.38), 1.15

로 항생제 비복용군보다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더(95% CI: 1.08-1.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을 보정했을 때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 있는 환자의 망막박리 발,

생위험은 배 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1.82 (95% CI: 1.69-1.96) .

근시가 없는 환자에 비해 있는 환자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은 배2.84 (95% CI:

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은2.60-3.09) .

환자에 비해 수술을 받은 환자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은 배2.87 (95% CI: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2.54-3.25)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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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5,842)

Control

(n=29,204)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Antibiotic use, n, %

non-user 2,921 50.0 16,194 55.5 Ref Ref

antibiotic use 2,921 50.0 13,010 44.5 1.30 (1.22-1.38) 1.15 (1.08-1.23)

Comobidity

non-diabetic 4,098 70.1 23,296 79.8 Ref Ref

diabetes 1,744 29.9 5,908 20.2 1.95 (1.81-2.09) 1.82 (1.69-1.96)

non-myopia 4,761 81.5 27,160 93.0 Ref Ref

myopia 1,081 18.5 2,044 7.0 3.17 (2.92-3.44) 2.84 (2.60-3.09)

non-cataract surgery 5,251 89.9 28,199 96.6 Ref Ref

cataract surgery 591 10.1 1,005 3.4 3.78 (3.36-4.25) 2.87 (2.54-3.25)

Table 3.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antibiotic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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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막박리 발생 년 이전 항생제 복용 여부에 따른 망막박리 발생위험1

일 이하의 추적관찰 기간에서 망막박리 발생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는365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망막박리 발생 이전 년 이내의 항생제 복용을 살펴보1

았다 때문에 추적관찰 기간이 년 미만인 환자들을 제외하였다 환자군에서. 1 .

는 명이 제외되어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에서는 명이623 5,219 , 3,115

제외되어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26,089 .

망막박리 발생일 이전 년 내 항생제를 복용하였으면 복용자로 년 내 항1 , 1

생제를 복용하지 않았으면 비복용자로 분류하였다 환자군 명 중 항생제. 5,219

복용자는 명 대조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이었다 통1,228 , 26,089 4,777 .

제 변수를 보정하기 전의 망막박리 발생 위험도는 배1.39 (95% CI:

였고 통제 변수를 보정한 후의 위험도는 배1.29-1.49) , 1.26 (95% CI:

였다1.17-1.36)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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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5,219)

Control

(n=26,089)

Crude

OR (95% CI)

Adjusted
*

OR (95% CI)

Non-user, n, % 3,991 76.5 21,312 81.7 Ref Ref

Antibiotic use, n, % 1,228 23.5 4,777 18.3 1.39 (1.29-1.49) 1.26 (1.17-1.36)

* Multivariable model including diabetes, myopia, cataract surgery

Table 4.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antibiotic use during assessment period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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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생제 복용 성분에 따른 망막박리 발생위험

비복용군에 비한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성분별 망막박리 발생위험을 분

석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오플록사신 복용이 각각 명 명으로1,822 , 8,425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프로플록사신 복용이 환자군 명 대조군 명으, 1,053 , 4,399

로 많았다.

비복용군에 비해 망막박리 발생위험은 발로플록사신이 배0.89 (95% CI: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시프로플록사신은 배0.68-1.17) , 1.09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에녹사신은 배(95% CI: 1.01-1.18) . 0.93 (95% CI:

제미플록사신은 배 로 모두 통계적으로0.59-1.48), 0.64 (95% CI: 0.33-1.22)

유의하지 않았다 레보플록사신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은 배. 1.15 (95% CI:

로 유의하였다 로메플록사신은 배 목시1.05-1.26) . 0.84 (95% CI: 0.60-1.16),

플록사신은 배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르플1.24 (0.84-1.83) .

록사신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은 배 높았으며 오플록1.01 (95% CI: 0.90-1.13) ,

사신은 배 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토수플록사신의0.99 (95% CI: 0.93-1.06) .

