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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투여가 시작되었

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좀처

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투여로 인한 코로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제의 개발도

여전히 시급합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주로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치료제

개발이 시도 되었습니다. 이 방

법은 기존 안전성은 확인 했으

나 효능이 충분하지 못했던 약

물을 코로나 치료제로서 검토

하거나, 다른 용도의 약품을 코

로나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입

니다.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칼레트라, 덱사메타

손이 그 예인데, 에볼라 바이러

스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

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된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

령이 직접 복용하며 극찬했던

하이드록시클로르퀸은 코로나

19 치료제로서 사용에 실패한

약물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치

료제의 개발과 현황에 대해서

리뷰 합니다.

COVID-19 치료제 개발과 현황

글. 권영아 약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개요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작용 기전에 따

라 크게 ‘항바이러스제’와 ‘면역조절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제

거하는 의약품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허가받은 ‘렘데시비르(베클루리주)’와 허가심사중인 ‘CT-

P59(렉키로나주)’가 대표적입니다. 면역조절제는 면역작용을

조절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면역작용과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밝혀지면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작용 기전

항바이러스제는 몸 속으로 유입된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

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작용을 약화시킵니다. 바이

러스의 감염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 몸 안으로 유입된 바이러스

가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세포 안으로 침투하게 됩

니다. 세포 안에서 많은 수의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세포 밖으로 다시 나와 다른 세포

에 침투하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이러한 과정 중 바이러

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경로를 막거나 세포 안에서 유전물

질을 만드는 증식과정을 차단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냅니다.



< COVID-19 치료제 작용 부위>

항바이러스제 현황

① Remdesivir(렘데시비르) :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FDA로부터 응급허가를 받은 최초의 약물로

서 바이러스 유전자에 약물이 삽입되어 복제를 차단합니다. 에볼라 및 C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로

테스트 되어 결과가 좋지 않았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의 회복시간을 15일에서 11일 수준

으로 감소시킴이 확인되었습니다.

② Favipiravir(파비피라비르) :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약물로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복

제 능력을 차단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소규모 연구가 있으나, 보

다 대규모의 정밀한 임상실험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DCGI에서 파비

피라비르를 COVID-19 치료제로 긴급 승인하였고, 일본에서는 20년 12월 승인 보류하였다가 21년 4

월 임상 재실시에 착수 하였습니다.

③ Molnupiravir(몰루피라비르) :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약물로서(이전 명칭 MK-

4482/EIDD-2801), 세포 및 동물연구에서 COVID-19 대응에 유망한 결과를 보였으며, MSD가 국내

에서 2~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21년 3월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약효가 있다는

예비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④ Recombinant ACE-2(재조합 ACE-2)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ACE-2 단백질에 결합하므로, 유인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적인 ACE-2 단백질을 제작하여 코로나바

이러스를 취약한 세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컨셉의 약물입니다. 재조합 ACE-2는 세포실험에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였으나, 동물 및 사람에서의 결과가 부족하여 아직 기대하기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⑤ 카모스타트 메실산염(Camostat Mesilate) : 췌장염 치료제로 개발된 단백분해효소저해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데 필수적 생체물질인 '프로테아제 TMPRSS2＇의 활동을 억제함이 밝혀졌

습니다. 21년 4월에는 영국 변이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까지 억제 한다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

다. 대웅제약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연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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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절제 작용 기전 및 현황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됩니다. 염증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폐 조직 등 정상 세포를 손상시키고 급성호흡곤란증후

군으로 이어지게 되면 체내 산소부족으로 장기까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항염증제는 이러한 과도한 염

증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정상 세포의 손상 등을 막는데, 일본에서 코로나19 치

료제로 승인 권고 된 ‘바리시티닙’과 현재 임상시험 중인 흡입용 스테로이드인 ‘알베스코’가 해당

합니다.

과도한 면역 반응도 위험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침투에 취약하다는 보고도 있

습니다. 이런 경우 면역증강제가 질병의 진행을 막거나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제넥신의

지속형 인터루킨인‘GX-I7’이 이러한 기전으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아 임상 1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구충제‘이버멕틴’, 췌장염 치료제 ‘카모스타트’,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

손’,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토실리주맙’ 같은 약도 연구 중입니다.

