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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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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약품 안전성 정보•••

·Case Report

수텐®캡슐 (수니티닙말산염)

만화로보는 ADR

수
 텐® 치료를 받은 암환자 중 턱뼈괴사 사례가 보고 되었음 : 이 중 다수는 수텐® 복용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주사를 투여 받았음
수텐® 치료는 턱뼈괴사 발생의 추가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수텐®과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병용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턱뼈괴사 발생 위험이
고려되어야 함
수텐® 치료 전 치과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과적 예방치료가 고려되어야 함. 수텐® 치료 이전 또는
병용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주사를 투여 받은 환자는 가급적 외과적 치과수술을 삼가야 함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는 해당 약품에 대하여 국외 조치사항 등을 참고로
허가사항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동 내용에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조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 KFDA, 22/DEC/2010 -

안제메트®주사 (돌라세트론)
최근 美FDA에서는 구역·구토 예방 및 치료제인 돌라세트론(dolasetron) 주사제에
대하여, “심장박동이상(abnormal heart rhythm) 위험증가”를 근거로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제품 라벨에
동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美FDA가 제조업자에게 요구한 QT연장 평가 연구 결과는 다음(2~3면)에 다루었다.
이에 KFDA에서는 이에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해당품목의 안전성 자료 등 허가변경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KFDA, 22/DEC/2010 -

소마트로핀 제제
최근 유럽의약청(EMA) 및 美FDA는 프랑스에서 발표된 “소아기에 ‘소마트로핀 제제’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역학연구” 결과에 따라 소아기 성장부전 치료제 “소마트로핀
제제”의 사망률 증가 위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프랑스 전역에서 동 제제를 투여 받았던 약 7,000명의 청년층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
(프랑스 전체인구집단)에 비해 “소마트로핀 제제”를 투약했던 환자의 사망률이 약 30%
높았으며, 사망률 위험은 허가용량보다 과량 투여 시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소마트로핀 제제”로 32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사망률에 관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KFDA는 동 위험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 시 허가사항 변경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KFDA, 27/DEC/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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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이상

< 의약품 안전성 서한 >

최근 스위스 SWISS MEDIC에서는 항악성 종양제로 허가된 수니티닙 말산염(sunitinib
malate) 제제에 대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하거나 동 제제의 투여경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할 경우 턱뼈괴사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음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다.

내용

※ ADR : Adverse Drug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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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zemet 사용과 관련된 심장박동이상
아주대학교병원 약제팀 전 하 진
美FDA는 환자와 의료전문가들에게 Anzemet(dolasetron mesylate) 주사가 더 이상 소아와 성인의 항암요법과 관련된 오심·구토
(Chemo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 이하CINV)의 예방에 사용될 수 없음을 발표하였다. 새로 제시된 데이터는 Anzemet
주사가 때때로 치명적일 수 있는 심장박동이상(torsade de pointes)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zemet는 용량
의존적으로 심전도상의 QT, PR, QRS 간격을 연장시킨다.
CINV에 대한 사용 금기는 Anzemet의 (미국 내) 허가사항에 추가되었다. Anzemet 주사는 수술 후 오심·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에 사용되는 낮은 용량에서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 및 심장박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PONV의 예방과
치료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
심장박동이상 유발 위험이 경구 형태가 주사보다 적기 때문에 Anzemet 정제는 CINV 예방에 사용될 수 있으나 Anzemet의 (미국 내)
허가사항에 이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가 추가되었으며, PONV 예방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오심·구토는 항암요법과 전신마취수술의
흔한 부작용이다.