망막박리 발생위험은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8 (95% CI: 1.35-2.10)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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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5,842)

Control

(n=29,204)

Crude

OR (95% CI)

Adjusted
*

OR (95% CI)

Non-user, n, % 2,921 50.0 16,194 55.5 Ref Ref

Antibiotic use, n, %

balofloxacin 64 1.1 335 1.1 1.15 (0.87-1.51) 0.89 (0.68-1.17)

ciprofloxacin 1,053 18.0 4,399 15.1 1.42 (1.30-1.54) 1.09 (1.01-1.18)

enoxacin 23 0.4 108 0.4 1.28 (0.81-2.04) 0.93 (0.59-1.48)

gemifloxacin 11 0.2 70 0.2 1.00 (0.52-1.92) 0.64 (0.33-1.22)

levofloxacin 815 14.0 3,144 10.8 1.51 (1.37-1.65) 1.15 (1.05-1.26)

lomefloxacin 45 0.8 228 0.8 1.15 (0.82-1.60) 0.84 (0.60-1.16)

moxifloxacin 37 0.6 115 0.4 1.99 (1.35-2.92) 1.24 (0.84-1.83)

norfloxacin 447 7.7 1,960 6.7 1.34 (1.20-1.51) 1.01 (0.90-1.13)

ofloxacin 1,822 31.2 8,425 28.8 1.27 (1.18-1.36) 0.99 (0.93-1.06)

tosufloxacin 122 2.1 303 1.0 2.39 (1.92-2.98) 1.68 (1.35-2.10)

* Multivariable model including diabetes, myopia, cataract surgery

Table 5.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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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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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생제 복용과 망막박리 발생위험의 하위집단분석

본 연구에서는 망막박리 발생의 위험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였는데 해당,

변수들에 따른 항생제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및 연령별 망막박리 발생 위험요인 유무별 하위집단을 구성하고 항생제 복, ,

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 때 하위집단으로 나누. ,

어진 변수 외 다른 변수들은 모두 통제 변수로 보정하고 진행하였다 <Table

6>.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환자군에서 명 대조군에서 명이었2,933 , 14,661

다 환자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이었고 대조군 명 중. 2,933 1,344 , 14,661

항생제 복용자는 명으로 환자군에서의 항생제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5,935 , .

남성에서는 항생제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1.12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95% CI: 1.02-1.23) .

여성은 환자군에서 명 대조군에서 명이었다 환자군 명2,909 , 14,543 . 2,909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이었고 대조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1,577 , 14,543

명으로 환자군에서의 항생제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에서는 항생7,075 , .

제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1.19 (95% CI: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1.08-1.30) .

전체 연구대상자 중 세 미만인 환자는 환자군에서 명 대조군에서65 4,992 ,

명이었다 환자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이었고 대조군24,956 . 4,992 2,484 ,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으로 환자군에서의 항생제 사용 비율24,956 11,079 ,

이 더 높았다 세 미만에서는 항생제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65

발생위험이 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1.17 (95% CI: 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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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 이상인 환자는 환자군에서 명 대조군에서 명이었다 환자군65 850 , 4,248 .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이었고 대조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850 437 , 4,248

명으로 환자군에서의 항생제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세 이상에서는1,931 , . 65

항생제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1.09 (95%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I:0.92-1.29) .

전체 연구대상자 중 당뇨가 없었던 환자는 환자군에서 명 대조군에서4,761 ,

명이었다 환자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 대조군27,160 . 4,761 1,891 ,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으로 환자군에서의 항생제 사용 비율29,204 9,502 ,

이 더 높았다 당뇨가 없었던 환자에서는 항생제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1.21 (95% CI: 1.12-1.31)

로 유의했다.

당뇨가 있었던 환자는 환자군에서 명 대조군에서 명이었다 환1,744 , 5,908 .

자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 대조군 명 중 항생제 복용1,744 1,030 , 5,908

자는 명으로 대조군에서의 항생제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당뇨가 있었3,508 , .

던 환자에서는 항생제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1.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95% CI: 0.86-1.16) .

전체 연구대상자 중 근시가 없었던 환자는 환자군에서 명 대조군에서4,761 ,

명이었다 환자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 대조군27,160 . 4,761 2,273 ,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으로 환자군에서의 항생제 사용 비율27,160 11,687 ,

이 더 높았다 근시가 없었던 환자에서는 항생제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1.16 (95% CI: 1.08-1.24)

로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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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가 있었던 환자는 환자군에서 명 대조군에서 명이었다 환1,081 , 2,044 .

자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 대조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1,081 648 , 2,044

는 명으로 대조군에서의 항생제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근시가 있었던1,323 .