① Corticosteroids(당질스테로이드) : 심각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COVID-19-induced ARDS

(CARDs))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1mg/kg/day)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RCT

(RECHERATION 시험)는 덱사메타손이 심각한 COVID-19 환자에서 사망률을 1/3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감염 초기 단계의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유해할 수 있어 사

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및 산소보충을 받는 COVID-

19 환자에게만 덱사메타손 사용을 권장합니다.

② Cytokine Inhibitors(사이토카인 억제제) : 체내 면역신호 분자인 사이토카인은 감염에 대해 과잉반

응(Cytokine storm)할 수 있으며,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기 위한 서로 다른 원리의 방법들이 개발 중입

니다. 20년 2월 NEJM에 악템라가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실렸고 3월에는 중국에서 치료제

로 권고 되었으며, 4월 미국에서는 정부주도의 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③ Blood filtration systems(혈액 여과 시스템) : 사이토카인 폭풍을 완화하기 위한 혈액여과 장치로서,

중증 환자에게 일부 도움을 주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는 못했습니다. 20년 4월

미국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18세 이상의 환자 치료용으로 혈액정화 시스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단 혈액의 유익한 성분까지 제거하여 일부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④ Stem cells (줄기세포) : 특정 줄기세포 종류는 항염증 분자를 분비할 수 있으며, 이를 사이토카인 폭

풍 치료제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효과는 불분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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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치료제로 시도 되고 있는 약물
그 밖에도 여러가지 약물이 실제 임상에서 대증요법 혹은 치료를 위해 시도되고 있습니다.

① Antimalarials (항말라리아제)

클로로퀸(Chloroquine)은 COVID-19 치료/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FDA는 클로로퀸의

COVID-19 치료목적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과 FDA는 심각한 심장 박동 이

상 등 심각한 부작용에 비추어 볼 때 클로로퀸 및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알려진 잠재적인 이점은 잠재적

위험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Serotherapy (항체치료제)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여 이를 대량생산 가능하

도록 숙주세포에 재조합한 후 배양하여 대량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가

21년 2월 국내 최초 치료제로 허가 받았습니다.

혈장분획치료제는 코로나바이러스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하여 만드는데, 녹십

자의 ‘지코비딕’이 현재 식약처 허가심사 중입니다.

③ Anticoagulant (항응고제)

COVID-19 환자는 정맥 혈전증 발생률이 높고, 항응고제 치료는 ICU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으므

로 환자는 혈전증후군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④ Interferon (인터페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 체내 방어체계 분자인 인터페론의 약화가 관찰되었으며, 체내 인터페론 수준

향상이 COVID-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NIAID(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

원)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사용되는 인터페론 약제(Rebif)와 렘데시비르 등의 조합에 대한 임상 3상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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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KLURY INJ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2020년 5월 1일, FDA는 SARS CoV-2 감염 및 중증 COVID-19가 의심되거나 검사 결과 확진되어 입원
한 성인/소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remdesivir의 긴급 사용 허가(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를 승인하였고, 국내에서는 2020년 7월 24일 승인 되었습니다.

성분 및 함량(원내코드) : Remdesivir 100mg/Vial(DREMVRJ-H)

용법 : 30분-120분에 걸쳐 1일 1회 점적 정맥 투여. 근육주사하지 않음.
- 성인: 첫째 날 부하용량 200mg, 둘째 날부터 유지용량 100mg 투여.
- 소아: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 .

40kg 이상: 첫째 날 부하용량 200mg, 둘째 날부터 유지용량 100mg.
3.5kg 이상 40kg 미만: 첫째 날 부하용량 5mg/kg, 둘째 날부터 유지용량 2.5mg/kg.

금기 :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

이상반응 : ALT와 AST 증가, 총 빌리루빈 증가, 호흡부전 등.

