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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와 벚꽃이 가득한 드넓은 들판과
파란 하늘, 봄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반갑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 나 없이 모두가 힘
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냈기에, 자연이
선사해 준 위로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됩
니다.
약사사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19 위기를 매우 능동적으로 넘고 있습
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과 협조 없이 불가능했을 일들로, 그간
산적해 있던 약사회 현안들에 대한 여러
결실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약국수가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결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2021년 수가 협상에서 약국은 전 유형 1위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가루약 조제 수가 산정과 약국 미청구·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조회 시스템 개발 및 지
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비합리적인 주사제 수가를 현실적인 적
정수가로 확보하는 일도 노력 중입니다.
대한약사회 회무비전은 ‘의약품개발, 사용, 안전관리 전문가이자 지역사회 안전망으
로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신뢰받는 약사, 자랑스러운 약사상 구현을 위한 환경
마련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간 의약품개발, 사용, 안전관리의 전문가이자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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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39대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책임 회무'를 기치로 내세우고 회원 신뢰와 국민건강 증
진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역사회 약사와 약국의 역할 확대와 사회적인 인식 향상 또한 회무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 마스크의 안정공급, 다제약물 관리사업,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점 과제로는 문자메시지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소통강화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비대면 산업 지원
확대의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들과 정책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가
등 경영 개선을 위해 자가 주사제 적정수가 확보와 신 상대가치 개발, 일반약, 건기식 활
성화 등의 정보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대체조제 명칭 변경, 사후통보 간소화, '생
산·수입·공급중단 대상 의약품'의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
적 조치 및 한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 면허신고제 연착륙과 약사 공무원 수당 개선 등 약사 역할·위상 강화, 공공심야
약국 전국 확대, 약대 실무실습 질 개선, 비대면 규제 변화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약사사회의 미래와 약사직능의 희망을 위해 그리고 약사들의 자긍심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회원님과 함께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대한약사회지 발행인 김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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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과 전문성, 두 날개를 단 약사 연수교육
사이버연수원은 총 3단계의 발전방향 계획을 갖고 설
립됐다. 1단계 연수교육(온라인 2평점 교육) 제공, 2단
계 고도화(평생교육) 작업, 3단계 전문화(전문교육, 실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무실습) 과정을 통한 약사의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구상했다.
2021년은 고도화 단계로 4월부터 정기연수교육
16강 포함, 전체 80개의 강의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평

끊임없이 공부하며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약

생교육, 프리셉터 교육, 지역사회 약물관리 교육 등 다

사의 숙명이다. 매년 일정 이상의 교육을 통해 직능을

양한 강의 섹션이 제공된다. 평생교육 섹션에서는 임상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고 직업윤리기도

관련 강좌뿐 아니라 인문학, 경영 등의 색다른 분야도

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약학 기술과 변화하는 환경

준비된다.

에 따라 약사 제공 업무의 질을 담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연수원은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약사 전문성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의무 교육인 연수교육이 존

강화를 위해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재한다.

개념이 포함된 평생교육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약사는 약사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6시간 이상 연수

CPD는 2002년에 세계약사연맹(International Pharma-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은 동법 시

ceutical Federation, FIP)이 정의한 프로그램으로, 약사

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의 책임감, 의무, 지식, 스킬 및 태도를 배우는 것이 주

부터 위탁받아 대한약사회 및 산하 16개 시·도지부에

된 목적이다.1) 영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뉴질랜드, 미

서 제공한다. 약국개설자, 근무약사 및 기타 조제업무

국, 호주에서 현재 CPD가 시행되고 있다.

종사 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의약품 도매 관리약사,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사이버연수원 구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가 연수교육 대상자

축에 앞서 주요 외국의 약사 연수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에 해당한다. 대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 계획을 보건

사례분석 연구를 2019년 7월 수행했다.

복지부로부터 승인받고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한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① 우리나라 약사연수교육, ② 주
요 외국의 약사연수교육, ③ 여타 의료인의 연수교육,

대한약사회는 약사 연수교육의 질 향상과 다양한 교

3가지 방향의 내용 및 관리체계 분석을 토대로 한다.

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7월 사이버 연수교육 시스

「주요 외국의 약사연수교육 현황과 과제」에서 분석한

템 구축을 결정했다. 기존의 단순 시간제였던 연수교

해외 여러나라의 연수교육 사례중 CPD를 적용중인 나

육 기준을 2020년도 연수교육부터 평점제로 전환했

라들을 비교해보았다.

다. 연간 이수 기준을 총 평점 8점으로 하고 그중 2평

면허갱신제도 여부의 차이가 있긴 하겠으나 위에 언

점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수료해야 한다.

급된 나라들의 약사 연수교육 연간 평균 시간은 우리나

2020년 6월 사이버연수원이 문을 열면서 높은 수준의

라와 비교해 훨씬 많은 시간이다. 대부분 CPD 적용으

강의를 지역, 강사별 차이 없이 약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 주요 외국의 약사연수교육 현황과 과제. 의약품정책연구소(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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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정책기고

면허갱신제

연간 이수시간

교육기관

o

평균 15시간

미국 약사 교육 협의회
(ACPE)

o

매년 40점
(1점당 1~3시간)

호주약사회/
호주약국위원회 등

세미나, 강의, 콘퍼런스, 소규모 토론 그룹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저널, 약사 전문 잡지,
논문 및 CPD 프로그램이 인정된 활동 등을
이수할 수 있음. CPD 기록지 작성
CPD -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평가·기록
약사와 의사가 함께 구성하는 FTO Group은
최소 연 2회의 모임을 가지며,
약물요법에 대해서 상의하는 시간

영국

o

-

교육기관 다양
약사평가인증원(GPhC)
에서 인증

네덜란드

o
(5년주기)

평균 40시간/
5년간 200시간

네덜란드약사회(KNMP)

British Columbia 주:
매년 최소 15시간
캐나다

o
Ontario 주:
최근 3년 동안 최소 600

특징
상업적인 영향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가 교육 시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약사 교육의 상업적 편향성을 최소화

캐나다약학연수교육회
(CCCEP)등록기관
교육프로그램 인증

로 온라인, 오프라인, 세미나, 저널 작성, 토론 등 다양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회가 심혈을 기울여 마땅

한 형태의 연수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각 형태별로 최

히 해야 할 일이다.

대 이수 가능 학점 제한이 있어 골고루 깊이 있게 교육

사이버연수원 2단계 발전단계에 진입한 2021년 봄.

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약사 연수

많은 회원들이 이 공간을 200% 활용하여 함께 배움을

교육은 아직까진 일방향의 강의 위주다. 의사-약사 그

나누고 서로의 발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낼 수 있길 바란

룹핑 연수교육 시스템으로 약물용법에 대한 상호 의견

다. 더불어 지금에 안주하여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전

교류를 진행하는 네덜란드, 학습계획서 작성 및 진행

문성 강화를 위해 우리 자신과 연수교육 시스템의 발전

이후 평가와 기록지 작성을 의무화 하는 자기주도적 영

을 위한 채찍질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 쌍방향 교육이 시스템으로 보장되는 국가들의 사
례를 보면 우리나라 약사 연수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새로운 상상을 해보게 한다.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로의 배움을 장려
하는 분위기는 약사 사회의 큰 미덕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발전에서 그치지 않고 약사라는 집단과 직능의
사회적 위상을 담보하기도 한다.
법정 의무교육인 연수교육뿐만 아니라 배움을 얻고
자 하는 약사들에게 좋은 교육 컨텐츠와 편리한 학습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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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질환의 병태생리에서 염증과 스트레스
위험성 예측에 염증 지표도 예측인자로 활동
이슈트렌드

정리=약학정보원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CAD) 또는 허

◇그림1. 죽종 형성에서 죽상경화판 파열의 경과
Foam
Cells

Fatty Intermediate Atheroma
streak
lesion

Fibrous
plaque

Complicated
lesion or rupture

혈성 심장질환(ischemic heart disease, IHD)은 전 세
계적으로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혈관의 죽상경화성 병변으로 인해 발생하
는 무증상 죽상경화증에서부터 안정형 협심증, 급성 관
상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ACS)에 이
르는 광범위한 질환군이다. 최근 관상동맥질환을 콜레

From first decade

Growth mainly by lipid accumulation

스테롤 축적이 관여하는 수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기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요인이
신경계조절을 통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의
병태생리에서 염증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경내분비 관
점에서 스트레스, 정신 심리적 요인, 일주기 리듬 등의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From fourth decade
Smooth
Thrombosis,
muscle and
collagen haematoma

자료=BMJ. 2003 May 10; 326:1027-1030

의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죽상판(죽상반)의
형성과 불안정성에서 염증과 면역계의 핵심적인 역할이

From third decade

관상동맥질환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과 만성 염증
성 반응이 관여함으로써 관상동맥 내강으로 돌출된 죽
상판을 형성하는 죽상경화증(atherosclerosis)으로 인해
발생한다. 죽상경화증은 혈류에 의한 전단응력(sheer
stress), 프리라디칼(free radical)에 의한 산화성 손상, 유
전적 소인,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복합적인 인자의
조합으로 발병하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병, 흡
연 등도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죽상경화증에서 혈관

관상동맥질환의 개요

내강으로 발달하는 죽상경화판은 초기에는 거품세포
(foam cell)에 의한 지방 선조(fatty streak)에서 시작해,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CAD)은 허혈

죽종(atheroma)을 거쳐 섬유성 판(fibrous plaque)을 형성

성 심장질환(ischemic heart disease, IHD), 관상심장질환

한다. 섬유성 판이 불안정해지면 판의 미란이나 파열이

(coronary heart disease, CHD) 등으로 지칭되는 심혈관

발생해 내부 물질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혈관에 혈전이

계 질환으로 미국에서 전체 사망 원인의 약 1/4을 차지

생성된다. 이 경우 임상적으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되는 질

(acute coronary syndrome, ACS),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환이다. 관상동맥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 모양의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하게 된다.

혈관으로 심장에 혈액 순환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관상동맥의 혈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심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허혈 상태가 돼 협심
증이나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게 된다.

염증
일찍이 19세기에 Rudolf Virchow가 죽상경화증의 병
태생리에서 염증의 관련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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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죽상경화증에서 염증
MONOCYTE
VASCULAR
LUMEN
ENDOTHELIUM
ATHEROSCLEROTIC
PLAQUE

MACROPHAGE

CHEMOKINES
INTEGRINS
SELECTINS

T cell

ICAM-1
VCAM-1

NLRP3
INFLAMMASOME

CHOLESTEROL
MATRIX
FRAGMENTS

자료=Front Immunol. 2018 Sep 6;9:2031

으로 관상동맥질환은 동맥벽의 콜레스테롤 축적으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LDL-콜레스테롤 수준이 낮

특징지어지는 ‘콜레스테롤 저장 질환’으로 여겨져 왔다.

은 여성 하위군에서 전신 염증의 지표인 ‘고감도 C-반

현재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조절하고 지질 축적의 위험

응단백(hs-CRP)’이 유의한 심혈관계 위험의 예측인자

인자를 제한하는 것이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아직

(predictor)로 제시됐다. 다른 연구에서도 지질 프로파

까지 관상동맥질환의 확실한 예방과 치료에는 한계가

일과 상관없이 CRP가 높은 환자에서 심혈관 사건의 위

있다. 최근 죽상경화증을 단순한 ‘지질 저장 이상’을 넘

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돼, 죽상경화성 질환에서

어 ‘전신 염증성 질환’의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염증성

염증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RP

마커와 신호전달 경로를 규명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외에도 IL-6, 혈청 아밀로이드 A(serum amyloid A,

이뤄지고 있다. 위험인자의 측면에서 볼 때 고지방 식

SAA)와 같은 다른 염증 지표와 심장질환의 관련성에

이, 흡연, 고혈압,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일반

대해 연구되고 있다.

적인 심혈관계 위험 인자는 공통적으로 만성 염증을 유
발하는 병태생리와 일맥상통한다.

죽상경화증의 병태생리에서 염증의 역할

저등급 만성 염증(low-grade chronic inf lammation,

거품 세포의 축적에서 시작해 지방 선조와 섬유성 판

LGCI)은 심장질환 이외에도 우울증의 발병을 높이며,

형성, 급성 죽상경화판 파열, 혈전증에 이르는 죽상경

만성 우울증은 심근 경색에서 불량한 예후와 관련되는

화증의 병태생리 과정은 혈관 손상에 대한 염증 반응

가장 중요한 심혈관계 위험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선, 강직성 척추염, 전신 홍반

일반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성 루푸스, 염증성 장질환과 같이 만성 염증이 특징적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 등에서는 백혈구 접착 분자(leu-

으로 나타나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계 위험

kocyte adhesion molecule), 화학주성 인자(chemotactic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의 분비가 촉진돼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의 예측에 다양한 지표들이

서는 혈관 내피세포에 단핵구(monocyte)가 부착되고 내

활용되고 있는데 염증성 질환의 측면에서 염증의 지표

피 아래 조직으로 이주가 촉진되며, 단핵구는 대식세

도 예측인자로서 활용될 수 있다.

포로 분화된다. 산화형 LDL-콜레스테롤(LDL-ox)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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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식한 대식세포는 거품세포로 변화돼 초기 지방선조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과 시상하부-뇌

를 형성한다. 이러한 초기 병변에 지속적인 염증성, 산

하수체-부신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

화성 자극이 가해지면서 혈관 병변이 진행되며, 중막층

HPA 축)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게 된다. 만성 스트레

에 존재하는 혈관평활근 세포는 내피층으로 이주, 증

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 장애는 간접적으로 HPA 축에

식해 섬유성 판을 형성한다.

영향을 줄 수 있다. HPA 축의 문제가 발생하면 코티솔

섬유성 판은 간질에 존재하는 콜라겐에 의해 물리적

(cortisol)의 혈중 농도 증가,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이토카인과 염증성 면역

rine)의 상승, 자율신경 부전, 맥박 증가 등 다양한 기전

세포의 작용에 의해 불안정화 될 수 있다. 이들은 새로

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운 콜라겐 섬유의 합성을 막고 기질 분해 효소(metalloproteinase)를 활성화시켜 섬유성 판을 약화시킨다.

특히 심장의 허혈성 질환의 자연 경과는 정신적인 스
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자연 재해, 재정 위기, 테

약해진 섬유성 판 틈으로 조직이나 지방이 흘러나와

러 공격, 전쟁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들은 심장 사건의

혈중으로 유리되면, 응고인자와 혈소판이 활성화되면

치명적인 급성 촉발 인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스트레

서 혈전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급성 심혈관 사건(급성

스가 많은 사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량한 생활 습관

심근경색, 뇌졸중)이 유발될 수 있다.

(과음, 흡연 등), 치료에 대한 낮은 순응도 등도 이차적

이와 같이 염증은 판의 형성 뿐 아니라, 판의 불안정
성에도 관여해 심장 사건을 유발하는 등 관상동맥질환
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으로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 심리적 요인
심장질환의 예후와 사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로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다. IN-

인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
분하면서 ‘싸움-도주 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이 일

TERHEART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어난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한 메타분석에서는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 같은 심리

생리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

사회적 인자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50% 증가시켰

되는 경우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으며 직업 관련 스트레스도 신규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4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죽상경화증에서 염증성 신호전달 경로

생애 초기인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겪은
사회적 박탈, 차별 등의 부정적 사건은
스트레스 반응, 면역 기능, 염증, 대사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조절 유전자에 후생
유전학적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추후 성
인에서 심혈관 질환에 취약하게 할 수 있
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정신적 문제도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관찰 연
구에서 심각한 정신 질환(정신분열증, 조
자료=J Clin Med. 2019 Jul 26;8(8):1109

울증, 우울증)이 있는 경우, 대조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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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련된다고 보고됐다. 두 건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

특히 2014년 미국 심장 학회에서는 우울증이 심한 경

야간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우 급성 심근 경색이 발병한 후 불량한 예후와 밀접한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야간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우울은 급성 관상

사람에서 8시간 이상인 사람보다 관상동맥 사건의 위

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독립 위험 인자로 확립되었으며,

험성이 더 높았다.