환자에서는 항생제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1.12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95% CI: 0.81-1.56) .

전체 연구대상자 중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았던 환자는 환자군에서 5,251

명 대조군에서 명이었다 환자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28,199 . 5,251 2,490

명 대조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으로 환자군에서의 항생, 28,199 12,233 ,

제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았던 환자에서는 항생제 비.

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 높1.14 (95% CI: 1.07-1.22)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 환자는 환자군에서 명 대조군에서 명이었591 , 1,005

다 환자군 명 중 항생제 복용자는 명 대조군 명 중 항생제 복용. 591 431 , 1,005

자는 명으로 대조군에서의 항생제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백내장 수술을777 .

받았던 환자에서는 항생제 비복용군에 비해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24 (95% CI: 0.77-1.99) .



- 33 -

Case

(n=5,842)

Control

(n=29,204)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Male, n, % 2,933 14,661

non-user 1,589 54.2 8,726 59.5 Ref Ref

antibiotic use 1,344 45.8 5,935 40.5 1.28 (1.18-1.4) 1.12 (1.02-1.23)

Female, n, % 2,909 14,543

non-user 1,332 45.8 7,468 51.4 Ref Ref

antibiotic use 1,577 54.2 7,075 48.6 1.31 (1.20-1.43) 1.19 (1.08-1.30)

Under age 65, n, % 4,992 24,956

non-user 2,508 50.2 13,877 55.6 Ref Ref

antibiotic use 2,484 49.8 11,079 44.4 1.29 (1.21-1.38) 1.17 (1.09-1.25)

Over age 65, n, % 850 4,248

non-user 413 48.6 2,317 54.5 Ref Ref

antibiotic use 437 51.4 1,931 45.5 1.33 (1.13-1.57) 1.09 (0.92-1.29)

* Multivariable model including diabetes, myopia, cataract surgery

Table 6.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sub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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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5,842)

control

(n=29,204)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Non-diabetes, n, % 4,098 23,296

non-user 2,207 53.9 13,794 59.2 Ref Ref

antibiotic use 1,891 46.1 9,502 40.8 1.32 (1.22-1.42) 1.21 (1.12-1.31)

Diabetes, n, % 1,744 5,908

non-user 714 40.9 2,400 40.6 Ref Ref

antibiotic use 1,030 59.1 3,508 59.4 1.11 (0.96-1.29) 1.00 (0.86-1.16)

Non-myopia, n, % 4,761 27,160

non-user 2,488 52.3 15,473 57.0 Ref Ref

antibiotic use 2,273 47.7 11,687 43.0 1.25 (1.17-1.34) 1.16 (1.08-1.24)

Myopia, n, % 1,081 2,044

non-user 433 40.1 721 35.3 Ref Ref

antibiotic use 648 59.9 1,323 64.7 1.21 (0.88-1.66) 1.12 (0.81-1.56)

* Multivariable model including diabetes, myopia, cataract surgery

Table 6.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subgroup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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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5,842)

control

(n=29,204)

Crude

OR (95% CI)

Adjusted*

OR (95% CI)

Non-cataract surgery, n, % 5,251 28,199

non-user 2,761 52.6 15,966 56.6 Ref Ref

antibiotic use 2,490 47.4 12,233 43.4 1.22 (1.15-1.31) 1.14 (1.07-1.22)

Cataract surgery, n, % 591 1,005

non-user 160 27.1 228 22.7 Ref Ref

antibiotic use 431 72.9 777 77.3 1.25 (0.79-2.00) 1.24 (0.77-1.99)

* Multivariable model including diabetes, myopia, cataract surgery

Table 6. Odds ratios of retinal detachment incidence according to subgroup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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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년부터 년까지 약 년간의 청구자료를 대표, 2002 2013 12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이다 년에 망막박리 진단 이력이 있는 환자 및 사망 환자를- . 2002

제외하고 코호트 등록일 년 월 일 에 세 이상인 환자 명 중, (2003 1 1 ) 20 748,409

환자군 명 대조군 명을 선정하여 총 명을 연구대상자로5,842 , 29,204 35,046

하였다.

연령 성별 로 짝지은 환자 대조군을 대상으로 망막박리 발생의 위험요, , CCI -

인으로 알려진 당뇨 근시 백내장 수술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비복용군에, , ,

비해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통제 변수를 보정하기 전의 발생위험은 배 통제 변수를 보정한. 1.30 ,

발생위험은 배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1.15 .