주의사항 : 이 약의 임상정보는 제한적이다.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 대한 임상적, 실험실적 모니터링을 주의 깊게 실시한다. ① 이
약을 투여 받는 동안 다음의 실험실적 검사를 매일 실시한다: 혈청화학검사(serum chemistry), 혈액학검
사(hematology), ALT, AST, 빌리루빈, ALP, 신기능검사(크레아티닌, 크레아티닌 청소율). ② 급성 신
장애 및 간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여 전 및 투여 기간 중 신기능 및 간기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③ 주입연관반응(저혈압, 구역, 구토, 발한, 진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
터링하고, 이러한 증상이나 징후가 관찰되는 경우에는 이 약을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실시한다. ④
다른 약물과 같은 라인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저장방법 : 재구성 후 바이알은 투여 전 실온(20 ~ 25℃)에서 최대 4시간 또는 냉장 온도(2 ~ 8℃)에서
최대 24시간 보관. 투여 당일에 희석.

기타 : 비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중증환자 발생
시 약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 및 확인 후 의약품을 수령하여야 함.

약리작용 : Adenosine nucleotide 전구체로, 세포 내에서 분포 및
대사되어 약리학적 활성을 갖는 Nucleotide triphosphate 대사물을
형성합니다.이는 아데노신삼인산(ATP)의 유사체로 작용하여 SARS-
CoV-2 RNA 의존성 RNA 중합효소에 의해 초기 RNA 사슬에 통합
되는 과정에서 천연 ATP 기질과 경쟁하여 바이러스 RNA 복제 과정
중 사슬 종결을 지연시킵니다.

효능/효과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확진
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 입원 환자

-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
한 환자.

21년 4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관련 허가를 받은 약물은 백신 3종, 치료제 2종입니다. 백
신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 한국화이자의 ‘코미나티주’, 한국
얀센의 ‘코비드-19백신얀센주’3가지,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 셀트리온
의 ‘렉키로나주’2가지 입니다. 치료제로 허가된 ‘베클루리주’와 ‘렉키로나주’에 대해서 리뷰합니
다.

글. 오수아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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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 COVID-19 특집

REGKIRONA INJ
(렉키로나주)

성분 및 함량 : Regdanvimab 960mg

약리작용 :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 단일클론항체.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Receptor Binding Domain)에 결합하여 사람 안지오텐신 전환 효
소 2(ACE2) 수용체와의 결합을 차단함으로써 감염을 억제함.

효능/효과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 환자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고위험군 경증 :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

용법 : 성인(18세 이상) - 40mg/kg을 90분(±15분)간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

금기 :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

이상반응 : 이 약에 대한 안전성 정보는 제한적이다. 경증 및 중등증의 COVID-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CT-P59 1.2, CT-P59 3.2 파트 1)에 한하여 위장관장애, 고중성지방혈증, 백혈구감소증, CRT
증가, 고칼륨혈증, 호중구 수 감소, 칼슘 감소, 림프구 수 감소가 나타났다.

주의사항 : 이 약의 임상정보는 제한적이다.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에 대한 임상적, 실험실적 모니터링을 주의 깊게 실시한다. 주입관
련반응,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이
러한 증상이나 징후가 관찰될 경우에는 이 약을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실시한다.

저장방법 : 밀봉용기, 차광하여 냉장(5±3 °C) 보관

REGKIRONA INJ

FUTHAN INJ

VEKLURY INJ



이미 출시된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약의 적응증을 변경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사
용해보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 결과가 2020년 12월 2일 NEJM을 통해 보고 되었습니다.
Remdesivir의 최종 보고서도 2020년 11월에 NEJM에 게재되었기에 2편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Jour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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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olidarity Trial Consortium

ORIGINAL ARTICLE

Repurposed Antiviral Drugs for Covid-19 
— Interim WHO Solidarity Trial Results

Covid-19로 입원한 환자들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험 약 중 하나와 개방 통제군(최대 5가지 선택,

4개의 활성과 치료 지역 표준) 사이에 균등하게 무작위로 배정했다. Intent-to-treat 일차 분석은 각 시

험약과 대조군 4쌍의 병원 내 사망률을 비교하여 조사했다. 사망률은 시험 시작 시 기계 환기 상태와 나이

에 따라 계층화하여 계산되었다.