실제로 우울증이 진단된 경우 관상동맥질환 발병의 상
대위험도가 증가했다.

신경내분비계

사람에서 수면 결핍은 HPA 축의 과도한 활성 증가와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코티솔 분비 증가를 유발했다.
한 연구에서는 야간 수면 시간이 6시간미만인 경우 심
장의 자율 신경 조절 장애가 나타났으며, 교감신경 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죽상경화증의 병태생리에 관

장도는 높고 부교감신경 긴장도는 낮았다. 일회성 수

여하는데, 스트레스는 일차적으로 시상하부-뇌하수

면 부족도 심혈관계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체-부신(HPA) 축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성

IFN-γ 분비 증가를 통해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

인 및 청소년 대상 임상 연구에서 HPA 축의 기능 이상

로 나타났다.

은 죽상경화판 형성, 염증성 지표 증가, 과다 응고 상
태, 혈전 사건 위험 등을 증가시켜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결론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티솔의 증가는

최근 관상동맥질환의 병태생리학적 관점에 큰 변화가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혈관 사망률 증가와 밀접하게 관

일어나고 있다. 죽상경화증은 더 이상 단순한 지질 저

련되며, 실제로 죽상경화증 환자에서 대조군보다 혈청

장 이상이 아닌, 전신 염증성 질환의 측면에서 이해되

코티솔 수준이 더 높았다. 번아웃(burnout)을 겪는 작

고 있다. 염증은 다양한 물리적 손상, 유전적 변이, 외

업자에서는 교감 미주신경의 불균형이 보고됐다.

부 감염, 감정적 손상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나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은 염증성 면역 반응에 관여
하는 NF-κB 매개 유전자의 전사를 통한 사이토카인
에 영향을 줌으로써, 혈관 내피 이상과 혈전증을 유발
할 수 있다.

지만 비정상적이거나 만성적인 염증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만성 우울증이 심근경색 환자의 예후와 관련된
중요한 위험 인자로 제시되는 등 정신 심리적 요인 또한

이와 같이 심장은 중추신경 및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

관상동맥질환의 병태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으며, 이러한 ‘신경(뇌)-심장 축’의 개념은 심리적, 사회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서의 개념과 ‘뇌-심장 축’의 관점

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 사건을 유발하는 병태생리학

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연구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

적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혈청

넘는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코티솔 및 카테콜라민의 증가, 염증성 신호 전달 증가

인다.

와 같은 신경내분비 및 자율신경 조절 이상을 통해 심
장 기능을 악화시켜 심장 사건에 기여할 수 있다.

일주기 리듬
여러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짧은 경우 고혈압, 관상
동맥질환, 부정맥, 비만,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
며,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은 관상동맥질환 발병에 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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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질환 치료제의 최신 지견
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조절 후보 약물 개발
이슈트렌드

정리=약학정보원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항혈전제의 개발은 관상동맥질환
의 발병을 크게 감소시켰으나 아직도 심혈관 질환은 가
장 높은 사망의 원인으로서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
다. 콜레스테롤 저장 질환의 측면으로서 콜레스테롤이
나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조절하는 후보 약물 개발과 더
불어, 최근 염증성 질환의 개념으로서 염증 신호전달
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IL-1β 항
체(canakinumab)는 염증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개
념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을 최초로 입증한 약물이다.
더불어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와 GLP-1 수
용체 효현제의 심혈관계 보호 효과에 대한 임상 결과
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고
에서는 전통적인 지질저하제의 개념을 넘어 염증 반응
을 겨냥하는 관상동맥질환의 신약 개발 트렌드를 소개
하고, 심혈관계 질환에서 임상적 이익이 입증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LDL 저하 작용을 하는 스타틴계 약물도 항염
활성을 일부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용량
atorvastatin으로 혈중 지질 저하 시 고민감도 C-반응단
백(hs-CRP)이 감소했으며, 죽종의 퇴축이 관찰됐다.
Rosuvastatin은 LDL-콜레스테롤과 hsCRP를 감소시켰
으며 주요 심혈관계 사건 발생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
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에서 공격적인 스타틴 요법
은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질환의 발병을 낮추었으며,
LDL-콜레스테롤과 CRP가 모두 감소한 환자에서 가
장 많은 임상적 이익이 나타났다.
이러한 염증성 질환으로서 관상동맥질환의 견지에
서 다양한 염증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시도될 수 있다. 죽상경화증의 병태생리에는 선천 면역
반응뿐 아니라 적응 면역이 관여해, 다양한 세포와 염
증 매개체(interleukin (IL)-1β, IL-6, TNF-α, CRP)가
관여한다.
동맥벽에 모집된 단핵구는 대식세포집락자극인자
(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M-CSF)의 자극
에 의해 대식세포로 분화된다. 대식세포는 수용체를

염증을 타깃으로 하는 약물 개발

통해 변형된 LDL (OxLDL) 입자를 포식해 거품세포
(foam cell)로 변화된 후, IL-1β, TNF-α와 같은 염증성

스타틴계 약물과 최근 PCSK9 억제제의 개발은 관상

사이토카인을 유리한다. 관상동맥질환에서 염증 경로

동맥질환 치료에서 LDL-콜레스테롤 저하에 대한 치료

를 타깃으로 하는 시도로는 IL-1β를 특이적으로 억제

적 원리를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하는 항체(canakinumab)와 항염제인 저용량 methotrex-

지질 저하 요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상동맥질환

ate에 대한 임상이 대표적이다.

의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에 한계가 있어 차별적인 병태
생리학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IL-1β 저해제(Canakinumab)

최근 FOURIER 임상에서 LDL-콜레스테롤과 hsCRP

IL-1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죽상경화증의 발달

가 심혈관 질환에 관여하는 독립 인자로 밝혀지면서 염

을 촉진하며, 급성 심근경색 후 좌심실 기능 이상과 리

증을 타깃으로 한 약물 개발의 임상적 타당성을 뒷받침

모델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고 있다.

Canakinumab은 특이적으로 IL-1β를 억제하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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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성 심혈관 사건을 유의하게 감소시

◇그림1. 관상동맥질환의 타겟으로서 염증 반응

Arterial Lumen

LDL

특히 hsCRP가 2mg/L 미만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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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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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Promotes further inflammation

에서 canakinumab의 주요 부정적
심장 사건(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 MACE)의 감소가 나타난

Monocyte differenitation
to macrophage

반면 2mg/L 이상인 군에서는 유
의하지 않아, 염증 감소가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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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teogly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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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IL-1β,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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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한편 canakinumab 군에서는 대조
군 대비 치명적인 감염 위험성이 더

Tunica Intima
Scavenger
Receptors
(e.g. CD36, SR-A1)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감염에 대한
자료=J Clin Med. 2019 Jul 26;8(8):1109

염증성 징후를 차폐해 염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클론 항체로 CANTOS 임상에서 IL-6 및 CRP 감소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감염에 취약해지는 문

와 더불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임상 결과를 얻

제점과 항체 의약품으로서 높은 치료 비용은 canaki-

었다. CANTOS 임상은 죽상경화증의 치료 타겟으로

numab이 극복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염증성 신호 경로의 타당성을 입증한 최초의 임상으로

Methotrexate

서 의의가 있다.
Canakinumab은 원래는 가족성 한냉 자기염증성 증

저용량 methotrexate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에 널

후군, 머클-웰스 증후군, 신생아 발현 다발성 염증 질

리 사용되는 효과적인 항염제로 염증 반응의 상위 단계

환을 포함하는 자가염증성 증후군인 ‘크리오피린 관련

에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세포 분열 억제와

주기적 증후군(cryopyrin-associated periodic syndromes,

세포 독성 활성이 있는 고용량 methotrexate와 달리, 저

CAPS)’에 대해 기존에 승인됐던 약물이다. 이후 canak-

용량 methotrexate는 5-aminoimidazole-4-carboxamide

inumab은 추가 3종의 희귀·중증 자가면역 질환에 승

ribonucleotide (AICAR) 저해를 통해 아데노신(adenos-

인됐다. CANTOS 임상은 기존에 심근경색과 지속적

ine)을 증가시켜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 IL-12, IL-6,

인 hsCRP 증가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TNF-α 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억제와 더불어

canakinumab은 지질 감소와 상관없이 대조군 대비 재발

항염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증가시키며, 대식세포 활성

◇그림2. Canakinu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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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J Clin Med. 2019 Nov 26;8(1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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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타깃이 고려될 수 있을까? 먼저

CIRT 임상은 CANTOS 임상과는 달리 광범위한 스

CANTOS 임상에서 효과적인 타깃으로 판명된 IL-1β

펙트럼을 갖는 항염제가 심혈관계 사건을 감소시킬 수

를 활성화시키는 NOD-like receptor family pyrin domain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CIRT 임상에서는 염

containing 3 (NLRP3) inflammasome이 신규 타겟으로

증 반응이 증가되는 제2형 당뇨병이나 대사성 증후군

서 연구되고 있다.

을 가진 기존의 심근경색이나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IL-1β는 NLRP3 inflammasome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multivessel coronary disease) 환자에서 저용량 methotrex-

inflammasome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중요한

ate의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사망률을 평가했다.

역할을 하는 단백질 복합체를 의미한다. Inflammasome

임상 결과, 저용량 methotrexate는 IL-1β, IL-6, CRP

은 다양한 기전에 의해 활성화 되는데, 대식세포나 호

의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안정적인 죽상경화증

중구가 죽상경화반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 결정에 노

이 있는 환자에서 대조군 대비 심혈관 사건을 개선하지

출되는 경우에도 활성화(activation)될 수 있다.

못했다.

그러나 활성화 인자가 존재하더라도 초기 개시 단계

이처럼 canakinumab과 달리 전통적인 항염제인 meth-

(priming)가 진행돼야만 NLRP3 inf lammasome의 활

otrexate의 임상은 실패했는데, 두 연구에는 크게 두 가

성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개시 단계는 활성화 단계

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CANTOS 임상과 달리

에 필요한 구성성분인 NLRP3 등을 공급하는 반응으

CIRT 임상은 피험자 모집 조건에 hsCRP 수준 증가가

로, 내인성 사이토카인(IL-1, TNF-α, PAMPs)에 의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NF-κB 신호전달을 통해 NLRP3와 pro-IL-1β의 발현

따라서 항염 치료를 통한 심혈관 위험을 낮추고자

이 증가한다.

하는 경우, 표준 치료에도 염증 신호가 증가해 있는 환

활성화 단계에서 세포내 산화형 L DL (ox L DL),

자에서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PAMP, 콜레스테롤 결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극에 의

CANTOS 임상의 항체 약물은 IL-1β, IL-6, hsCRP

해 활성화된 NLRP3 inflammasom은 pro-caspase-1을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저용량 methotrexate는

활성형(caspase-1)으로 변환시킨다. Caspase-1은 pro-

IL-1β 신호 전달의 바이오마커와 hsCRP 수준을 감소

IL-1β, pro-IL-18을 죽상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활

시키지 못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성형인 IL-1β, IL-18로 각각 변환시킨다. 따라서 상기

이 외의 염증 반응을 타깃으로 했던 p38 MAP (mi-

의 NLRP3 inflammasome 또한 관상동맥질환의 항염 전

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억제제인 losmapimod,

략의 새로운 타깃으로 제공될 수 있다. NLRP3를 타깃

lipoprotein-associated phospholipase A2 (Lp-PLA2)인

으로 하는 동물실험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상당히 고

darapladib의 임상에서도 심장 질환에서 유효성 입증에

무적이다.

실패했다.

고지혈증 동물 모델에서 NLRP3 억제제(MCC950)

따라서 Lp-PLA2와 p38 MAPK 등과 같은 일반적인

는 죽상경화 병변과 VCAM-1, ICAM-1 mRNA 발현

염증 경로를 억제하는 것보다 IL-1β/IL-6 신호전달 경

을 감소시켰으며, 심근경색 돼지 모델에서 심근경색 부

로를 특이적으로 저해하는 것이 관상동맥질환에서 임

위를 감소시키고 좌심실 박출율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상적으로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결과가 도출됐다.
IL-1β의 하부 신호전달경로인 IL-6도 염증 신호전달

IL-1β/IL-6 신호전달 경로의 새로운 타겟
그렇다면 IL-1β/IL-6 관련 신호전달 경로에서 구

에서 잠재적 타겟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지혈증 마우스
에 IL-6 투여는 죽상경화 병변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
2021 봄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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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대로 IL-6 수용체의 항체(MR16-1)는 죽상경화

유익성이 제시되면서 임상에서 중요한 옵션으로 고려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되고 있다.

최근 IL-6에 결합하는 항체 약물인 toclizumab 등의
죽상경화증에 대한 보호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SGLT-2 억제제

있다.

포도당 수송체인 SGLT(sodium-glucose cotransporter)
는 여러 아형이 존재하는데, SGLT-1와 SGLT-2가 가

심혈관 질환에서 당뇨병 치료제

장 대표적이다.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된 포도당은 모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HbA1c)가 1% 증가할
때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18% 증가하며, 12~14% 증

두 네프론을 따라 재흡수되며 약 90%는 SGLT-2를 통
해, 10%는 SGLT-1을 통해 재흡수된다.

가하는 경우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억

왔다. 대부분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

제함으로써 소변으로 배설을 증가시켜 인슐린과 관계

며, 고혈당 자체가 죽상경화증과 심부전의 병태생리에

없이 혈당을 낮춘다. SGLT-2 억제제 Empagliflozin은

기여한다.

미국 FDA에서 확립된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이

그러나 기존의 혈당 저하제(metformin, sulfonylurea,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적응증

PPAR agonist, thiazolidinedione, dipeptidyl peptidase-4

이 인정되는 등 심혈관계 유효성에 대해 큰 관심을 끌고

inhibitor)는 혈당 저하 효능에도 불구하고 제2형 당뇨병

있다.

의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감소하지 못했다.

Empaglif lozin의 EMPA-REG OUTCOME 임상 결

반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SGLT-2 저해제와

과,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 관련 평가 지

GLP-1 수용체 효현제의 심혈관계 사건에 대한 임상적

표(심혈관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졸중)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시됐다.

◇그림3.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효현제의 심혈관계 이익
SGLT-2 Inhibitors

Empagliflozin은 또한 고위험군에
서 심혈관계 사망과 심부전으로

GLP-1R Agonists

Preload
Afterload
Epicardial Fat

인한 입원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체중 감량, 혈

Satiety
Nausea

압 저하, 나트륨 감소, 신장의 혈
액 동력학적 영향, 에너지 대사,

Glycosuria
Natriuresis
Uricosuria

신경호르몬 영향과 같은 다양한
Hemodynamic
Effect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Nephropathy
Weight
Blood Pressure

인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

Anti-Atherogenic
Effect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Gastric motility
Chylomicrons

또 다른 S G LT-2 억제제인
Canagliflozin은 혈당뿐 아니라 혈
압, 체중, 알부민뇨증을 감소시

Insulin
Glucagon
Vasodiliation

Post-prandial
Glucose

자료=J Am Coll Cardiol. 2018 Oct 9;72(15):1856-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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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anagliflozin은 두 건의 CANVAS 임상
에서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
환 위험이 증가한 사람에서 심

이슈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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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사건 위험성을 낮췄으며, 심부전의 과거력이 있

에서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출혈을 대조군 대

는 사람에서 임상적 이익이 더 큰 것으로 제시됐다. 향

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후 명확한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모든

상기의 empagliflozin과 liraglutide는 모두 중등도 혈당

SGLT-2 저해제의 계열 효과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

감소 효과를 갖는 약물로, 이 약물의 심혈관계 영향은

면 Emplagliflozin 등에 특이적인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혈당 저하 이외의 별도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

있다. 해당 약물이 어떠한 타겟에 작용해 심혈관계 질
환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지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기

GLP-1 수용체 효현제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1(glucagon-like peptide-1, GLP-1)은 인크레틴(incretin)으로 펩타이드 호
르몬이다.