Drug Safety Communication 요약
美FDA는 Anzemet가 때때로 torsade de pointes와 같은 치명적인 심박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QT 연장을 일으킨다는 심혈관계 위험을
경고했다. 이전의 Anzemet 허가사항에는 ECG 간격 변화(PR, QT, QRS 연장)에 대한 경고와 심전도 간격(특히 QT)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주의가 허가사항의 “약물유해반응” 항에 실려있었지만, 이전의 자료는 QT연장의 정도를 확립하지는 못했다.
FDA는 성인에서 QT 연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제조업자에게 권장하였다. 소아 대상 임상시험은 소아인구에서 심박수의 넓은
범위에 따라 QTc 간격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다. QTcF 간격에 대한 IV Anzemet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80명의 건강한
성인에서 이중맹검, 위약과 활성대조군(moxifloxacin 400mg QD), 교차디자인으로 Day 4에 24시간동안 14번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Baseline 이후 placebo와의 QTcF의 최대평균차(95% 신뢰상한값)는 IV Anzemet 100mg, IV Anzemet 300mg(치료 초과용량)에서 각각
14.1 (16.1) ms(milisecond), 36.6 (38.6) ms로 나타났다.
PR과 QRS 간격 연장은 Day 4에 Anzemet를 투여 받은 피험자들에게 나타났다. PR에 있어서 placebo와의 최대평균차(95% 신뢰상한값)
는 IV Anzemet 100mg, IV Anzemet 300mg에서 각각 9.8 (11.6) ms, 33.1 (34.9) ms였다. 노출-반응 분석에 근거하면, QT, QRS, PR 간격
연장은 Anzemet의 활성대사체인 hydrodolasetron의 높은 농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심각한 비정상 심장박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군은 구조적인 심장 기저질환과 기존에 비정상적 전도 체계를 가진 환자, 노인, 동결절
기능부전증후군·느린 심실 반응을 보이는 심방세동·심근허혈을 가진 환자, PR(verapamil 등)과 QRS(flecainide 또는 quinidine) 간격 연장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QT 연장이 발견되었다. 소아 환자에서의 QT 연장이 Anzemet IV 제형의 약동학 정보에서
예측되었는데, 이 simulation에 의하면 CINV의 치료용량으로 (1.8mg/kg) IV Anzemet 투여된 소아환자에서 예측된 QTcF 간격 평균(90%
신뢰구간)은 22.5ms (21.1~23.9 ms)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ONV의 낮은 용량(0.35mg/kg)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ICH) E14 Guideline에서는 평균 QT/QTc 간격을 20ms 이상 연장시키는 약물들이 이후에
부정맥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킴을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는 Anzemet가 Torsade de pointes와 같은 심각한 비정상리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QT 연장을 용량의존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요약해서 Anzemet는 QT, QRS, PR 간격 연장을 통해 심장의 전기적인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비정상적인 심장리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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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는다. 약물 노출이 늘어날수록 QT 연장의 위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Anzemet 주사는 구토유발성의 항암요법과 관련된 오심·구토 예방에
미국에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적응증은 Anzemet의 미국 허가사항에서 삭제되었고, 금기에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추가되었다. Anzemet 경구, 주사제 형태
모두 심장의 전기적 운동에 영향을 미쳐 비정상 심장리듬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강한 경고가 허가사항에 반영되었다. 선천적 긴 QT
증후군(Congenital long QT Syndrome)을 가진 환자와 비정상 심장리듬으로 발전될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울혈성
심부전 환자나 느린 심박수를 가진 환자, 노인, 신부전환자에서는 심장리듬 모니터링(예 : ECG)이 요구된다. Potassium, Magnesium이
비정상일 경우 Anzemet 치료 시작 전에 교정되어야 하며, 투여 후에도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저칼륨혈증이나 저마그네슘혈증의 위험을 가진
환자는 Anzemet가 투여되는 동안 ECG가 모니터 되어야 한다.

환자를 위한 추가 정보
주치의와 상담 없이 Anzemet 투여를 중단하지 말 것.
Anzemet와 관련된 모든 의문사항을 주치의와 상담할 것.
Anzemet 투여 후 심장박동이상 또는 빈맥, 숨가쁨, 어지러움, 실신 등이 나타난 경우 즉시 치료 받을 것.
어떤 부작용이든지 이지드럭(http://ezdrug.kfda.go.kr)을 통해 보고할 것.

의료전문가를 위한 추가 정보
Anzemet 주사를 투여 받은 일부 환자들에게서 심장박동이상인 Torsade de pointes가 보고됨.
Anzemet는 선천성 QT간격 연장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하지 말 것.
저칼륨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은 Anzemet 투여 전 교정되어야 하며, 전해질을 모니터링할 것.
Anzemet를 투여하는 울혈성 심부전, 서맥, 기저심장질환 환자, 노인, 신부전 환자는 심전도 (ECG)를 모니터링할 것.
신기능 부전, 간기능 부전, 노인 환자에 있어 용량 조절은 불필요함.
Anzemet는 용량 의존적으로 PR과 QRS 연장을 일으킬 수 있음. PR(verapamil 등), QRS(flecainide 또는 quinidine 등)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는 약물과는 병용을 피할 것.
Anzemet 투여 중 비정상적인 심박수 또는 심장 운동의 징후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전문과와 상의할 것을 환자에게 알릴 것.