BACKGROUND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전문가 그룹은 2019년도에 Covid-19로 입원한 환자에서 다

음의 약물 4가지(remdesivir, hydroxychloroquine, lopinavir 및 interferon beta-1a)를 Covid-19

치료제로 사용하는 시험을 권고했다.

METHODS

RESULTS
30개국의 405개 병원에서 1133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적 시험이 시행되었다. 2750명이

remdesivir에, 954명이 hydroxychloroquine에, 1411명이 lopinavir에, 2063명이 interferon에

(lopinavir와 interferon을 함께 받은 651명 포함) 할당되었다, 4088명은 시험약을 할당 받지 못했다.

치료도중 94~96%는 해당 약이 유지되었고, 2~6%는 약이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1253건의 사망이 보

고되었다(사망일의 중간값은 8일, 사분범위는 4~14). Kaplan-Meier 28일 사망률은 11.8%(무작위 할

당 전에 환기를 이미 받은 환자는 39%, 아니라면 9.5%)였다.

Remdesivir를 받은 2743명의 환자들 중 301명에서, 대조군의 1399명의 환자들 중 303명에서 사망이

발생했다. (발생비 0.95, 95% 신뢰구간, 0.81~1.11, p=0.50)

Hydroxychloroquine를 받은 947명의 환자들 중 104명에서, 대조군의 906명의 환자들 중 84명에서 사

망이 발생했다. (발생비 1.19, 95% 신뢰구간, 0.89~1.59, p=0.23)

Lopinavir를 받은 1399명의 환자들 중 148명에서, 대조군의 1372명의 환자들 중 146명에서 사망이 발

생했다. (발생비 1.00, 95% 신뢰구간, 0.79~1.25, p=0.97)

Interferon를 받은 2050명의 환자들 중 243명에서, 대조군의 2050명의 환자들 중 216명에서 사망이 발

생했다. (발생비 1.16, 95% 신뢰구간, 0.96~1.39, p=0.11)

전체 또는 어떤 하위 집단에서 어떠한 약도 사망률을 확실히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환기 시작

과 재원기간도 감소시키지 못했다.

Remdesivir, hydroxychloroquine, lopinavir, 그리고 interferon 요법은 COVID-19로 입원한 환자

에서 전반적인 사망률, 환기의 시작, 재원기간에서 거의 효과가 없거나 아예 없었다.

February 11, 2021 N Engl J Med 2021;384:497-511. DOI: 10.1056/NEJMoa2023184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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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Remdesivir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 Final Report

Covid-19로 입원한 하기도 감염 증거가 있는 성인에게 remdesivir의 정맥주사에 대한 이중맹검, 무작

위, 위약대조 시험을 수행했다. 환자들은 10일 동안 무작위로 remdesivir(1일차에 부하용량 200mg, 그

이후 9일 동안 1일 100mg)를 받거나 위약을 받았다. 일차결과는 퇴원 혹은 감염 조절 목적의 입원을 반

영한 회복 기간이었다.

BACKGROUND
Covid-19의 치료에 여러 치료제가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METHODS

RESULTS

J.H. Beigel, K.M. Tomashek, L.E. Dodd, A.K. Mehta외

총 1062명의 환자가 시험에 무작위 배정(remdesivir에 541명, 위약에 521명)되었다. 위약을 받은 환자

의 회복기간 중간값이 15일(95% CI, 9~11)인 반면, remdesivir 투여환자의 회복기간 중간값은 10일

(95% 신뢰구간, 13~18) 이었다(rate ratio for recovery, 1.29; 95% 신뢰 구간, 1.12~1.49;

p<0.001, log-rank test). 8개 카테고리 서열 척도의 proportion odds model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remdesivir를 받은 환자들이 위약을 받은 환자보다 15일차에 임상적 호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odds ratio, 1.5; 95% CI, 1.2 to 1.9, after adjustment for actual disease severity).

Kaplan-Meier 사망률 평가에서 15일차에서는 remdesivir 투여군은 6,7%, 위약군은 11.9%였고, 29일

차에서 remdesir군은 11.4%, 위약군은 15.2%였다(hazard ratio, 0.73; 95% CI, 0.52 to 1.03).