전을 갖는 약물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
죽상경화증은 고콜레스테롤혈증과 염증이 병태생리

GLP-1은 음식 섭취 시 장의 내분비 L세포와 뇌간의

과정의 주축을 이루는 질환이다. 최근 염증질환으로서

특정 뉴런에서 생성, 분비되며 높은 혈당에 반응해 인

관상동맥질환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내피세포 손상과

슐린 분비를 증강시킴으로써 혈당을 감소시킨다. 내인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 세포의 선천/적응 면역 반

성 GLP-1은 주로 디펩티딜 펩티다제-4(dipeptidyl pep-

응, 화학 주성인자 등에 대한 신호전달을 규명하는 연

tidase-4, DPP-4)에 의해 신속하게 분해돼 반감기가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약 2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10~15% 정도만 순환으로

Canakinumab은 기존의 지질저하제 중심의 관상동맥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GLP-1의 작용을 증가시킬 수

질환 치료제 개발에서 염증 반응을 타겟으로 하는 신

있는 GLP-1 수용체 효현제와 DPP-4 억제제가 약물

약 개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로서 개발됐다. GLP-1 기반 치료제는 insulin, sulpho-

현재 연구 중에 있는 IL-6, NLRP3 inflammasome과

nylurea와 달리 체중 감량 효과가 있으며, 저혈당 위험이

같은 새로운 타겟을 겨냥한 치료 전략은 표준 치료에도

낮은 특성이 있다.

불구하고 염증 반응에 의해 관상동맥질환 위험성이 높

Liraglutide는 1일 1회 투여하는 인간 GLP-1 유도체

은 환자에 중요한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로 제2형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에 사용된다. Liraglutide

대해 본다. 더불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합

는 내인성 GLP-1과 동일한 수용체에 결합해 인슐린 분

병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SGLT-2 억제제와 같이 기존

비를 촉진하며, 혈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 분비를 증가

치료제의 심혈관계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 평가도

시킴으로써 식사 시 증가하는 고혈당을 개선한다.

필요할 것이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서 liraglutide를 표준 치료에 추가하는 경우,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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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성 저혈압 주의…앉은 자세로 투여
니트로글리세린 0.6mg 설하정
핵심복약지도

를 나타낸다.
정맥, 동맥 및 세동맥의 확장을 통한 심실 부피와 심
실 압력의 감소로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감소시키며 관

최경숙 약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약무정보팀장

상동맥혈관에 직접 작용해 심근 내의 혈관을 확장시켜
흉통을 조절한다. 죽상(atherosclerosis)이 있는 경우에
도 확장 작용이 유효하며 정맥의 혈관 확장으로 혈액이
말초 혈관에 저류 됨으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

1. 성분 및 함량

(venous return)이 감소돼 심장의 부담이 감소된다.

Nitroglycerine 0.6mg

4. 용량·용법
2. 효능·효과
협심증

(1) 급성협심증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니트로글리세
린으로서 1회 0.3㎎ 또는 0.6㎎을 설하 또는 구
강 내에 녹여 복용한다.

3. 약리 기전
Nitrates는 세포 내에서 nitric oxide와 5-Nitrosothiol로
전환돼 c-GMP의 합성 증가, 세포내 칼슘이온 유리 및
세포 외 칼슘이온 흡수 감소로 혈관 근육의 이완 효과
◇그림1. Antianginal effects of acutely administered glyceryl
trinitrate (GTN).

(2) 증 상이 완화될 때까지 5분마다 반복 투여할 수
있다. 3회 복용한 후(15분간)에도 통증이 계속되
면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3) 급성협심증 발작이 야기될 수 있는 작업을 하기
5~10분전에 예방목적으로 미리 복용할 수 있다.
(4)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5. 이상반응
(1) 순환기계: 빈혈, 혈압강하, 열감, 홍조, 심계항
진, 기립성 저혈압, 드물게 어지러움 등
(2) 정신신경계: 두통, 허약, 드물게 실신 등
(3) 소화기계: 구역, 구토 등
(4) 기타: 드물게 발한, 요실금, 변 실금 등

6. 복약상담 포인트
출처=M ü nzel, Thomas, Andreas Daiber, and Tommaso Gori. “Nitrate
therapy: new aspects concerning molecular action and tolerance.”
Circulation 123.19 (2011): 213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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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ate의 몇 가지 제형은 급성 및 만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상동맥질환 환자는 협심증의 급성 에피소
드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적절하게 nitroglycerin 설하

핵심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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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약물 사용을 위한

치아진계 약물 및 알코올과의 병용 투여로 혈압강

환자 교육이 중요하다. Nitroglycerin 설하 투여는 nitro-

하작용이 증강될 수 있다.

glycerin의 위장관 흡수 및 초회 효과(first pass effect)를

(2) PDE-5 저해제(Phosphodiesterase type 5 inhibitor)

피할 수 있다. Nitroglycerin 설하정 0.3~0.6mg은 투여

와 sGC 자극제(soluble Guanylate Cyclase Stimula-

후 3~5분 이내에 흉통이 조절된다.

tor). 이 약은 PDE-5 저해제(아바나필, 실데나

흉통이 조절되지 않으면 5분 후 재투여하며 3회 복

필, 바르데나필, 타다라필, 유데나필, 미로데

용한 후(15분간) 통증이 지속되면 응급실로 가도

나필 등)와 병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병용 시

록 한다. 협심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PDE-5 저해제는 유기 질산염제제의 저혈압 효

5~10분 전에 nitroglycerin 설하정을 미리 적용 할 수 있

과를 강화시킨다. 이 약은 sGC 자극제(리오시구

다. 설하정 적용 후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으

앗 등)과 병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병용 시 저

므로 앉은 상태에서 적용하고, 약품 보관은 원래의 갈

혈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색병에 두며 습도와 직사광선을 피한다. 휘발성이 있으

시간, 용량 의존성은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수일

므로 사용 후 마개를 꼭 닫아 둔다.

이내로 병용 투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중
증저혈압의 적절한 지지 요법에 대한 연구는 수행

(1) 협심증 증상이 나타난 즉시 투여한다.

되지 않았지만, 손발 들어올림 및 중심 용적 확대

(2) 혀 밑에 용해시켜 구강 점막으로 흡수돼 빠른 효

(central volume expansion) 처치를 하는 것이 적절

과를 나타내므로 내복으로는 효과가 없다.

하다.

(3)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하며, 앉은
자세에서 투여한다.
(4) 처음 투여 5분후 증상 완화가 없으면 다시 1정 투

8. 보관방법
차광 기밀 용기, 20도 이하 보관

여, 3정째까지 투여 후에도 흉통이 지속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한다.
(5) 치료 초기에 다른 질산염제제와 같이 혈관확장작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용에 의한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이

(https://nedrug.mfds.go.kr/index)

들 부작용 때문에 주의력, 집중력, 반사운동능력

2) 약물치료학 제 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투여 후 일시적인 안면홍조, 두통, 심계항진, 현기
증의 발현 가능성이 있다.

3)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1th ed.
4) Applied Therapeutics: The Clinical Use of Drugs. 10th ed.
5) 2018 복약상담매뉴얼 IV

6) Münzel, Thomas, Andreas Daiber, and Tommaso Gori.
“Nitrate therapy: new aspects concerning molecular action
and tolerance.” Circulation 123.19 (2011): 2132-2144.

(7) 설하정은 투약 받은 용기 내에 그대로 보관하며,
용기를 열어 사용 시작하면 안내 받은 유효기간
이내 까지만 사용한다.

7. 상호작용
(1) 다른 질산염 제제, 혈압강하제, β-차단제, 페노
2021 봄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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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이온 흡수 감소, 혈관 근육 이완 효과
앤지덤 패취
1. 성분 및 함량(단일제 기준)
Nitroglycerin0.2mg/hr

효하며 정맥의 혈관 확장으로 혈액이 말초 혈관에 저류
됨으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venous return)이
감소돼 심장의 부담이 감소된다.

2. 효능·효과
협심증

4. 용법·용량
(1) 성 인: 1 회 1매 ( 니 트 로 글 리 세 린 으 로 서

3. 약리 기전

5~10mg/24시간)의 패취를 사용한다.

Nitrates는 세포 내에서 nitric oxide와 5-Nitrosothiol로

(2) 흉부, 상복부, 배부, 상완부, 대퇴부 등 털이 없는

전환돼 c-GMP의 합성 증가, 세포내 칼슘이온 유리 및

피부 표면에 직접 사용하며 털이 있는 부분은 면

세포 외 칼슘이온 흡수 감소로 혈관 근육의 이완 효과

도 후 부착한다.

를 나타낸다.
정맥, 동맥 및 세동맥의 확장을 통한 심실 부피와 심
실 압력의 감소로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감소시키며 관
상동맥혈관에 직접 작용해 심근 내의 혈관을 확장시켜
흉통을 조절한다.
죽상(atherosclerosis)이 있는 경우에도 확장 작용이 유

(3) 인체의 말초 부위나 사지 등 과도하게 움직이는 곳
에는 부착하지 않는다.
(4)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부착 장소를 매번 바꿔
준다.
(5) 느슨하게 부착됐거나 떨어진 경우 새것으로 바꿔
부착한다.
(6) 임상 효과, 부작용, 혈압 및 심박수 등에 따라 최

◇그림1. Proposed mechanisms underlying bioactivation of
organic nitrates.
1,2-GDN, 1,2-glyceryl dinitrate; Cyt Ox, cytochrome c oxidase; ER,
endoplasmic reticulum; GMN, glyceryl mononitrate; PEDN, pentaerithrityl
dinitrate; PEMN, pentaerithrityl mononitrate; PETriN, pentaerithrityl trinitrate.

적 용량을 결정한다.
(7) 방출량 5mg/24시간 소형 패취로 시작하고 고용
량이 필요한 경우 방출량 10mg/24시간 대형 패
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적인 사용을 고려해, 사용
도중 휴약기(8~12시간)를 고려한다.

5. 이상 반응
(1) 순환기계: 때때로 심계항진, 혈압강하, 드물게 어
지러움, 열감, 기립성 저혈압, 심박출량 저하, 빈
맥, 서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출처=Daiber A, Münzel T. Organic Nitrate Therapy, Nitrate Tolerance, and
Nitrate-Induced Endothelial Dysfunction: Emphasis on Redox Biology and
Oxidative Stress. Antioxid Redox Signal. 2015 Oct 10;23(11):89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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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신경계: 두통, 때때로 두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소화기계: 드물게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피부: 때때로 부착 부위의 가려움, 접촉성 피부

핵심복약지도

염, 발적, 발진, 피부자극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5) 기타: 드물게 무력감, 전신 권태감, 구갈 등이 나
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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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구앗 등)과 병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병용 시 저
혈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시간, 용량 의존성은 연구되
지 않았으므로 수일 이내로 병용 투여하는 것은 권장하

6. 복약상담 포인트
(1) 사용하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으며 사용 직전에
겉포장을 찢어서 붙인다.
(2) 협심증의 발작을 즉각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제제

지 않는다.
중증저혈압의 적절한 지지 요법에 대한 연구는 수행
되지 않았지만, 손발 들어올림 및 중심 용적 확대(central volume expansion) 처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아니다.
(3) 부착에 의해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감량 또는 휴약한

8. 보관방법
실온 보관, 기밀 용기

다. 치료 초기에 다른 질산염제제와 같이 혈관확
장작용에 의한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
고, 이들 부작용 때문에 주의력, 집중력, 반사운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동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https://nedrug.mfds.go.kr/index)

경우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 조

2) 약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부착에 의해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부착 부위를 변경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사용하거나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한다.
(5) 장시간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나는 경우, 천천히 또
는 벽을 잡고 일어난다.

3)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1th ed.
4) Applied Therapeutics: The Clinical Use of Drugs. 10th ed.
5) 2018 복약상담매뉴얼 IV
6) Daiber A, Münzel T. Organic Nitrate Therapy, Nitrate
Tolerance, and Nitrate-Induced Endothelial Dysfunction:
Emphasis on Redox Biology and Oxidative Stress.
Antioxid Redox Signal. 2015 Oct 10;23(11):899-942.
7) 삼양바이오팜 홈페이지
(https://www.samyangbiopharm.com/ProductIntroduce/

7. 상호작용

patch04)

(1) 아스피린 및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이 약의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다른 혈관확장제, 칼슘길항제, 삼환계 항우울제
및 알코올과의 병용에 의해 혈압강하작용이 증강
될 수 있다.
(3) PDE-5 저해제(Phosphodiesterase type 5 inhibitor)
와 sGC 자극제(soluble Guanylate Cyclase Stimulator). 이 약은 PDE-5 저해제(예, 아바나필, 실데
나필, 바르데나필, 타다라필, 유데나필, 미로데
나필 등)와 병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병용 시 PDE-5 저해제는 유기 질산염제제의
저혈압 효과를 강화시킨다. 이 약은 sGC 자극제(예: 리
2021 봄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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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멈춘 상태로 구강 분무…흡입하면 안돼
이소켓 스프레이
1. 성분 및 함량(단일제 기준)
Isosorbide dinitrate

관확장효과를 나타내며 혈관확장효과는 정맥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일차적으로는 전부하, 좌심실 확
장기말압력(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을 감소

2. 효능·효과
협심증 발작의 예방과 치료, 좌심

시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후부하도 완만
하게 감소시킨다. 추가적으로 관상동맥 확장으로 허혈

부전을 수반하는 급성심근경색

부위의 측부 혈행(collateral flow)을 개선시킨다.

3. 약리 기전

4. 용법·용량

Isosorbide dinitrate 및 질산염은 free radical nitric oxide
를 형성한다. Nitric oxide는 평활근에서 guanosine 3’5’

(1) 성인: 이소소르비드이질산염으로서 1회 1.25mg,
1일 1~3회 구강 내에 분무한다.

monophosphate(cGMP)를 증가시키는 guanylate cyclase

(2) 보호캡을 벗기고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추진 가

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myosin light chains의 탈인산

스가 없으므로 균질하게 분무될 때까지(용기를

화 및 평활근 이완을 유발한다. 말초 정맥 및 동맥의 혈

똑바로 세워지고) 스프레이 밸브를 세게 여러 번
누른 후 구강에 분무한다(용액 중에 알코올이 들

◇그림1. Mechanisms of nitrate vasodilation.

ALDH-2, mitochondrial aldehyde dehydrogenase; cGK-I, cGMP-dependent
kinase; cGMP, cyclic guanosine-3′, -5′-monophosphate; ISMN, isosorbide5-mononitrate; ISDN, isosorbide dinitrate; MLCK, myosin light chain kinase;
MLCP, myosin light chain phosphatase; PDE, phosphodiesterase; PETN,
pentaerithrityl tetranitrate.

어있기 때문에 구강에 약간의 작열감을 느낄 수
있다).
(3) 다음에 사용할 때에는 즉시 분무해 사용할 수 있
으나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무
력을 높이기 위해 밸브를 다시 여러 번 눌러준 후
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사용 후에는 캡을 다시 씌워 놓는다.
(5) 별도로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협심증 발작 초기
나 발작이 예상될 때 용기를 반듯이 세우고 증상
의 정도와 환자의 반응에 따라 약 30초 간격으로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구강에 분무한다. 이때 흡
입해서는 안된다.