계 항생제가 망막박리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는 등Raguideau (2016),

등 등 이 수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Daneman (2015), Etminan (2012)

다 망막박리 발생 이전 년간의 항생제 사용으로도 평가한 결과 비복용자에. 1 ,

비해 복용자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배 높았는데 이는 관찰기간이 년1.26 , 1

이하였던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이다(Shin et al., 2018; Yu et al.,

2020).

항생제 성분 중 가장 많이 복용한 성분은 오플록사신이었고 다음으로 시프,

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순이었다 이는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 . , ,

시플록사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국외와 다른 점이었다(Fife et al., 2014).

비복용군에 비해 망막박리 발생위험을 높이는 항생제 성분으로는 시프로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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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 레보플록사신 토수플록사신이 있었다 이 외의 성분인 발로플록사신, , . ,

에녹사신 제미플록사신 로메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에서는, , , ,

오즈비가 유의하지 않았다 베타 락탐 페니실린계. - (Beta-lactam) (Penicillin)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과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를 비(Amoxicillin)

교한 선행 연구에서 아목시실린에 비해 시프로플록사신의 망막박리 발생 위,

험이 약 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레보플록10.68 (95% CI: 3.28-34.82) ,

사신은 약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2.41 (95% CI: 0.76-7.68)

유의하지 않았다 노르플록사신의 망막박리 위험도는 배. 2.00 (95% CI:

로 높았다 반면에 아목시실린 복용 에피소드1.06-3.79) (Kuo et al., 2014). ,

와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복용 에피소드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플루오로퀴

놀론계 항생제의 모든 성분이 망막박리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2017).

년 월 기준 각 성분의 허가사항 효능 효과를 살펴보면 발로플록사신2020 12 ߴ,

은 단순 요로감염 골반내 감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고 시프로플록사신은 호, ,

흡기감염증 귀 코 인후감염 신장 요로감염증 등을 적응증으로 한다 제미플, , ߴ. ߴ ߴ

록사신은 만성호흡기 질환 폐렴 부비동염 중이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고, , , ,

레보플록사신은 만성기관지염 폐렴 복합요로감염 피부 및 연조직의 감염, , ,

등을 로메플록사신은 연조직염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을 적응증으로 한다, , , .

목시플록사신은 호흡기 감염 피부 및 연조직 감염 합병 복강내 감염 단순, , ,

골반 감염을 적응증으로 하며 노르플록사신은 중이염 급성단순신우신염 콜, ,

레라 등을 오플록사신은 피부 및 연조직의 감염 급성 중이염 폐렴 급성신, , , ,

우신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고 토수플록사신은 폐렴 중이염 신우신염 감염, , , ,

성 장염 담낭염 등을 적응증으로 한다 에녹사신은 모낭염 인후두염 감염, . , ,

성 장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였으나 년 월 일 허가취하되면서 이후 국2017 9 13

내 생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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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분별 화학 구조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플루오로퀴놀론계,

제재의 기본 구조에서 번 탄소에 피페라지닐기 를 붙인 에녹사7 (Piperazinyl)

신 노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은 간질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 ,

고 퀴놀론계의 이중고리구조의 번 지점에 할로겐 원자가 치환되면 광과민성, 8

피부발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Domagala, 1994; Akahane et al.,

신경미 김동수1989; , , 2003).

하위집단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세 미만 당뇨가 없었던 환자 근시가, , 65 , ,

없었던 환자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았던 환자에서 비복용군에 비해 항생제,

복용군의 망막박리 발생위험이 높았다 등 이 수행한 선행연구 결과. Kuo (2014)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 미만에서는 아목시실린에 비, 65

해 플루오로퀴놀론계 복용자의 망망박리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세65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당뇨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등 의 결과. Shin (2018)

에 따르면 백내장 환자에서 플루오로퀴놀론계 비복용 기간에 비해 복용 이후,

일을 제외하고 일 이상에서 모두 망막박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1-30 31

타났으며 백내장이 없는 환자에서는 일 기간 및 마지막 처방으로부터, 1-60

일 기간에서 망막박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1-60 .