중대 이상 반응은 remdesivir군은 532명의 환자중 131명(24.6%), 위약군은 516명의 환자중 163명

(31.6%)이 보고 되었다.

November 5, 2020 N Engl J Med 2020; 383:1813-1826. DOI: 10.1056/NEJMoa2007764

Conclusions
Covid-19로 입원한 하기도 감염 증거가 있는 성인에게 remdesivir가 회복 기간 단축에서 위약보다 우수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문 리뷰 이형우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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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제정보 - 한방 제제약 이상반응 모니터링 분석결과

글. 이유나 한약사

2. 주요 이상반응 발생 처방내역 및 증상

1. 이상반응 분석 결과

3. 약물 이상반응 보고 증상별 건수

모니터링 기간
이상반응 보고 건수(건) 이상반응 비율(%)

총 반납 건수 이상반응 건수 총 반납 건수 중

2020년
(2020.1.1~2020.12.31)

479 37 7.7

코드번호 처방명 건수 증 상

DHH046 내소화중탕 5
두드러기, 두통,
어지러움, 설사

DHH392 향사사심탕 과립 2 어지러움, 속 쓰림

증상군(WHO-ART) 상세 증상 건수 계열별 건수(%)

위장관계 장애

설사 6

21(36.2)

복통 6

소화불량 4

오심 3

식욕부진 2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두드러기 8

14(24.1)피부발진 3

가려움증 3

자율신경계장애
어지러움 7

8(13.8)
두통 1

전신질환

무력증 2

4(6.9)신체불편 1

입부종 1

정신질환
불면 3

4(6.9)
초조함 1

중추와 말초신경계 장애
안면 이상운동 1

2(3.4)
운동이상증 1

호흡기계 장애
코출혈 1

2(3.4)
코막힘 1

심혈관계질환
두근거림 1

2(3.4)
가슴 통증 1

비뇨기계 장애 안면부종 1 1(1.7)

계열별 건수(%) 합계 58(100.0)

*단일 이상반응 발생 처방 건에 복수의 이상반응 증상이 존재할 수 있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 보고된 이상반응 보고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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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단일제(경구제) 상호작용

아스피린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일부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 병용투여
시 아스피린에 의한 비가역적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상호작용의 임상적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심혈관계 질환에 대
한 위험이 증가된 환자에게 이 약과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일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 병용투여시 아스피린의 심혈관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프레가발린 성분 제제 사용상의 주의사
항

프레가발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호흡 억제가
보고되었다. 호흡 기능 저하, 호흡기 또는 신경
계 질환, 신장 장애 및 고령자는 이러한 중증 이
상 반응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러
한 환자에게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투여
방법

다음 주사 시 이전 주사부위에서 적어도 1인치
이상 떨어져 있는 부위에 주사하고, 피부가 약하
거나, 멍이 들었거나, 홍반이 있거나 굳은 부위
에는 주사하지 않도록 한다.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
(크림제, 로션제, 연고제)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으로 변경.

결합형 에스트로겐 단일제(정제) 허가 용량

항목 기허가사항 변경(안)

용법

용량

1. 성선기능저하증, 난소적출, 난소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에스트로겐증

- 성선기능저하증 : 결합형에스트로겐으로서 보통 성

인 1일 2.5 - 7.5mg을 3주간 투여하고 1주간 휴약

한다.증상 정도와 자궁내막의 반응에 따라 환자별로

최적의반응이나타날수있도록용량을조절한다.

1. 성선기능저하증, 난소적출, 난소기능부전으로 인

한저에스트로겐증

- 성선기능저하증 : 결합형에스트로겐으로서 보통

성인1일0.3~0.625mg을3주간투여하고1주간

휴약한다. 증상 정도와 자궁내막의 반응에 따라

환자별로최적의반응이나타날수있도록용량을

조절한다.