5. 이상반응
출처=Daiber A, Münzel T. Organic Nitrate Therapy, Nitrate Tolerance, and
Nitrate-Induced Endothelial Dysfunction: Emphasis on Redox Biology and
Oxidative Stress. Antioxid Redox Signal. 2015 Oct 10;23(11):89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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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흔하게: 두통
(2) 흔하게: 빈맥,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졸림, 무
력증, 혀의 투여 부위 작열감

핵심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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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흔하지 않게: 구역, 구토, 위부 불쾌감, 식욕부

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PDE-5 저해제를 병용해

진, 알러지 피부 반응 (예: 발진), 홍조, 협심증 악

서는 안된다. 최근에 이를 복용한 환자에게도 급

화, 때때로 서맥성 부정맥과 실신을 동반하는 허

성으로 질산염제제를 투여하면 안된다.

탈 상태

(3) 디히드로에르고타민과의 병용투여시 DHE 레벨
이 증가되고 혈압상승효과가 증강될 수 있다.

6. 복약상담 포인트

(4) 사프롭테린(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 BH4)은

스프레이 제형은 협심증의 즉각적인 완화를 제공한

산화질소(NO) 합성 효소의 보조인자이다. 전형

다. 협심증 증상 시작 시점에서 환자는 앉은 자세로 쉬

적인 산화질소 공여제(즉, 니트로글리세린, 이소

어야 하며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혀에 뿌리며 삼키거나

소르비드이질산염, 이소소르비드일질산염 등)를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포함해, 산화질소 대사 또는 작용에 영향을 미쳐
혈관 이완을 유발하는 모든 약물은 사프롭테린

(1) 별도로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협심증 발작 초기

함유 제제를 병용하는 동안 주의가 권장된다.

나 발작이 예상될 때 용기를 반듯이 세우고 증상
의 정도와 반응에 따라 약 30초 간격으로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혀 밑에 분무한다. 이때 흡입해서
는 안된다.

8. 보관방법
기밀 용기, 실온(1~30℃)보관, 소아의 손이 닿지 않
는 곳에 보관.

(2)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눈을 향해 사용
하지 않는다.
(3) 투여 초기에 일시적인 두통이 발현될 수 있다.
(4) 운전이나 기계 조작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영향은
알코올과의 병용투여 시 증가될 수 있다.
(5) 혈압 강하 효과가 증강될 수 있으므로 이 약 복용
중에는 알코올 병용을 피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index)
2) 약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3)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1th ed.
4) Applied Therapeutics: The Clinical Use of Drugs. 10th ed.
5) 2018 복약상담매뉴얼 IV
6) 에리슨제약 홈페이지

7. 상호작용
(1) 혈관확장제, 칼슘길항제, β차단약, ACE 저해제
등과 같은 혈압강하제, MAO 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 삼환계 항우울제, 신경
이완제 및 알코올과의 병용에 의해 혈압강하작용
이 증강될 수 있다. ACE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
에서 순환 허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이 약과 PDE-5 저해제(예: 실데나필, 타다나필,
바데나필)와의 병용투여는 본제의 혈압저하효과
를 증가시켜 협심증 발작 등과 같이 심각한 순환
기계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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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투여 초기 두통 발현…알코올 병용 ‘주의’
이소켓서방캡슐
1. 성분 및 함량
Isosorbide dinitrate retard

을 유도함. 말초 정맥과 동맥의 혈관확장효과를 나타내
며 정맥에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냄. 심장의 전부하

120mg(이소켓서방캡슐

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

120mg)

키며, 후부하도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관상동맥확장
으로 허혈 부위의 측부 혈행(collateral flow)을 개선함

2. 효능·효과
(1) 협심증, 심근경색, 관경화증(만성허혈성심질환,
무증후성허혈성심질환, 동맥경화성심질환)
(2) 울혈성심부전의 보조요법(강심배당체 또는 이뇨
제와 병용)

3. 약리 기전
Isosorbide dinitrate 및 nitrates는 free radical nitric oxide
를 형성함. 평활근에서 nitric oxide는 guanosine 3’5’ monophosphate(cGMP)를 증가시키는 guanylate cyclase를 활
성화시켜 myosin light chain의 탈인산화 및 평활근 이완

4. 용량·용법
(1) 이소소르비드이질산염으로서 1일 1회 120㎎을
아침식사 후 경구투여 한다.
(2)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5. 이상반응
(1) 매우 흔하게: 두통
(2) 흔하게: 빈맥,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졸림, 무
력증
(3) 흔하지 않게: 구역, 구토, 위부 불쾌감, 식욕부
진, 협심증 악화, 때때로 서맥성 부정맥과 실신을

◇그림1. Effect of nitrates on the systemic circulation

동반하는 허탈 상태, 발진, 홍조
(4) 매우 드물게: 가슴 쓰림, 혈관 부종, 스티븐스존
슨증후군
(5) 빈도 불명: 저혈압, 열감, 두근거림, 불쾌감, 이
명, AST, ALT 상승, 박탈성 피부염

6. 복약상담 포인트
(1) 규칙적, 장기 투여를 목적으로 한 서방형 제제이
므로 씹거나 부수지 않고 복용한다. 씹어서 복용
하는 경우, 일시적인 혈중농도상승에 따른 두통
이 생기기 쉽다.
(2) 투여 초기 두통이 발현될 수 있으나 지속 투여 시
출처=Thadani, Udho. “Challenges with nitrate therapy and nitrate tolerance:
prevalence, prevention, and clinical relevance.” American Journal of
Cardiovascular Drugs 14.4 (2014): 28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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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되며, 필요시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중증
의 두통이 지속시는 의사ㆍ약사에게 알린다.

핵심복약지도

(3) 장시간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나는 경우, 천천히 또
는 벽을 잡고 일어난다.
(4) 운전이나 기계 조작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학술특집Ⅰ

(5) 본 제제와 가용성 구아닐산고리화효소 자극제인
리오시구앗 제제의 병용투여는 저혈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영향은
알코올과의 병용투여시 증가될 수 있다.
(5) 혈압 강하 효과가 증강될 수 있으므로 이 약 복용

8. 보관방법
밀폐용기, 실온 보관(1~30°C)

중에는 알코올 병용을 피해야 한다.
(6) 폐질환 또는 허혈성 심부전에 의한 저산소혈증 및
환기/관류 불균형 환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index)

7. 상호작용
(1) 혈관확장제, 칼슘길항제, β차단약, ACE 저해제

2) 약물치료학 제4개정. 한국임상약학회
3)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0th ed.
4) Applied Therapeutics: The Clinical Use of Drugs. 10th ed.

등과 같은 혈압강하제, MAO 억제제(Monoamine

5) Thadani, Udho. “Challenges with nitrate therapy and

Oxidase Inhibitor, MAOI), 삼환계 항우울제, 신경

nitrate tolerance: prevalence, prevention, and clinical

이완제 및 알코올과의 병용에 의해 혈압강하작용

relevance.” American Journal of Cardiovascular Drugs
14.4 (2014): 287-301.

이 증강될 수 있다. ACE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

6) K nuuti, Juhani, et al. “2019 ESC Guidelines for the

에서 순환 허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과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hronic coronary

ACE 저해제 또는 동맥 혈관확장제의 병용 투여에

syndromes: the Task Force for the diagnosis and

의해 항고혈압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하
나 또는 두 약의 투여 감량을 고려해야 한다.

management of chronic coronary syndromes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European heart
journal 41.3 (2020): 407-477.

(2) 이 약과 PDE-5 저해제(예: 실데나필, 타다나필,
바데나필)와의 병용투여는 본제의 혈압저하효과
를 증가시켜 협심증 발작 등과 같이 심각한 순환
기계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PDE-5 저해제를 병용해서
는 안된다. 최근에 이를 복용한 환자에게도 급성
으로 질산염제제를 투여하면 안된다.
(3) 디히드로에르고타민과의 병용투여시 DHE 레벨
이 증가되고 혈압상승효과가 증강될 수 있다.
(4) 사프롭테린(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 BH4)은
산화질소(NO) 합성 효소의 보조인자이다. 전형
적인 산화질소 공여제 (즉, 니트로글리세린, 이소
소르비드이질산염, 이소소르비드일질산염 등)를
포함해, 산화질소 대사 또는 작용에 영향을 미쳐
혈관 이완을 유발하는 모든 약물은 사프롭테린
함유 제제를 병용하는 동안 주의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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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문

관상동맥

약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상동맥

정리=윤중식 약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아이비웰니스 대표이사

답변3) 항혈전제들의 임상적 효과를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
다. 단독보다는 2제, 3제를 사용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연구
들이 있어 병용요법을 많이 쓰는데, 출혈 관리가 중요하겠죠.
항혈소판 효과로 본다면 Clopidogrel이 가장 우수하고,
Aspirin, Cilostazol, Sapogrelate, Ticlopine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연구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537264

Q. A
 spirin, clopidogrel, cilostazol, sarpogrelate
혈전억제 강도가 궁금합니다.
혈전약으로 쓰이는 약 중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사르포그렐
레이트, 실로스타졸 중 혈전억제 강도 순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저는 신경과 문전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받아가시는 혈전약들을 보면 2~3가지씩 드세요. 다른 신경과
에서 혈전약 더블 트리플 테라피 처방이 흔한지 궁금합니다.

Q. 클
 로피도그렐 과량 시 독성
답변1) 위의 약물들간 우열을 가릴만한 데이터를 못찾았지만,
월간 의약정보 올해 7월호에 뇌혈관질환에 대한 자료중 항혈전
제에 대해서 원리와 사용법이 나왔어요.
항혈전제는 혈전용해제·항혈소판제·항응고제로 크게 나누어
사용하는데, 그중 우리가 처방상 많이 접하는 아스피린, 클로
피도그렐, 실로스타졸, 디피리다몰, 티카그렐러, 트리플루살등
이 항혈소판제로 분류되고 항응고제는 와파린, 프라닥사, 자렐
토, 엘리퀴스가 대표적인 약제로 돼있네요.
항혈소판제의 다중요법은 저희 병원쪽 순환기내과나 신경과에
서도 두가지 쓰는 경우는 자주 보았고 세 가지도 있었던것도
같아요. 자료상으로도 2제, 3제요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항혈전제를 질환이 기인한 혈관이 동맥인지 정
맥인지로 나누어 쓰는데 동맥이 문제인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에는 항혈소판제를 정맥이 문제인 심방세동, 심부정맥혈
전증에는 항응고제를 쓰는것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나왔습
니다.

답변2) 2차병원 문전 근무중인데 2제와 3제요법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처방은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이고 추가적으로 실로스타
졸을 같이 쓰시는데 빈도가 많고 위 설명처럼 항혈소판약으로
는 이렇게 다제요법 쓰시는데 항응고제인 프라닥사나 와파린
사용 시에는 항혈소판 다제 요법은 잘 안 쓰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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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클로피도그렐을 loading dose
로 300mg PO 1회 투여한 후, 처방 오류로 다음날부터
maintenance dose로 75mg가 아닌 300mg으로 5일간 투여했
고 7일째부터 뒤늦게 처방이 수정됐습니다.
원하던 치료혈중농도보다 훨씬 높은 혈중약물농도가 아니었을
지 이 정도 복용하셨을 때 약물 독성이 나타나거나 심각한 이
상반응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1) 클로피도그렐을 과량 복용 시 일반적으로 구역, 설사,
구토,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급성 독성으로는 위장관 출혈,
두개내 출혈, 혈뇨, 토혈 등 치명적인 출혈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에 의해 비가역적으로 억제된 혈소판은 새 혈소
판이 만들어지는 8일 정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클로피도그렐
과량투여 시 특별히 진단하는 도구는 없고 환자가 출혈을 하는
지와 혈액 검사, 대 소변에 혈액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치료는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복용한지 1시간 이내면 활
성탄으로 제거하거나 토하게 하거나 하제를 쓰기도 하고 위세
척도 할 수 있습니다. 해독제는 따로 없고, 환자가 출혈 시 혈
소판을 수혈합니다. 뇌출혈 시는 응고인자 VIII를 증가시키는
데스모프레신을 사용합니다. 
-렉시콤프-

약문약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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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
 타민K 질문입니다

Q. 베라실과 오팔몬의 차이점과 사용법

비타민K 가 근육같은 곳에 석회화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는걸 들었는데요.
1.석회가 많은 사람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2.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베라실정과 오팔몬정은 같은 계열의 약인가요? 다르다면 어떻
게 다른가요? 사용법도 알려주세요.

답변1)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타민 K2(menaquinone)는 혈관
의 석회화를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비타민 K2를 많이
함유한 음식은 치즈, 유제품, 육류입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서 비타민 K2(menaquinone)을 식이로 많이 섭
취해도 심혈관 사망 위험성이 줄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타민 K1(phylloquinone)은 노인 환자의
심혈관 위험성과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서 지중해 환자에게 비타민 K1을 식이로 5년
보충했더니 심혈관 사망이 48%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종합비타민만 복용하는 군보다 종합비타민+비타민 K1
500mcg을 함께 복용하는 군에서 3년간 관상동맥 석회화가
6%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비타민 K2 형태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1) 1. 베라실(Beraprost Sodium)은
(1) Prostaglandine GI2 (Prostacyclin)의 유도체이며

(2) 체내에서 혈관 확장 작용과 항혈전 작용을 합니다.
(3)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동반한 궤양,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는
보통 성인은 1일 0.12mg(6정)을 3회 분할해서 1회 2정씩 복
용, 식후에 경구 투여합니다.
(4) 원발성폐고혈압증에는 성인은 1일 0.06mg(3정)을 3회 분
할해서 1회 1정씩 복용, 식후에 경구투여 시작해 이상 반응
을 충분히 관찰하면서 점차 증량합니다. 증량할 경우에는
투여 회수를 1일 3~4회, 최고 용량을 1일 0.18mg(9정)으로
합니다.
2. 오팔몬(Limaprost Alfadex)은
(1) Prostaglandine E1(Alprostadil)의 유도체 이며

(2) Alprostadil 은 혈관확장 작용에 의한 발기 부전 치료제이며
(3)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
혈성 증상의 개선에는 통상 성인 1일 3회, 1회 2정을 경구
투여합니다.
(4)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의 자각증상인 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통상 성인 1일 3회, 1회 1정을 경구
투여합니다.
3. 이 두 약은 현재 일본 등 동남아 몇 개국에서만 허가돼 있고
선진국에서는 허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이렇다 할 비교 임상 자
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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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
 타차단제를 당뇨병 환자가 복용하면 안 되는 이
유는 무엇인가요?
베타차단제는 당뇨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심장선택성 베타차단제(Atenolol, Bisoprolol Fumarate)도 마찬
가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그 이유가 베타차단제는 교감신경의 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
에 혈중 당의 이용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인가요? 다르게 생각
한다면 교감신경을 억제하면 당의 이용률도 낮출 뿐더러 당의
생성율도 낮추지 않을까요?

답변1) 1. 베타차단제는 선택성이든 비선택성이든 당뇨병에는
유해한 작용을 합니다.
2. 우선 2형 당뇨병에 대해서는 인슐린 내성을 유발해 혈당을
상승시키고 경구용 당뇨약 약효를 감소시킵니다.

답변1) 1. 유아·소아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소아의 경우는 확실한 비만 상태이고 고지질 상태이므로
약물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3. 약효도 성인의 약효와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4. 약 용량도 성인의 약 용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5. 소아의 죽상동맥경화성 질환이나 성인의 질환은 병태가 동
일합니다.
6. 두 살 아래의 경우도 1~5%의 유아에게서만 GOT, GPT 수
치가 상승을 나타냈을 정도입니다.
7. 아이들은 부작용 문제보다는 처방의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
진단 하에서 약물을 처방하시기 바랍니다.