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백내장 수술 여부로 소그룹을,

나누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적어 망막박리 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고려된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코호트 자료는 진료비 청구의 목적으로 수집된 행정 자

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상 실제 진단명이 아닌 다른 진단이 입력되었거나,

입력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검사를 받기 위해 입력한 진단과 확진된. ,

진단을 구분할 수 없으며 질병의 중증도나 증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

는다 때문에 망막박리 발생 위험요인 중 하나인 근시를 통제하는 데 있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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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우안의 시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단 코드를 통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지만 진단 코드로는 근시의 중증도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약제의 경우 해당 약제가 처방되었지만 실제 환자가 그 약을 복용했는지는,

알 수 없어 약물 복용 여부 및 복용 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도 환자 대조군 매칭 변수로 성별 연령 를 설정하고 통제 변수- , , CCI

로 당뇨 근시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한 다른 혼란변수의, ,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의 강점으로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를 고려하여 망막박리 발생 시점에 해당 질병이 발생하Guarantee-time bias

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 함으로써 환자 대조군(incidence density sampling) -

간 추적관찰 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편향 를 제거했다는 점이 있다(bias) .

또한 항생제 성분별 망막박리 위험을 볼 때 비복용군 대비 플루오로퀴놀, ,

론계 항생제 성분의 위험도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

든 성분을 고려하여 다른 성분을 보정했을 때의 각 성분별 망막박리 발생위험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가 망막박리 발생위험을 증

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향후 연구에서 망막박리의 분류별 경,

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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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복용이 망막박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로 년부터- , 2002

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망막박리 환자군2013

명 대조군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동5,842 , 29,204 .

반질환지수를 이용하여 환자군과 대조군을 매칭하였고 망막박리 발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통제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아래와(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

같다.

첫째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복용은 망막박리 발생을 높이는 영향이 있,

었다 추적관찰 기간이 년 이상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망망박리 발생일 이전. 1 ,

년간의 항생제 사용 여부를 평가한 분석에서도 항생제 복용은 망막박리 발생1

을 높이는 영향이 있었다.

둘째 년 가장 많이 처방된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오플록사, 2002~2013

신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이었다 망막박리 발생을 높이는 성분은 시, , .

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토수플록사신이었다, ,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가 망막

박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기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며 경구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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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Retinal detachment is a disease in which the retinal pigment

epithelium (RPE) and the neurosensory retina are separated, and the

number of patients visiting the hospital for retinal detachment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mechnism was suggested that fluoroquinolones

breakdown of collagen promoting posterior vitreous detachment and

leading to retinal detachment. There are several previous studies on

the risk of retinal detachment associated with using fluoroquinolones.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is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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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nal detachment according to the oral fluoroquinolone use and each

components.

Subject and Methods

This study is a nested case-control study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NHIS-NSC) for about 12 years

from 2002 to 2013. In 2002, patients with a history of retinal

detachment diagnosis or patients who died were excluded. Patients who

was under age 20 at cohort entry (2003.1.1.) were excluded. From

748,409 eligible participants, 5,842 patients diagnosed with retinal

detachment were selected as the case. 29,204 patients were selected as

a control using incidence density sampling. 5 were matcched to a case

by gender, age and Charlson Comobidity Index(CCI). Total study

population was 35,046. Use of oral fluoroquinolone was identified from

the date of cohort entry to the date of retinal detachment. The risk of

retinal detachment compared to the non-user group was evaluated by odds

ratio using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The association of

retinal detachment and each component was determin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luoroquinolones and the risk of retinal

detachment was analyzed according to subgroups.

Results

The effect of oral fluoroquinolone use on the incidence of retinal

detachment was OR 1.15(95 % CI: 1.08-1.23). As a result of evaluating

whether or not to take antibiotics for 1 year before ret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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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ment, the risk of retinal detachment in the user group was OR

1.26(95% CI: 1.17-1.36) compared to the non-user grou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each component, ciprofloxacin, levofloxacin, and

tosufloxacin were OR 1.09(95% CI: 1.01-1.18), 1.15 (95% CI: 1.05-1.26),

1.68(95% CI: 1.35-2.10) compared to the non-user group, respectively.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oral fluoroquinolone antibiotics increased

the risk of retinal detachment and determined the association with

each component and retinal detachment. However,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antibiotics on the incidence of retinal detachment, detailed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Keyword: Fluoroquinolone, Retinal detachment, Nested case-contr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