아스트릭스 캡슐 100mg (DASAC100)

아스피린 프로텍트 정 100mg (DASAP100)

바이엘 아스피린 정 100mg (DASAR100)

삼아 리도멕스 로션 60g (DD-PDL)

벨케이드 주 (DC-BTM3.5J)

벨킨 주 (DC-JBTM3.5J)

가바메드 캡슐 25mg, 50mg, 75mg, 150mg
(DJPRGB25/DJPRGB50/DJPRGB75/DJPRGB150)

리리카 캡슐 75mg, 150mg, 300mg
(DPRGB75, DPRGB150, DPRGB300)

카발린 캡슐 25mg, 50mg 
(DPRGB25, DPRGB50)

프레미나 정 0.625mg (DH-ESG0.625)
글. 김민지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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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가 헤모글로빈이 많이 떨어졌어요. ESA 제제를 사
용하고 싶은데,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1) Erythropoietin α : Erythropoietin α와 β는 내인성 적혈구 생성인자와 같은 아미노산 서열
을 갖고 다른 탄수화물 구조를 갖고 있으나 약효면에서는 유사합니다.

약품명 코드 성분

에포카인
DEPT20F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2000IU/0.5ml Syr

DEPT40F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4000IU/0.4ml Syr

에포시스 DJEPT40F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4000IU/0.4ml PFS

에스포젠

DEPT60F Erythropoietin 6000IU/0.6ml PFS

DEPT80F Erythropoietin 8000IU/0.8ml PFS

DEPT100F Erythropoietin 10000IU/ml PFS

약품명 코드 성분

네스프

DDBPA20F Darbepoetin α 20mcg/1ml PFS

DDBPA30F Darbepoetin α 30mcg/1ml PFS

DDBPA40F Darbepoetin α 40mcg/1ml PFS

DDBPA60F Darbepoetin α 60mcg/1ml PFS

DDBPA120F Darbepoetin α 120mcg/1ml PFS

약품명 코드 성분

미쎄라

DMPT75F Methoxypolyethyleneglycol-epoetin beta 75㎍/0.3㎖

DMPT120F Methoxypolyethyleneglycol-epoetin beta 120㎍/0.3㎖,

DMPT200F Methoxypolyethyleneglycol-epoetin beta 200㎍/0.3㎖

ESA란 조혈자극제(Erythropoiesis-stimulating agents)로 원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ESA 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Hb 10g/dL 이하 또는 Hct 30% 이하인 만성 신부전환자의 빈
혈이나 항암치료 중인 비골수성 악성종양환자의 경우에 급여 적용됩니다,

약품 정보실 질의응답 사례는 약품정보실에 문의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2) Darbepoetin α : Darbepoietin α는 Erythropoietin α에 탄수화물 체인(N-linked
oligosaccharide chains)을 결합시킨 Erythropoietin 유사체로, 분자량이 크고 탄수화물 체인
에 있는 시알산(Sialic acid)에 의해 간에서 대사가 지연되어 반감기가 길어지고 따라서 작용지
속시간이 길어져 투여빈도를 줄일 수 있는 제제입니다.

3) Methoxypolyethyleneglycol-epoetin β : Erythropoietin β에 methoxy polyethylene
glycol butanoic acid을 결합시킨 Erythropoietin 유사체로, 분자량이 커서 작용지속시간이 매
우 길어져 월 1회 투여 가능한 주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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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혈의 원인 :  항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에 의한 적혈구 생성 감소, 
erythropoietin 생산 감소 또는 부적절한 생산, 반응성 감소, Vit B12, 철, 엽산의 저장 감소 등
으로 인해 빈혈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2) 빈혈의 치료 : 적혈구 생성의 감소로 인한 빈혈이 일어날 경우 조혈호르몬제를 투여하여 빈혈을 개
선 할 수 있습니다.

3) Darbepoetin α의 용량, 용법
① 허가사항
: 성인에게는 암화학요법에 의해 헤모글로빈농도 8.0g/dL 이상 10.0g/dL 이하가 관찰된 시점으로

부터 3주 1회 6.75㎍/kg을 초기 권장용량으로 SC 또는 2.25㎍/kg을 주1회 SC.  
② ACCP(Americ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ology)의 Oncology Supportive care.