3. 중성 지질과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므로 당뇨병의 중대한
합병증인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4. 당뇨병약을 과량 복용했을 때 저혈당이 되는 경우 맥박이
빨리 뛰어서 사정이 위급함을 알려 줘야 하는데 베타차단제는
맥박을 서서히 만들므로 이 같은 위급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
므로 당뇨병 환자는 위급함을 모르고 있다가 심한 저혈당에 빠
집니다. 뇌에 혈당이 잠시만 공급이 감소돼도 혼수도 일어나고
뇌세포 일부가 영영 사망하게 됩니다.
5. 고혈압만 있는 사람이 베타차단제로 혈압을 다스리다가 당
뇨병에 걸리는 비율은 다른 고혈압약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35%가 더 높습니다.

Q. 와
 파린 사용법에 대하여
와파린나트륨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할 때 취급 주의사항 환자 관찰사항 피해야 할
음식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 등 일반적인 항 혈전제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1)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환자용 교육자료에 따르면

Q. 지
 질저하제 아토르바스타틴을 소아에 사용해도
되나요?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가 10~17세의 소아에 있어서 적응증이
있습니다. 요즘 비만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 이하의 어린 아이
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나요?
스타틴 제제가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라 사용하기 어려울 거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0세 이하의 비만인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처방이 좋
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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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파린은 어떤 약일까?
와파린은 필요 없이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해주며 응고된 덩
어리가 점점 커지지 않게 해주는 약입니다. 혈액 덩어리가 커
지면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뇌에서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중풍이 발생하고 심장에서 혈관
이 막히면 심장 마비를 일으킵니다. 와파린은 항 응고제라고
하며 뇌졸중 과 심장 마비를 막아 주는 약입니다.
2. 와파린은 복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와파린은 약간만 많이 복용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키고 조금만 적에 먹으면 효과가 없어 혈관이 막힙니다.
서 와파린 복용량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은 한 달에 한번씩 지정한 날 혈액 검사를 해서 복용량을
합니다.

일으
따라
보통
결정

약문약답

3. 복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환자의 혈액을 뽑아 응고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혈액응고 시
간은 INR이라고 하는 수치로 나타나며 INR 수치가 이전보다
너무 내려가면 와파린의 약효가 모자란다는 뜻이므로 복용량
을 증가 시켜 줍니다.
INR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 와파린의 약효가 너무 과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 복용량을 줄여 줍니다. 와파린을 안 먹는
건강한 정상인들의 INR수치는 0.8~1.2 입니다.
그러나 심장 마비를 자주 일으키는 환자의 INR의 정상 수치는
2.5~3.5 입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INR의 정상수치가 다르며
이수치는 처방의가 알고 있으며 환자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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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itamin, Furosemide, Atorvastatin Calcium, Simvastatin,
Tylenol (acetaminophen)
12. 술
음주하면 출혈할 수 있음으로 금주 하십시오.
13. 비타민 K가 많아 함유된 식품은 피하세요
녹색야채, 보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등 가능한 한 매주 먹는
식단은 동일하게 하시고 식단을 자주 바꾸시면 안됩니다.

4. 와파린 복용 중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곧 병원에 오
셔야 합니다.
심한 두통, 경험하지 못한 두통이 발생, 의식혼란, 손발 마비,
기침 속에 적갈색 피가 나올 때, 구토 시 피가 나올 때 코피 등
피가 멎지 않을 때, 대변에 선명한 적색 피가 보일 때, 낙상하
거나 머리를 다쳤을때
5. 항상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1)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잇몸 출혈을 방지 하십시오.
(2) 전기면도기를 사용 하십시오.
(3) 칼이나 가위 사용시 조심하십시오.
6. 반드시 하셔야 할일 일
(1) 출혈여부를 조사하세요
(2) 다른 병에 걸렸을 때나 상처 입었을 때담당의사에 알리세요
(3) 와파린은 처방량대로 복용하세요
(4) 약국이나 다른 의사에게 갈 때는 반드시 와파린 복용자임
을 알리세요
(5) 혈액 검사 날은 반드시 지키세요
7. 해서는 안될 일
(1) 복용량을 절대로 2배로 하지 마세요
(2) 담담의에게 묻지 않고 다른 약이나 건강 기능식품이나 비
타민이나 생약등을 복용하지 마세요
(3) 담당의 동의 없이는 와파린 복용을 중단 마세요
8. 임신
와파린은 임신 중에는 복용 하지 않습니다. 와파린 복용 중에
임신 했거나 임신 계획자는 담당의에게 즉시 알리세요.
9. 수술 치과 행 등
수술을 받거나 치과에 가시기 전 담당의에게 알리십시오.
10. 여행
여행 중에는 와르파린 약통을 큰 가방 속에 넣지 말고 손가방
에 넣고 다니세요.

Q. 와파린 밤9시 복약, 이유가 뭔가요??
의사 진료 시 용량 조절이 편해서 인가요?

답변1) *와파린을 저녁에 투여하는 2가지 이유
*혈액응고 인자와 vitamin K의 circardian rhythm
“혈액응고 인자의 혈중 농도가 rhythmic diurnal varia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가장 반감기가 짧은(6시
간 정도) 혈액응고 인자인 factor VII의 경우 가장 현저하며 또
한 factor II, X의 경우에도 이러한 circadian rhythm을 갖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vitamin K dependent clotting
factor의 활성은 지방 대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혈액응고 인자(II, VII, IX,X) 생성의 필수적인 보효소인 vitamin
K의 혈중 농도는 하루 중 22:00에 가장 높으며 10:00 쯤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arfarin의 작용 기전과
clotting factor의 circadian rhythm을 고려하여 warfarin을 주
로 저녁에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복용만 잘 하면 된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와파린이 이미 만들어진 혈액응고인자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인자에만 작용하므로 효과
가 바로 나타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INR 측정을 통한 용량조절은 바로 전 날 투여량이 아닌
3~4일 전 투여량에 대한 효과로 보고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11. 병용하면 안 되는 약
소염진통제 Ibuprofen, Naproxen, Aspirin, Acetaminophen,
Levothyroxine Sodium Hydrate, Prednisolone, Omepr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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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
 마코와 오메가3와의 차이점
오마코연질캡슐와 시중에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1) 오마코와 오메가-3의 차이점을 먼저 구성상의 차이점
을 설명 드린 후 약효상의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 구성 상의 차이점
(1) 오마코는 오메가-3에 함유된 여러 가지 지방산 중 약효가
확실한 EPA와 DHA라는 지방산을 집중적으로 함유시킨 오
메가-3를 만들기 위해 오메가-3에 Ethyl기 결합 반응을 시
키면서 여러 단계 추출을 해가는 단계에서 다른 물질들은
탈락되고 EPA-ethylester 와 DHA-ethylester 가 고농도로
집중되는 오메가-3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를 오메가-3
ethylester 제제라 하며 오마코의 성분입니다.
(2) 오 마코 1000mg 중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ethylester
가 90% 함유돼 있으며, 이 중 EPA-ethylester 와 DHAethylester 합계는 80% 이며 EPA-ethylester 만은 40%
이고 DHA-ethyl ester만은 34% 입니다. 따라서 오마코
1000mg 중에는 EPA가 320mg 이하 DHA가 270mg 이하
함유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오메가-3는 성분 표시를 보면 우수한 제품
들은 EPA와 DHA 각각의 함량이 적혀있으므로 이들 함량과
오마코의 EPA와 DHA의 함량을 비교해 보시면 EPA와 DHA
성분상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B. 약효 상의 차이점
(4) 오 마코는 EPA-ethylester 와 DHA-ethylester 즉
Ethylester(Ee)성분을 복용하는 경우이며 건식 오메
가-3에는 EPA 와 DHA가 Glycerin에 결합된 이른바
Triglyceride(Trg)형으로 존재하므로 TRG 성분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Ee형과 Trg형의 약효 차이를 설명 드리
겠습니다.
(5) 오마코 즉 Ee형은 복용하면 소장에서 흡수되자마자 소장
벽속에서 Ethyl ester 기가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EPA와
DHA로 분리되는데 이 분리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분리
된 곳에 림프관이 존재하므로 오마코는 간으로 먼저 들어
가지 않고 림프관을 타고 들어가 혈관으로 들어간후 심장
으로 먼저 들어가므로 심장에 대한 약효가 다른 약효보다
현저합니다.
(6) 건식 오메가-3인 rTG형은 복용하면 12지장에서 췌장 효소
에 의해 분해돼 12지장에서 순수한 EPA와 DHA로 변해 소
장으로 흡수되므로 오마코와는 달리 간으로 먼저 들어가
간에서 약효를 발휘하고 뇌 등 전신으로 퍼지면서 오마코
보다 폭넓은 약리작용을 처음부터 전개합니다만 부정맥이
나 심근 경색처럼 급히 작용을 해야 하는 심장 증상에는 오
마코가 더 현저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 오마코나 건식이나 간에 EPA와 DHA의 각각의 함량이 동일
하다면 흡수량 차이도 거의 유사하며 다만 오마코는 작용시
간이 늦으며 장기간 복용해가면 만성 질환에 대한 작용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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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다 약효가 동일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8) 그
 러나 오마코는 약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허가
받는 적응증에 대해서만 임상 실험을 국한시켜 심장 중심
과 혈관 동맥경화 증상으로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9) 그러나 오메가-3가 발휘하는 대부분의 좋은 약리 작용들은
DHA를 주축으로 작용 메커니즘이 매우 세밀하게 밝혀지고
있으므로 DHA가 EPA 보다 많은 오매가-3 제품을 선정해
야 합니다.
(10) 요즈음 건식의 오메가-3에도 외국에는 ethylester형도 함
유한 것이 많습니다.

Q. 경
 막하 출혈 시 Levetiracetam 처방 어떤 의미인
지요?
•77세 남성, 기저질환 없음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혈종으로 배액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환자분이 Levetiracetam 500mg BID을 처방 받으셨는데요. 경
막하 출혈 시 자각증상은 보행시 오른쪽 다리가 살짝 끌림, 중
심 잡기가 약간 어려움, 아주 경미한 두통 정도 였습니다. 빠른
대처를 해서인지 퇴원 시에는 자각증상은 소실됐고요.
애초에 경련이나 전간증상은 없었기에 수술 첫날부터
Levetiracetam이 나왔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수
술 때문일 수도 있지만 평소 경쾌하셨던 환자분께서 약간 우울
해하셔서 혹시나 약의 부작용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자살관념
도 높일 수 있는 성분이기에 여쭙습니다.

답변1) Levetiracetam은 지주막하 출혈 이후 단기간 뇌졸중의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벨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건의 전향적 시험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고 합니다.
Levetiracetam은 여러 지주막하 출혈에 환자의 발작 예방을
위해 고려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임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https://www.ahajournals.org/doi/full/10.1161/STR.
0b013e3182587839?url_ver=Z39.88-2003rid=ori:rid:crossref.
orgrdat=cr_pub%20%200pub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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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의 병인과 약물치료 요법
인슐린 분비장애와 저항성의 복합 장애
이슈트렌드
국내 당뇨병 진료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
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02만명에서 2015년 252만명으로 환자 수
가 24.6% 증가했다.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한 명이 앓고 있으며, 65
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일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7위수준이다.

당뇨병이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이 세포내로의 이동 저하, 여러
조직에서의 포도당 대사 저하, 간에서의 포도당 신생의

아울러 인슐린 부족으로 인슐린의 지방합성이 저하

증가 등으로 인해 혈중 포도당의 생성이 과다하게 증가

되고 지방분해가 증가돼 혈중 지방산이 증가하게 되고

돼 나타나는 결과이다. 정상인에서는 혈장 포도당 농

간으로 지방산 이동이 증가된다.

도가 120mg/dl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인슐

이 지방산이 CO2로 산화시킬 수 있는 간의 능력을 초

린 결핍성 당뇨병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혈중 포도당

과되면 케톤체(β-hydroxybutyric acid, acetoacetic acid와

농도를 유지한다.

acetone 등이 증가돼 케토산증(ketosis)를 일으키고 결국

만약 포도당 농도가 180mg/dl 이상 되면 신장 세뇨
관의 최대 재흡수 능력을 초과하므로 소변에 당이 배출
돼 당뇨를 나타내며, 소변에 배출되는 당에 의한 삼투
현상에 의해 소변량이 증가돼(polyuria) 탈수 현상을 일
으킬 수 있으며 갈증이 일어나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polydipsia).
또한 식욕이 증가해 많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소변

대사산증(metabolic acidosis)을 일으키며 심하면 당뇨병
성 혼수를 일으키고 사망할 수 있다.

제2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중 인슐린 및 C-펩타이드
농도는 정상이거나 증가돼 있고 그 발생과 특정조직적
합항원과는 상호 관련성이 없다.

으로 배설된 당으로 인한 calorie 손실(4.1kcal/gm 포도

이는 소도세포 항체 등 자가항체는 관찰이 안되고

당)과 근육과 지방조직에서의 이화작용 증가로 심한 체

당뇨병성 케톤산증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

중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다. 즉 제2형 당뇨병은 비자가면역성 질환이라 할 수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근육 세

있다.

포로의 아미노산 유입이 저하되고 간에서 아미노산은

또한 제2형 당뇨병에서 일란성 쌍생아의 당뇨병 발생

포도당 신생을 통해 소모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저

의 일치율은 55~100%이고 이란성 쌍생아의 일치율인

하돼 질소 균형 감소(negative nitrogen balance)를 일으킨

17%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각종 유전인자 및 환경인자

다.

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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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발생에는 체지방량의 단순 증가인 비만
은 물론 체지방량의 분포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형 당뇨병의 병인과 환경인자
제2형 당뇨병의 병인은 인슐린 분비 장애와 인슐린
저항성의 복합 장애라고 알려져 있다. 만성적인 고혈

동일한 비만 정도라 할지라도 체지방이 주로 상체

당 상태는 췌장 베타세포의 대사에 해로운 영향을 미

에 분포된 경우 즉 상체 비만(남성형 비만, 중심성 비

치며 세포내 지방 독성을 유발하는데 관여하는 fattya-

만, 복부 비만)인 경우에서 더욱 증가된다. 하지만 소아

cyl-CoA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베

성 제2형 당뇨병(maturity-onset diabetes of the young,

타세포에서 포도당 자극에 의한 인슐린 분비 저하와 세

MODY)는 심한 비만이 없는 경우에도 젊은 나이에서

포자멸사를 일으킨다.

발생한다.

제2형 당뇨병의 기본적인 장애 중 인슐린 저항성은

이 질환은 매우 드물며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발병

고인슐린혈증을 동반하게 되고 고인슐린혈증은 간에

하고 환자의 형제 또는 자매에서 동일 질환이 발생할 위

서 지방합성을 촉진시켜 포도당 흡수와 당원합성을 저

험성이 약 50% 정도가 된다.

하시키고 고혈당과 더불어 베타세포의 기능을 약화시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베타세포의 분비 능력이

키게 된다.

낮고 비만형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돼 있고 제1형 과

이러한 경우 혈중 인슐린 농도는 정상이거나 증가돼

제2형 당뇨병의 구분이 어려운 비전형적 당뇨병이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보상할 정도까지는 증가돼 있

5~15%에서 보고되고 있다.

지 않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체중감소나 고혈당 치료로

이러한 비전형적 당뇨병 환자는 발병 당시에 급격한
체중감소와 성장기의 영양결핍의 과거력이 있고 1년 이
상의 인슐린 비의존성 경과후 인슐린 의존성의 임상 양
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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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될 수는 있으나 정상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2형 당뇨병에 관여하는 환경인자에는 비만
증, 운동(신체활동)의 감소, 노화(aging), 물리적 및 정

이슈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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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스트레스와 식사 및 약물 등이 있다. 비만증은 제

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15~30%로 증가됨이 보고돼

2형 당뇨병 발병의 중요한 환경인자이지만 모든 비만증

[14] 2011년 진료지침부터 간질환을 추가했다.