Case Report
아주대학교병원 지역약물감시센터 예 영 민
47세 여자 환자가 내원 6일 전 옻닭을 먹고 난 뒤 어깨와 사타구니에 피부발진,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내원 1년 전에도 옻닭을
먹고 3일 후부터 피부발진,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투여 후 호전되었다고 한다. 내원 전 개인의원에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를 투약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홍반성 발진이 점차 안면, 체간, 사지로 퍼지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 홍반성 반위에 농포가
형성되었으며 고열, 오한,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어 본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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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Report
옻닭 이외에 복용 중인 약물은 없었으며, 금번에는 옻닭을 먹고 나서 1시간 후부터 발진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혈압은 130/80mmHg, 맥박 100회/분, 호흡 21회/분, 체온 38.3℃ 이었다. 내원 당시
전신에 융합 양상을 보이는 홍반성 반과 홍반성 반 위로 2∼3 mm 크기의 작은 표재성 비모낭성 농포가
안면 및 체간에서 관찰되었다. 경부에서 림프절 종대가 촉진되었고 구강 점막에 궤양이 발견되었다.
백혈구 16,100/㎕ (3,900~9,700/㎕), 호중구 분획 81.2 % (33.0~74.0%) 로 증가되어 있었다. 간기능
검사에서 AST 70U/L (5~40U/L), ALT 145U/L (8~41U/L)로 증가된 소견이었으며, CRP 4.13㎎/㎗
(0.02~0.80㎎/㎗)로 증가되어 있었다. 요 검사 및 신기능 검사는 정상이었다. 혈청 총 IgE 38 KU/L (0~114
KU/L)로 정상이었고, A형 및 B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검사 결과 음성 소견이었다.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cute generalized exanthematous pustulosis, AGEP)으로
진단하였고, 입원 후 전신스테로이드 및 항히스타민제 등의 치료 중 발열과 농포가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중단하고 수액요법 등 보존적 치료 후 입원 10일째 경과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AGEP의 진단은 ➊ 넓게 퍼진 부종성 홍반 위에 나타나는 다수의 작은 비모낭성 농포, ➋ 조직학적인 변화, ➌ 발열, ➍ 말초혈액의
호중구치 상승, ➎ 증상의 발생 및 호전이 빠르다는 특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 점수에 따라 ≤0 : no AGEP, 1~4 : possible, 5~7
probable, 8~12 : definite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본 증례를 평가한 결과 definite(EuroSCAR Score 9)로 평가되었다. AGEP는
1980년 Beylot 등이 처음 명명한 질환으로 광범위한 전신성 홍반성 발진 위에 비모낭성의 5mm보다 작은 표재성 농포가 동반되는 피부
병변과 38℃ 이상의 발열, 림프절 종창 등의 전신 증상, 말초혈액 내의 호중구 증가 및 저칼슘혈증이나 저알부민혈증 등의 검사실 소견,
급격한 발병과 대개 15일 이내의 빠른 호전을 보이는 임상경과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임상양상을 통해 AGEP를 진단하고, 원인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90% 이상의 환자에서 약물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며, 베타락탐계, 마크로라이드계 또는 퀴놀론계 등 항생제에 의한 경우가 흔하지만,
드물게 Ibuprofen, hydroxychloroquine, 방사선 조영제에 의한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한약, 옻 등도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에서 옻은 가구, 바닥, 장신구를 꾸미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옻은 닭이나 오리등과 함께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진액 등의 건강식품, 또는 소화성 궤양에 대한 치료제 등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 증례에서와 같은 AGEP와 접촉성
피부염 등에 대한 증례보고가 있었다.
AGEP는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을 중단하면 평균 15일 이내로 호전될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문헌에 따라 약 5%의 사망률이 보고된 바 있는 중증피부과민반응에 해당된다. 중증 피부질환 중 비교적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흔한
점을 고려할 때 항상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는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타 소양증을
완화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지만 병의 경과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GEP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물질을 찾아내고, 즉시 제거하는 것이다. 약물 외에도 한약재, 옻닭 등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강보조식품들도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약물감시센터에서는 이러한 건강보조식품, 한약 등에 의한
이상반응 보고도 접수하여 평가 및 관리하고 있다.

12월 우수 보고자

*

2010년 12월 아주대학교병원 지역약물감시센터 원내 약물유해반응 보고자중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순환기
내과 최병주 교수, 내과 반가영 전공의, 내과 김영집 전공의가 우수 보고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보고자
중 도병원약국의 유수정 약사가 우수 보고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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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31) 219-5685

E-mail adr@ajou.ac.kr

http://hosp.ajoumc.or.kr/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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