- 암환자의 빈혈 치료를 위해
Darbepoetin 2.25㎍/kg을 주1회 또는 500㎍ 주3회 SC, 용량 증가시 4.5㎍/kg을 주1회 SC.
Erythropoietin 150IU/kg 주3회 또는 4,000IU 주1회 SC, 용량 증가시 300IU/kg 주3회 또는
6,000IU 주1회 SC.

신약 소식 (2021.03.01~2021.04.27)

코드 성분 및 함량 상품명 (제약회사) 비고

DC-ABMCC150 Abemaciclib 150mg Verzenio(릴리) 항악성종양제

DNS1.1-A Sod. chloride 0.99g/110ml Bag Normal saline(대한) 기초수액

D5DS10B-C 1Bag(1000ml) 중 Dextrose 50g, NaCl 9g
5% Dextrose & Sod. chloride 

(이노엔)
기초수액

DHS10B-A
1Bag(1000ml) 중 Ca chloride 0.2g, Pot. 

chloride 0.3g, NaCl 6g, Sod. lactate 3.1g
Hartmann(대한) 기초수액

DR-SK28 Esketamine 28mg/Btl (1BTL=2회) Spravato nasal spray(얀센) 정신신경용제

DMSZSR1G-G

DMSZSR2G-G

Mesalazine 1g/Pk

Mesalazine 2g/Pk
Pentasa sachet gran(페링) 기타 소화기관용약

DVG-DQ10 Dequalinium chloride 10mg Clinium Vaginal Tab(현대) 비뇨생식기관용제

DBRMBJ Brolucizumab 19.8mg/0.165mL/PFS Beovu PFS(노바티스) 안과질환 치료제

4)  임상사례 검토

Darbepoetin α 120 ㎍ 4 PFS + Darbepoetin α 20 ㎍ 1 PFS(총 용량 500 ㎍)
· 환자 주 병명 : cholangiocarcinoma(담관암)
· Hb수치 : 7.7 g/dL
· 빈혈 병명 : anemia of chronic disease (including chemotherapy-induced anemia)

글. 정선영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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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본부 소식

▶ 당뇨병 교육자 연구강좌 참석 – 두진경 팀장 (2021.03.20)

▶ 김미나 약사 퇴직 (2021.03.31)

▶ 전민정 약사 입사 (2021.04.01)

▶ 약제본부 조제실 리모델링 완료 (2021.04.10)  

코드 성분 및 함량 상품명 (제약회사) 비고

DISAZ100 Isavuconazonium 100mg/Cap Cresemba Cap(화이자) 항진균제

DLTMVR240 
DLTMVR480 

Letermovir 240mg/Tab 
Letermovir 480mg/Tab 

Prevymis Tab(MSD) 항바이러스제

DLTMVR240J 
DLTMVR480J 

Letermovir 240mg/12ml/Vial 

Letermovir 480mg/24ml/Vial
Prevymis Tab(MSD) 항바이러스제

DAZP25 Azathioprine 25mg/Tab Immuthera Tab(셀트리온) 면역억제제

DH-T40.125
Levothyroxine sodium hydrate 

0.125mg/Tab

Synthyroxine Tab

(다림바이오텍)
갑상선호르몬제

DAMFM305 Fimasartan/Amlodipine 30/5mg Dukarb Tab(보령) 혈압강하제

DH-SQBP
Insulin Glargine 300IU, 

Lixisenatide 0.099mg

Soliquapen Inj(30-60)

(사노피아벤티스)
당뇨병용제

DJSDF50 
DJSDF100

Sildenafil 50mg/Tab

Sildenafil 100mg/Tab

Daewoongbio Sildenafil 

Tab(대웅바이오)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DTSLOD0.4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Tab Hanmi Tams OD Tab(한미)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DSJCCOX200 Celecoxib 200mg/Cap Klicox Cap(삼진) NSAIDs

DIKMAB80P Ixekizumab 80mg/1mL/Pen Taltz Auto Injector(릴리) 자격료법제

DV-JVZJ0.5

DV-JVZJ0.5-E
Attenuated live varicella virus /0.5mL

Sky Varicella Inj
(SK 바이오)

백신

DFLCY500 Flucytosine 500mg/Tab Ancotil(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항진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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