환자가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형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의 분류를 위해 자가항체(항

당뇨병 발병에 비만증이외에 다른 인자가 관여할 것으

GAD항체, 인슐린자가항체, 췌장소도세포자가항

로 예측하고 있다.

체 등), 인슐린, C-펩티드 측정이 도움될 수 있다.

비만증은 인슐린 수용체 수와 친화력의 감소에 의한

여러 국내연구에서 공복 혈청 C-펩티드가 0.6ng /

수용체 결함(receptor defect)과 수용체 후 결함 (postre-

m L(0.2n mol /L) 미만인 경우 제1형 당뇨병으로,

ceptor defect)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인슐린 분비에도

1.0~1.2ng/mL(0.33~0.4nmol/L) 이상인 경우 제2형

불구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다.

당뇨병으로 분류했다.

비만증의 경우 말초형 비만증(peripheral obesity)보다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 면역매개성 제1형 당뇨병 가

는 중심성 비만증(truncal, central obesity)에서 인슐린 저

능성이 높으나,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도 항

항성이 심하게 나타난다.

GAD항체 양성률은 4~25%로 다양하게 보고되는데,

운동은 인슐린 작용을 증강시켜 근육에서의 포도당
섭취 이용을 증가시키므로 포도당 대사를 좋게 하는 작
용을 하며 따라서 신체활동이 적은 경우 당뇨병의 발생
이 높게 나타난다.
노화는 동반 질환, 유전적 소인, 약물, 신체적 활동
의 감소, 노화에 따른 인슐린 분비의 감소와 인슐린 저
항성 그리고 지방 축적 등을 일으킴으로 인슐린 작용을
감소시켜 포도당 대사를 악화시킨다.

이 환자들에게서는 인슐린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면역기전에 의한 당뇨병 중 급속히 진행하는 제
1형 당뇨병과 구분해 서서히 진행하는 당뇨병을 ‘성인잠
복자가면역당뇨병(latent autoimmune diabetes in adults)’
이라고 해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발병 당시 병형 결정이 어려운 비전형적
인 당뇨병이 다수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진단 시 병

또한 외상, 수술, 임신, 감염 등 물리적인 스트레스와

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며 이는 카테콜라민, 당질 코르

후 임상경과, C-펩티드 및 자가항체의 추적관찰을 통

티코이드, 글루카곤 및 성장호르몬 등의 인슐린 길항호

해 재평가할 수 있다.

르몬의 분비가 증가해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을 억제해
고혈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당뇨진료지침에서의 당뇨병 분류

당뇨병의 약제(혈당강하제)
당뇨병 약제는 1920년대 초반 처음으로 동물 인슐
린을 사람에게 사용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1950년대

대한당뇨병학회의 2019 당뇨진료지침에 따르면

sulfonylureas와 biguanides가 소개됐다. 특히 biguanides

1997년 미국당뇨병학회, 1999년 세계보건기구가 치

중 phenformin은 부작용인 유산산증(lactic acidosis)으로

료법에 근거한 인슐린의존 및 비의존 당뇨병 이라는 용

인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 금지되다

어를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수정한 이후 현

가 정상 신장기능을 가진 환자에서는 거의 유산증의 위

재까지 당뇨병 병형 분류의 큰 차이는 없다.

험이 없는 metformin이 1995년경부터 다시 널리 사용

2002년 Committee of the Japan Diabetes Society의 권

되기 시작했다.

고안에서 간질환(간염, 간경화)에서 내당능장애가 흔

1990년대 중반부터 α-glucosidase 억제제, thiazoli-

하게 발생(12~40%)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타 당

dinediones, meglitinides 등이 개발되면서 당뇨병 치료제

뇨병에 간질환을 추가했고, 국내에서도 만성간질환에

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중 rosiglitazone(아반디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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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내에 소개된 후 2007년 심근경색 위험과 심
혈관계 사망위험을 증가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이 발
표되면서 결국 2015년 말 시판 중지했다.
1985년 preproglucagon(전구 글루카곤)의 유전자 클
로닝(gene cloning)을 통해 두 번째 incretin인GLP-1이
발견되면서 ‘인크리틴기반 약물치료’라는 새로운 기전
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최초의 GLP-1 유사체(glucagon-like
-1 analog) exenatide(바이에타가 소개됐으며 2008년
최초의 DPP-4 억제제인 sitagliptin(자누비아)이 소개됐
다.
2012년 사과나무의 뿌리껍질에서 비특이적으로

당 신생 억제, 근육과 지방세포에서 포도당 흡수 증가

SGLT를 억제하는 플로리진(phlorizin)을 발견됐고, 이

및 지방산 농도 감소 등에 작용하며 말초에서 인슐린 저

를 합성해 최초의 선택적 SGLT-2 억제제인 dapagli-

항성을 개선시킨다.

flozine(포시가)가 소개됐다.

이 약제의 간에서 포도당 신생 억제는 공복 혈당 농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혈당강하제는 크게 경구제와 주

도의 감소와 관련있고, 근육에서의 인슐린 증강작용은

사제로 나눈다. 경구제에는 metformin, sulfonylureas,

AMPK 활성화를 통한 GLUT-4 수와 활성도 증가, 당

meglitinides, α-glucosidase 억제제, thiazolidinediones,

원합성 증가 등과 관련있다.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등이 있고 주사제 에
는 인슐린과 incretin 호르몬와 유사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있다.

경구혈당강하제
경구혈당강하제에는 간에서의 포도당 신생을 억제함

이 약제는 직접 베타세포에 대한 효과가 없으므로 저
혈당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약제는 인슐린 분비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sulfonylureas보다 더 효과적이다. 즉 공복 혈당은 간의 포도
당 신생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약제는 간의 포도당 신생
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으로써 혈당강하효과를 나타내는 metformin, 베타세

이 밖에도 혈중 지방 및 유리 지방산 농도를 감소시켜

포 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sulfonylureas 과 meti-

인슐린이나 sulfonylureas에 비해 체중증가는 거의 없다.

glinides, 장에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저해하는 α-gluco-

이 약제의 흔한 부작용은 위장 장애이며 식욕감퇴,

sidase 억제제, 지방조직이나 근육등과 같은 말초조직

오심, 복부불쾌감, 설사 등이지만 식사와 함께 투여하

에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

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을 개선하는 thiazolinediones, incretin분해를 억제하는
DPP-4 억제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는
SGLT-2 억제제가 있다.

경구혈당강하제의 종류
1. Metformin
Metformin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로서 간에서 포도
36

대한약사회지

2. Sulfonylureas(설폰요소제)
Sulfonylureas는 개발 시기에 따라 제1세대와 제2세대
로 나누는데 국내에는 2세대인 gliclazide, glipizide, glibenclamide, glimepride가 있다. 이 약제들은 인슐린 분비
를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베타세포의 세포막 외측에 있
는 sulfonylurea receptor(SUR)와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

이슈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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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 수용체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ATP 민감성 K+

로서 이당류를 단당류로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통로(ATP-sensitive K+ channel, KATP)에 밀접하게 위

다. 이 약제들은 α-glucosidase를 억제하여 식후 혈당의

치하고 있다.

상승을 저하시킨다.

이들 약제가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K+ 통로가 폐쇄되

이 약제들은 소장 점막에서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기

고 K+의 세포 밖으로의 이동이 억제돼 세포막의 탈분

전이므로 주로 복부 팽만이나 복부 불쾌감 등 위장계

극(depolarization)을 유도한다.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 약제들은 탄수화물의 흡수 장

이로 인해 전압 의존성 Ca2+ 통로(voltage dependent
calcium channel, VDCC)가 열려 Ca2+이 세포내로 이동
하여 세포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증가된 세포내 Ca2+은 베타세포의 cytoskeleton에 영

애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Sulfonureas와 병용시 sulfonylureas의 혈중 농도를 증가
시키고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담즙산 수지 및
제산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을 미쳐 인슐린 과립의 세포외 방출(exocytosis)을 자
극함으로써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5. Thiazolidinediones(TZDs)

Glimepiride와 glipizide는 1일 1회 복용이 가능하다.

Thiazolidinediones에는 pioglitazone, lobeglitazone이 있

대부분의 sulfonylureas는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대

다. 이 약제들은 인슐린 민감제(insulin sensitizer) 로 작

사산물은 신장으로 배설된다. 따라서 심한 간 또는 신

용하여 인슐린의 표적장기인 간, 근육 간 및 지방세포

장 기능의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에서 인슐린 작용을 증가시킨다.

저혈당의 위험은 모든 sulfonylureas가 가지고 있으며,

즉 세포 핵 내에 있는 PPARγ 수용체와 결합한 후 전

체중 증가 또한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인슐린 농도의 증

사인자로 작용하여 인슐린에 반응하는 여러 종류의 단

가와 혈당 조절의 개선이 주된 원인이다.

백질을 합성하도록 자극하여 인슐린 작용이 증진된다.
이 약제들은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고 인슐린 분비를

3. Meglitinides(비설폰요소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는다.

Meglitinide에는 repaglinide, nateglinide, mitiglinide가
있다. 이 약제들은 벤조산 유도체로서 glibenclamide의
비설폰요소 부위와 동일하다.
이 약제들은 sulfonylureas와 같이 K+ 통로를 차단하
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 약제들은 proinsulin
합성을 억제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
으며 유의한 식후혈당 강하효과를 보인다.
이 약제들은 다른 약제에 비해 신속히 제거되므로 장
기간의 고인슐린혈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혈청지질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고 일부 보고에서는 체
중증가가 보고됐다.

6. DPP-4 억제제
DPP-4 억제제에는 sitagliptin, vilda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alogliptin, anagliptin, gemigliptin,
teneligliptin, evogliptin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우수하고 약제 부
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인슐린 분
비 촉진제에 비하여 체중 증가와 저혈당의 위험이 유의
하게 적은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드물게는 혈관부종이나 아나필락시스, 그리
고 Stevens-Johnson 증후군과 같은 피부 부작용도 보고
된 바 있다.

4. α-glucosidase 억제제(AGI)

DPP family에는 DPP-4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사

α-glucosidase 억제제에는 carbose, miglitol, voglibose

한 DPP-2, DPP-8, DPP-9, 그리고 FAP(fibro-blast

가 있다. α-glucosidase는 소장점막의 brush border 효소

activation protein) 등이 포함돼 있어, 이상유해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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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위해서는 DPP-4에 대한 선택적 억제능력

만 이 약제는 포도당 배설로 인한 삼투성 이뇨로 다음,

이 요구된다.

다뇨 및 탈수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소변 포도

DPP-4 억제제는 GIP나 GLP-1을 불활성화하는

당 증가로 인한 비뇨기계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DPP-4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하는데 sul-

또한 식약처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부작용으로는

fonylureas와 달리 포도당농도에 의존적으로 인슐린과

SGLT-2 억제제 탈수가 나타나기 쉬운 환자에 신중 투

글루카곤을 조절하여 생리적으로 작용하므로 저혈당

여 할 것, 탈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분보급

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베타세포기능을 보존하며, met-

을 실시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것과 구갈, 다뇨, 빈

formin과 병용시 가장 효과적이다.

뇨,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탈수가 의심되는 경

이 약제들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우 휴약, 보액 등 처치 실시할 것 등이다.

결합방식의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탈수가 나타나기 쉬운 환

있다. Sitagliptin, al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등

자,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 고령자, 이뇨제 병용

은 DPP-4의 촉매영역과 비공유 결합(non-covalent

환자는 해당 의약품 성분에 대하여 상담할 것이며, 현

bonds)을 형성하고 saxagliptin, vildagliptin 등은 공유결

재 복용하는 환자 중 탈수가 의심되는 경우 뇌경색 을

합을 통한 효소-억제제 복합체를 형성하여 결합과 해

포함한 혈전·색전증 등의 위험이 있으니 상담할 것 등

리 모두가 지연하므로 짧은 반감기에도 불구하고 오래

이다.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7. SGLT-2 억제제

2019년 당뇨진료지침에서의 약물요법
대한당뇨병학회는 1990년부터 당뇨병 진료지침을

SGLT-2 억제제에는 dapagliflozin, ipragliflozin, em-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9 당뇨병 진료지침(제

pagliflozin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신장에서 포도당재

6판)을 제작하고, 당뇨병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

흡수를 억제하여 소변으로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켜 혈

을 추가했다.

당을 조절하며 인슐린의 민감도, 분비능과 관계없이 독

이 지침에서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구약제 단독요

립적으로 혈당을 감소시키고 베타세포의 기능 장애와

법 시 최초 치료는 메트포르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슐린 저항성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것을 유지했다.

또한 경구약제와 병용시 저혈당의 위험이 낮고 인슐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 SGLT-2

린과 병용시 인슐린에 따른 체중증가를 감소시키며 체

억제제 중 심혈관질환 예방효과가 입증된 약제를 우선

외로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켜 일일 약 200∼300kcal의

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열량 감소를 초래하므로 체중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주사제는 글루카곤유사펩티
드-1 수용체작용제: GLP-1 수용체작용제는 단독요

특히 작용기전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과체중 환자

법, 경구약제 및 인슐린과 병합해 사용하며 죽상경화

이면서 정상 신기능을 가지고 있고 비뇨생식기계 감염

성 심혈관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 GLP-1 수용체작용

에 취약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이

제 중 심혈관질환 예방효과가 입증된 약제를 우선적으

가능하다.

로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포도당 뿐만 아니라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

또한 당뇨병환자의 비만관리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비

는 이뇨작용과 관련하여 혈압감소(2.6∼6.4mmHg),

만한 당뇨병환자는 기저 체중의 5~10% 감량을 권고하

요산 및 마그네슘의 경미한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

되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제2형 당뇨병환자에

38

대한약사회지

이슈트렌드

학술특집Ⅱ

나 PCSK9 억제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했
다.
아울러 10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에게서 당뇨병 발
생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제2형 당뇨병 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동반질환 및 합병증 검사는 성인
제2형 당뇨병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했다.

1. 당뇨병 약물요법-제1형 당뇨병환자의 약물요법
•당뇨진료지침에 따르면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는 다
회인슐린주사요법(하루 3회 이상 식사 인슐린 및
하루 1~2회 기저 인슐린)이나 인슐린펌프를 이용
한 치료를 한다.
•제1형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용량을 스스로 조절해
유연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받아
야 한다.
서 식사요법, 운동요법 및 행동치료로 체중감량에 실패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는 속효성 인슐린이나 중간형

한 경우 항비만제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함.

인슐린 대신 초속효성 인슐린유사체와 지속형 인슐

또한 체질량지수 30kg/m 이상인 제2형 당뇨병환자
2

에서 비수술치료로 혈당조절에 실패한 경우 수술적 치
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환자의 고혈압 관리에 대해서는 당뇨병환자의

린유사체를 사용한다.
•지속혈당감시장치(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는 동기 부여가 돼 있는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충분한 교육 후 사용한다.

일반적인 혈압조절 목표는 수축기혈압 140mmHg 미

•저혈당무감지증이나 중증저혈당을 경험한 환자는

만, 이완기혈압 85mmHg 미만으로 권고했으며 심혈관

저혈당 예방과 저혈당 인지능 회복을 위한 전문화

질환이 동반된 경우 혈압을 130/80mmHg 미만으로

되고 체계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절하도록 했다.

•반복적인 야간저혈당 또는 저혈당무감지증이 있는

모든 고혈압약제를 일차약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경우 지속혈당감시장치와 저혈당을 예측해 인슐린

되 혈압이 160/100mmHg를 초과하는 경우는 적극적

주입이 중단되는(threshold based sensor-augmented)

인 생활습관교정과 함께 초기부터 두가지 이상의 병용

인슐린펌프 치료를 고려할 수있다.

약물요법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환자의 이상지질혈증 관리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당뇨병환자의 일반적인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
는 100mg/dL 미만으로 하되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표
적장기 손상 및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70mg/dL 미만으로 권고했다.

2. 당뇨병 약물요법-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구약제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생활습관개선과 적
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약제 작용기전, 효능, 부작용, 환자의 특성, 순응
도, 비용을 고려해 약제를 선택한다.

일차치료약제는 스타틴으로 하되 최대내약용량의 스

•경구약제의 첫 치료법으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을

타틴으로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에제티미브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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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할 수 있다.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를 병합한다.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진단 당시부터 2제 병합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급성질환, 수술 시에
는 인슐린요법을 시행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인슐린과 타계열 약제의 병합요법
이 가능하다.

법을 시행할 수 있다.
•병합요법 시 혈당강하 효과, 저혈당 위험, 체중이나
심혈관질환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약제를 선택한
다.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환자에게는 sodium-glucose cotransporter(SGLT)2 억제제중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가 입증된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생활습관 점
검과 약제복용 순응도 확인 후 적극적인 병합이나
증량 또는 인슐린치료를 고려한다.

3. 당뇨병 약물요법-제2형 당뇨병환자의 주사제
글루카곤유사펩티드-1 수용체작용제
•글 루카곤유사펩티드(g luc a gon-l i ke pept ide,
GLP)-1 수용체작용제는 단독으로, 혹은 디펩티딜
펩티다아제(dipeptidyl peptidase, DPP)-4 억제제를
제외한 경구약제와 병합해 사용할 수 있다.
•GLP-1 수용체작용제는 기저인슐린과 병용할 수
있다.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이 동반된 당뇨병환자에게
는 GLP-1 수용체작용제 중 심혈관질환 예방효과
가 입증된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당뇨병 약물요법-제2형 당뇨병환자의 주사제:
인슐린
•적절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조
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슐린요법(기저인슐린
요법, 혼합형인슐린요법 및 다회인슐린주사법)을
시행한다.
•대사이상을 동반하고 고혈당이 심할 경우 당뇨병
진단 초기에도 인슐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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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과 일주기 생체시계
수면장애, 음식섭취 순서시간…대사에도 영향
이슈트렌드

정리=약학정보원

◇그림1. 생체시계의 일주기 리듬 조정
Master clock

생명체는 하루를 단위로 유지되는 고유한 일주기 생체

Circadian Signal

리듬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 생체리듬의 교란이 여러
질환의 발병에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중
같이 동시성을 가지도록 조정됨으로써 생체리듬이 유
지되며, 섭식, 수면, 호르몬 분비, 대사 등 다양한 생리

Retinohypothalamic tract

자의 조절을 변경시키게 되고, 정상적인 혈당 항상성에

Rod cells
Cone cells
Retinal ganglion cells
(iPRGCs)

질환이므로, 시간생물학적 관점에서 일주기 생체리듬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피하는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
할 것이다.

Circadian
outputs

Systemic
communications
of osci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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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일으켜 당뇨병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당
뇨병은 식이나 생활습관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대사성

Molecular oscillation
generation inside cells

Rhythmic synchronizations
(peripheral clocks and the
master clock)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생체리듬에 교란이
발생하게 되면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나 유전

Suprachiasmatic
Nucleus (SCN)

Signal integration

추와 말초에 존재하는 생체시계가 마치 오케스트라와

Light

조직 내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 상에서 리듬 정보를
받으며, 이들 사이에서 동시성(synchronization)이 확보
되어 시간 정보가 일치되도록 유지되고 있다. 시상하부
의 시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cleus, SCN)에 있는 중
추생체시계는 다양한 시계 조절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생체시계의 생체리듬 조절

조정되며, 인체의 여러 기관에 분포하는 말초 시계들을
관장해 시간 정보가 일치되도록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시간에 따라 주기

일주기 시스템은 빛과 어두움의 주기에 민감하게 반

적으로 조절되는 고유한 생체리듬(biological rhythm)을

응하며, 빛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필연적이면서 대표

갖는다. 일주기 시스템은 지구의 자전 주기에 따라 약

적인 ‘차이트게버(zeitgeber, 생체시계에 영향을 주어 시

24시간을 주기로 이뤄지며, 인체가 주기적인 환경 변

간을 설정하게 하는 인자들)’로 작용한다. 일주기 생체

화에서 예측성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

시계는 보통 3단계(input, oscillation, output)의 절차로

니라 하루 중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

구성돼 진행된다.

를 파악해 이에 따라 리듬을 조정함으로써 변화에 적
응할 수 있도록 한다.

광원의 빛 신호가 망막시상하부로(retinohypothalamic
tract, RHT)를 통해 중추생체시계인 시교차상핵에 전

이러한 일주기 생체리듬은 인체 조직에 존재하는 일

달된다(input). 이에 따라 시교차상핵에서 외부 환경의

주기 시계(circadian clock)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생체시

리듬과 동일한 생체주기의 분자적 진동이 생성된다(os-

계는 중추생체시계(central clock, master clock)와 말초생

cillation). 이렇게 생성된 리듬은 뇌의 다른 영역과 먼 곳

체시계(peripheral clock)로 나뉜다. 일주기 시계는 인체

에 위치한 인체 말초 조직(췌장, 간, 부신, 근육, 지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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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일주기 항상성의 생리와 병태생리

대사 이상 등 비정상적인 상태를 초래해 건강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일주기 항상성의 교란은 수면 장애, 당뇨병, 비만과
같은 대사 질환, 심혈관 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 발병
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일주기 시계와 질병의 상호작용은 생리적 요인 뿐 아
니라 빛, 소리, 온도, 섭식 행동, 생활습관, 사회적 시
간 등 개인이 받는 ‘차이트게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
문에 복잡성을 띤다.

생체시계 교란과 제2형 당뇨병의 발병
혈당의 항상성도 마찬가지로 일주기 리듬에 따라 조
절된다. 일주기 시계는 음식 섭취와 빛 등의 유입 신호
를 감지하고 반응함으로써 약 24시간 주기의 내부 리
출처= Cells. 2019 Aug 13;8(8):883

듬을 외부의 낮밤 주기에 맞게 조정한다. 여러 연구에
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당뇨병의 발병

직, 위장관 등)에 신경, 호르몬 활동을 통해 전달돼 일
주기 리듬에 따라 외부 환경에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한
다(output).
주로 빛에 의해 조절되는 중추시계와 달리, 조직이나

과 관련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시교차상핵의 중추생체시계에서 특정 뉴런
과 세포 수의 감소는 제2형 당뇨병의 병태생리와 상관
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기관, 세포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말초 시계는 온도,

또한 동물모델에서 생체시계 관련 유전자(CLOCK,

섭식, 시차 변화, 운동, 호르몬 등 외부 자극에 영향을

CRY1, CRY2, BMAL1)가 고혈당과 더불어 인슐린 분

받는다. 인체조직에서 생성되는 특이적인 일주기 출력

비 및 민감성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되었

에 환경적 또는 국소적으로 조절되는 말초 리듬이 함께

다.

통합돼 중추시계와 동시성을 가지도록 일주기 항상성
이 유지되고 있다.

생체리듬 이상과 질병

말초생체시계 중 간세포에 존재하는 생체시계는 당신
생, 포도당 운반, 지방 대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췌장
생체시계는 인슐린의 분비 속도, 베타세포의 성장 및
분화, 산화 스트레스의 방어 등에 관련된다.

일주기 시계는 생리와 대사에서 환경 주기와 생물학

특히 췌도의 생체시계는 췌도 세포 성장과 혈당에 따

적 주기를 동일하게 조절함으로써 규칙적인 일주기 항

른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하

상성을 통해 정상 생리 기능을 유지한다. 그러나 외부

며, 췌도 세포의 생체리듬이 교란되는 경우 인슐린 분

입력의 불규칙한 노출은 생체시계를 교란시켜 일주기

비 이상이 나타났다.

항상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

또한 생체 리듬의 교란과 불균형은 장내 미생물 군집

중추생체시계가 인지한 빛에 의한 낮밤 주기, 환경적

의 구성과 대사 활성에 영향을 미쳐 인슐린 저항성, 비

인 낮밤 주기, 음식의 섭취, 활동, 작업, 휴식, 수면주

만, 면역, 염증 등 이상 반응을 초래하고 포도당 항상성

기 등에서 내부 생체 주기 리듬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을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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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에서 생체리듬 교란 인자
그렇다면 당뇨병에서 이러한 생체리듬에 불균형을 초
래할 수 있는 교란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인자 중의 하나인 수면 장애가 있
다.

학술특집Ⅱ

식 섭취는 수면시간으로 인식 중인 내부 생체주기에 교
란을 일으켜 멜라토닌 증가와 포도당 불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운동은 포도당 흡수 및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
(biogenesis)을 촉진시키며 인슐린 민감도를 증강시키므

수면 문제로 인한 일주기 리듬의 방해는 인슐린 저항
성, 췌장 베타 세포 기능 소실,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대사적 이상에 기여한다고 제시
됐다.

로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서 권고되고 있다.

생체시계와 당뇨병의 관리
일주기 리듬의 방해로 발생한 생체시계의 교란이 질

교대 근무자의 경우 낮밤 주기의 수면 및 행동 패턴의

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빛 노출과 식사 시간

변화로 생체리듬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한 메타

을 조절함으로써 대사와 관련된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

분석 결과에서는 교대 근무자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는 부정적인 노출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9% 증가했으며, 주간 근무자 대비 야간 근무자의 인슐

에너지 항상성과 지방 대사를 최적화하기 위해 일주기

린, 식후 혈당,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다.

생체 리듬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체리듬에 일치하게 생활하는 시점보다 생체리

최근 일주기 생체리듬의 개념을 활용해 효율적인 질

듬에서 벗어난 시점에 식후 혈당이 증가하는 결과도 제

병 치료를 돕는 시간요법(chronotherapy)에 대해서도 활

시되었다.

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의 사람은 일찍 자

시간요법에는 질병과 관련된 생체 리듬에 따라 최적

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의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도가

시간에 치료제를 투약함으로써 약효를 극대화하고 부

2~2.5배 상승했다.

작용을 최소화하는 개념이 포함된다. 아직 혈당 강하

식사시간이나 운동시간 또한 당뇨병과 관련해 생체리

제와 관련한 시간요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

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인자이다. 늦은 시간의 음

행되어야 하지만, 향후 일주기 리듬은 임상적으로 당뇨
병 관리를 위한 의약품 복용이나

◇그림3. 제2형 당뇨병에서 생체시계의 교란

식이, 운동, 수면 조절을 통한 치
료 및 관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일주기 리듬과 관련해 시
간영양학(chrononutrition)의 분야
는 당뇨병의 생활습관 관리 측면
에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일주기 리듬에서 식이의 영향에
는 식사 시간, 영양소의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시간영양학의 관점에서 식후 혈
당 반응은 일 중 시간에 따라 영
출처=ChronoPhysiology and Therapy 2014;4:41-49

향을 받는데, 일례로 아침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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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함으로써 혈당 항상성을

◇그림4. 일주기 리듬과 시간영양학(chrononutrition)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당뇨병에서 시간요법의 개념
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제의 투
약 시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2형 당뇨병에서 발
생하는 일주기 리듬의 이상이
출처=Nutr Diabetes. 2020 Feb 19;10(1):6

각 조직(간, 골격근, 중추신
경)에서 어떠한 기전으로 인슐

식사가 저녁 식사보다 식후 고혈당에서 이익을 갖는 것
으로 제시되었다.

린 저항성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제2형 당뇨병 자체가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미국인 대상 코호트 연구에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 제

유발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뇨병 자체가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21% 더 높았으며, 다른 연

인체의 정상적인 생체 리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에서도 늦은 식사나 아침을 거르는 식습관이 혈당 항

규명돼야 할 것이다.

상성과 대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사의 영양소 측면에서는 야식을 섭취하는 경
우 탄수화물 대비 단백질과 지방 함량을 증가시킴으로
써 식후 혈당을 개선할 수 있다.
식사 중에 어떠한 순서로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도
식후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에서는 먼저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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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 외부 환경에 반응해 일정한 인체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생체리듬을 기반으로 하는 시간영
양학이나 시간요법 분야가 대두되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의 측면에서는 수면, 식사,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조절이 일주기 생체시계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혈당의 항상성이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일주기 리듬의 ‘차이트게버’ 중 하나로서 음식
자체의 영양학적 측면뿐 아니라 섭취 시간, 순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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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개발 동향
장기간 심장 보호 효과 등 심혈관계 영향안정성 강조
이슈트렌드

정리=약학정보원

◇그림1. 타겟 조직에서 GLP-1의 작용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인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과 동반질환의 발생도 증가하
고 있다. 기존 당뇨병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심혈관계 질
환 등에서 임상적인 이익을 갖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현재 GLP-1 수용체 효현제, SGLT 저해제가 제2형 당뇨병
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나 대혈관 합병증에 대한 임상적 이익이 입증되
었으며, 이 계열에 속하는 신규 물질이 개발 중에 있다. 간에서의 당신
생이나 혈당 대사 효소를 타깃으로 하는 등 기존 치료제와 차별적인 전
략을 갖는 후보 물질도 임상 단계에 있다. 본 고에서는 임상 단계에 있
는 후보 약물을 중심으로 최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개발 동향을 소개
하고자 한다.

출처=Diabetes Spectr. 2017 Aug;30(3):202-210

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제2형 당뇨병의 대혈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제2형 당뇨병

합병증과 동반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은 유전적 영향과 더불어 과다 영양, 운동 부족 등 생활

등)은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본문에서는

습관이 관련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병태생리를 가

효과적인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 중에 있는 다음의 후

진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근육과 간에서 인슐린

보 약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저항성의 발생하며, 보상성 인슐린 분비로 인한 췌장
한 고혈당은 인체의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망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 효현제 및
다중 효현제

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을 포함한 미세혈관 합병증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glucagon like peptide-1, GLP-

베타세포의 기능 부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

◇표1.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후보 약물
계열
GLP-1 수용체 효현제
GLP-1+GIP 수용체 효현제

후보 약물 예시
Efpeglenatide, ITCA-650
CT-868, Tirzepatide
Pegapamodutide, Efinopegdutide,
GLP-1+glucagon 수용체 효현제
BI-456906
GLP-1+glucagon+GIP
HM15211
수용체 효현제
SGLT 저해제
Bexagliflozin, Sotagliflozin
Glucagon 수용체 길항제
RVT-1502, PF-06293620
FBPase 저해제
VK0612
Glucokinase 활성화제
Dorzagliatin, TMG-123, TTP399
PTP-1B 저해제
KQ-791
Glimin계
Imeglimin

1) 수용체 효현제는 exendin-4나 사람의 GLP-1 펩타
이드 서열에 기반한 폴리펩타이드이다. GLP-1 수용체
효현제는 췌장이나 장에 있는 GLP-1 수용체를 활성
화시킴으로써 고혈당 감소,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
콘 분비 감소, 위장 비움 지연의 작용이 있다. 또한 뇌
의 GLP-1 수용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식욕을 억제하
여 체중 감소에 관여한다. 이 계열 약물은 당화혈색소
(HbA1c)를 7~23 mmol/mol (0.6~2%) 정도 감소시키
며, 일부 성분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와 사망률 감
소 효과가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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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그림2. GLP-1, Glucagon, GIP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다중 효현제

따라서 이러한 후보 약물들은 GLP-1,
글루카곤, GIP 수용체에도 친화성을 가지
며, GLP-1 수용체 효현제 작용과 동시에
다른 수용체에도 작용하여 부가적인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GLP-1/글루카곤 수용체 효현제의 경
우, GLP-1의 작용에 글루카곤의 지방 분
해, 위장 운동 감소, 에너지 소모 촉진 효
과가 병합되면서 약효가 증가한다. GIP는
고혈당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저혈
당에서 글루카곤을 분비시키며, 식욕, 에
너지 소비, 지질 대사, 심장 기능에 영향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LP-1/GIP 수용체 이중 효현제인 tirzepatide는 GLP-1 수용체 효현제(dulaglu출처=Peptides. 2018 Feb;100:190-20

tide) 대비 혈당 조절 및 체중 감량에 더 효
과적이었으나, 위장관 부작용 발생은 더

GLP-1 수용체 효현제의 주요 이상 사례는 오심, 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GLP-1/glucagon 수용

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있으며 저혈당 위험이 낮은

체 이중 효현제, GLP-1/glucagon/GIP 수용체 삼중 효

편이다. 급성 췌장염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이론적

현제가 임상 단계에 있다.

으로 위험성이 있으므로 췌장염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는 주의한다.
현재 여러 GLP-1 수용체 효현제(albiglutide, dulaglutide, exenatide, liraglutide, lixisenatide, semaglutide)가 세
계적으로 시판 중에 있으며, 최근 미국 FDA에 경구형

이중, 삼중 효현제 후보 약물의 생체이용률과 임상
효과를 개선하고 폴리펩타이드의 반감기를 연장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특히 다중 타깃 간 활성화 정도에
있어서 최적 균형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emaglutide 제품이 승인됐다.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신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SGLT) 저해제

규한 GLP-1 수용체 효현제로는 efpeglenatide, ITCA-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sodium-glucose cotrans-

650 등이 있다.

porter, SGLT)-1은 저용량고친화도 수송체로 주로

최근에는 GLP-1 수용체를 포함하여 다른 타깃에도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매개하는 주요 수송체이며,

동시에 작용하는 다양한 이중, 삼중 수용체 효현제 후

SGLT-2는 고용량/저친화도 수송체로 주로 근위세뇨

보 약물이 개발되고 있다.

관에서 포도당 재흡수에 관여한다.

GLP-1 수용체를 포함하는 이중, 삼중 효현제는 전

SGLT-1도 세뇨관에 일부 발현되어 있어 SGLT-2와

형적으로 GLP-1, 글루카곤(glucagon), 가스트린 억제

함께 포도당 재흡수에 관여하나 용량이 훨씬 적은 편

폴리펩타이드(gastrin inhibitory polypeptide, GIP), 옥신

으로, 근위세뇨관에서 80~90% 포도당이 SGLT-2에

토모듈린(oxyntomodulin)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의해 재흡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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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GLT-1을 저해하는 경우 주로 포도당의 체

최근 SGLT-1에 대한 저해 작용을 강화함으로써

내 흡수가 감소하며, SGLT-2를 저해하면 소변으로 포

SGLT-1, SGLT-2를 동시에 억제하는 sotagliflozin 등의

도당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신규 약물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수송체의 저해 작용은 모두 혈중 포도

SGLT-1 저해제는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가장 주요

당 농도 감소에 기여하며, 동시에 두 수송체를 저해하

한 이상사례이며, SGLT-2 억제제의 경우 생식기 감염

는 약물은 장과 신장에서 억제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및 당뇨병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 위험이 증가

혈당을 낮출 수 있다.

될 수 있다.

현재 SGLT-2 저해제는 여러 약물(canaglif lozin,
dapagliflozin, empagliflozin, ertugliflozin, ipragliflozin,

간의 포도당 생성 억제

luseogliflozin, remogliflozin, tofogliflozin)이 개발되어 사

글루카곤 수용체 길항제(GRA)

용되고 있다. Canagliflozin, dapagliflozin, empagliflozin

글루카곤은 혈당이 낮아졌을 때 췌장의 알파 세포에

의 심혈관이나 신장에서 임상적 이익이 발견되면서 현

서 분비되어 혈당 증가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글루

재 제2형 당뇨병 가이드라인에서 SGLT-2 저해제가 중

카곤은 글루카곤 수용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글리코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겐 분해를 촉진하며, 당신생(gluconeogenesis)을 통해 간

SGLT-2 저해제는 주로 심부전에 관련된 심혈관계 사
건을 감소시켰으며 신장보호 효과(예. 알부민뇨증 감
소, eGFR 보존)가 나타났다.

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한다.
또한 글루카곤은 글리코겐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
해를 촉진하며 인슐린의 작용을 저해하는 작용이 있

SGLT-2 저해제는 당화혈색소를 7~10 mmol/mol

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글루카곤의 활성 증

(0.6~0.9%) 감소시키며 6개월 이상 2~3 kg의 체중을

가는 고혈당과 케토산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카곤 수용체 길항제(glucagon receptor antagonist,

◇그림3. SGLT-1, SGLT-2 억제제의 작용

GR A)는 제2형 당뇨병에서 나
타나는 고글루카곤혈증(hyperglucagonemia)으로 인한 고혈당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글루카곤 수용체를 저
해하거나 중화 항체를 통해 글
루카곤 작용을 억제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의 공복 혈당을 조
절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글루카곤 수 용체 길항제는
당화혈색소(HbA1c)를 6~11
mmol/mol(0.5~1%)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용기
전 상 저혈당 발생 위험성이 있
다.

출처=Diabetes Obes Metab. 2019 Apr;21 Suppl 2(Suppl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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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글루카곤 수용체 길항제의 작용

sis)의 위험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 2세대 약물에서는 이
러한 위험성에 대해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생체이용
률과 반감기가 개선된 VK0612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로서 2상 단계에 있다.

글루코키나아제(glucokinase) 활성화제(GKAs)
글루코키나아제(g l u c o k i n a s e )는 헥소키나아제
I V (hexok inase I V )라고도 하며, 포도당을 대사하
는 첫 단계 반응에서 포도당을 포도당-6-인산(glucose-6-phosphate)으로 대사하는 핵심적인 효소이다.
이 효소는 간, 췌장, 뇌, 위장관에 존재하는데 특히
출처=Open Med Chem J. 2014 Dec 31;8:28-35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혈당을 감지함으로써 포도당에
의한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간세포에서

질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타깃으로 하는 단클론 항

는 글리코겐 합성, 해당 과정을 조절한다.

체, 글루카곤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글

제2형 당뇨병에서 글루코키나아제가 관여하는 대사

루카곤 수용체 mRNA를 타게팅 하는 안티센스(anti-

과정의 기능 이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제2형 당뇨병 환

sense) 기술 등이 연구 중에 있다.

자에서 글루코키나아제의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
혀지면서 제2형 당뇨병 타겟으로 제시됐다.

과당-1,6-이인산분해효소(FBPase) 저해제
과당-1,6-이인산분해효소(fructose-1,6-bisphosphatase, FBPase)는 간의 당신생에서 속도 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효소로 과당-1,6-이인산(fructose-1,6-bisphosphate)을 과당-6-인산(fructose-6-phosphate)과
인산(phosphate)으로 분해한다.
당신생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을 증가시키
는 핵심적인 기전이므로 과당-1,6-이인산분해효소 저
해제는 공복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타깃이

글루코키나아제 활성화제는 간에서 포도당 대사를
촉진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췌장 베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포도당 독성
이나 산화성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사멸을 억제했다.
최근 TMG-123, TTP399와 같은 저혈당 위험성이
낮은 선택적인 글루코키나아제 활성화제가 임상 중에
있다.

현재 대부분 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나 인

단백질-티로신 인산가수분해효소-1B
(PTP-1B) 저해제

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약제들로, 아직 당신생을 저해

단백질-티로신 인산가수분해효소-1B(protein-

하는 약물은 없기 때문에 신규한 치료 전략이 될 수 있

tyrosine phosphatase-1B, PTB-1B)는 인슐린과 렙틴의

다.

신호전달 시스템 조절에 관여하는 세포내 효소이다. 이

될 수 있다.

과당-1,6-이인산분해효소를 저해하는 경우, 인슐

효소는 인슐린 수용체와 인슐린 수용체 기질 1(IRS-1)

린 수준이나 체중에 대한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공복

에 존재하는 티로신(tyrosine) 잔기의 인산을 제거함으

시 나타나는 고혈당을 억제할 수 있다. 1세대 약물의

로써 인슐린 신호전달을 감소시킨다.

경우 metformin 병용 시 저혈당, 락트산혈증(lactic acido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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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인슐린의 세포 반응을 증강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당뇨병 치료제의 장기간 심장 보호 효과 등 심혈

단백질-티로신 인산가수분해효소는 렙틴 수용체의 탈

관계 영향과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는 신약

탄산화를 유발하므로 동물 모델에서 이 효소를 저해하

개발에서도 중요한 고려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는 경우 렙틴 저항성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양한 새로운 타겟에 대한 신약 개발은 당뇨병 환자

후보물질인 KQ-791은 1상 임상이 완료됐으며 내약

의 동반 질환, 심혈관계 요소, 체중 영향, 부작용 프로

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분자 물질의 생

파일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최적의 맞춤 약료에 기여할

체이용률은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 제시되고 있다.

글리민계(Gli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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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요법 시 당화혈색소를 6~11mmol/mol(0.5~1%)까지
감소시켰으며 체중에는 영향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imeglimin은 내약성이 좋은 편으로 저혈
당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상 사례로 두통,
위장관 증상이 나타났다. 현재 imeglimin은 임상 3상
단계로 2020년 일본에서 허가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론
현재 GLP-1 수용체 효현제 및 SGLT-2 저해제 계
열의 주요 심혈관 사건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 계
열의 신규 약물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SGLT-2와 SGLT-1을 동시에 저해하거나 GLP-1 수용
체와 더불어 GIP, 글루카곤 수용체에 다중 작용하는
약물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이 제2형 당뇨병의 복합적인 병태생리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다중 타깃을 겨냥한 신약개발 전략과
더불어 새로운 타깃으로서 혈당 대사 효소나 신호전달
경로를 조절하는 신규 계열 약물들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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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검사수술 전 복용 중단 필요
글루코파지 엑스알 서방정(Glucophage XR)
핵심복약지도
두진경 약사

◇그림1. Pharmacological mechanisms of metformin against
hyperglycemia.

경희대학교병원 약제본부 특수조제팀장

1. 성분 및 함량
metformin hydrochloride 500mg/tab, 1000㎎/tab

출처=Biomedicine & Pharmacotherapy Volume 106, Pages 1227-1235(2018)

2. 효능효과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통해 혈당 조절이 충분치 않

◇그림2. Redox-dependent mechanisms by which metformin
inhibits hepatic gluconeogenesis

은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의 치료(특히, 과체중인 당뇨
병 환자). 이 약은 단독요법 또는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
제나 인슐린과 병용해 사용할 수 있다.

3. 약리기전
metformin은 간에서 포도당 신생을 억제하고 위장관
에서 당의 흡수를 감소시켜 기저 및 식후 혈장 포도당
을 낮춘다. 또한 말초 포도당 섭취 및 활용을 증가시켜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출처=Nature Reviews Endocrinology volume 15, pages 569-589(2019)

4. 용법용량
초회 1일 1회 500mg, 저녁식사와 함께 투여한다.
증량시 매주 500mg씩, 1일 최대 2000mg. 1일 최
대용량으로도 혈당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0mg

5. 이상반응
(1) 매우 흔하게(＞10%)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및 식욕부진.

1일 2회 투여를 고려하며 이 때 2회 모두 식사와 함께
투여한다.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점진적인 용량증가로 개선될
수 있다, 신기능에 따라 용량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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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흔하게(1~10%)
•대사와 영양장애: Vitamin B12 감소(7%), 저혈당
•신경계 장애: 미각 손상. 금속성 맛

핵심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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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우 드묾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홍반,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유 산산증(Lactic acidosis): 매우 드물기는 하나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2) MICROMEDEX (http://www.micromedexsolutions.com)

(0.003%)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경우 50%

3) KIMS online (https://www.kimsonline.co.kr)

가 치명적이다.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 저하의

4)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le.com)

정도와 환자의 나이에 따라 증가된다. 특히 조영제

5) 글루코파지 엑스알Ⓡ 제품설명서

를 투여하는 검사를 받는 환자의 경우 급성신부전
을 일으킬 수 있는데 metformin을 투여 받는 환자
에서는 유산산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
사가 계획된 환자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사전에
metformin 투여를 중단해야하고, 48시간 이후 신
기능 재평가 후 치료를 재개한다.
	수술의 경우에도(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
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일시적으로 중지돼
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
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6. 복약상담 포인트
(1) 메스꺼움, 설사 등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 조영제를 이용한 방사선 검사나 수술이 예정돼 있
는 경우 의사, 약사에게 반드시 알린다. 조영제 검
사나 수술 전에 약을 중단해야하기 때문이다.
(3)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술
을 피해야 한다.
(4) 식사와 함께(또는 식사 직전/직후) 복용하며 약을
씹거나 나누어 복용하지 말아야한다.
(5) 규칙적인 운동 및 적절한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해
야 한다.
(6)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다, 일정량의 당을 휴대해
저혈당(두통, 피로, 현기증)에 대비해야한다.
(7) 심혈관질환, 간/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부/
수유부는 미리 의사, 약사에게 알린다.

7. 보관방법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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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저혈압 주의…치료 중 수분 공급 필요
SGLT-2 inhibitor
1. 성분 및 함량

우 중단한다.

Dapagliflozin 5mg/tab, 10mg/Tab
(3) 중증의 간장애
초기 5mg, qd. 이후 10mg, qd로 증량 가능하다.

5. 이상 반응
(1) 매우 흔하게(≥10%)

2. 효능·효과

저혈당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단독 및 병용 투여한

(2) 흔하게(1%∼ 10%)

다.

외음부 질염 및 생식기 감염, 요로 감염, 다뇨, 배뇨
통. 요통

3. 약리기전
신장 근위세뇨관의 앞쪽에 분포돼 여과된 포도당의
90%를 재흡수하는 SGLT-2를 억제한다.

(3) 흔하지 않게(0.1%∼1%)
진균감염, 체액량감소, 구갈, 변비, 야간뇨, 생식기

이에 따라 소변으로 포도당 배출이 증가되고 포도당

가려움증

에 대한 신장의 역치를 낮아짐으로서 혈당을 낮추고 흡
수 칼로리를 감소시킨다.

(4) 드물게(0.01%∼0.1%)

또한 나트륨 재흡수를 억제해 약한 나트륨 배설증가

당뇨병성 케톤산증, 회음부 괴저

를 일으켜 소변량이 증가하고 혈장량
을 줄여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4. 용량·용법
(1) 단독요법 및 추가 병용 요법
1일 1회 10mg, 식사와 관계없이 복
용한다.
초기 메트포르민과 병용시에는 1일
1회 5mg 또는 1일 1회10mg.
(2) 중증의 신장애
eGRF 45ml/min/1.73m2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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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Mechanism of SGLT2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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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SGLT2 INHIBITION ON GLYCEMIC CONTROL AND HOSPITALIZATION FOR HEART FAILURE

출처=포시가 홈페이지(https://www.farxiga-hcp.com)

6. 복약상담 포인트
(1)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
(2) 소변을 통해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키다보니 배뇨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증가와 탈수,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한다. 치

2) MICROMEDEX (http://www.micromedexsolutions.com)

료 중 적절한 수분 공급을 유지한다.

3) KIMS online (https://www.kimsonline.co.kr)

(3) 요로생식기 감염증상이 있을 수 있다. 배뇨시 통
증, 발열, 골반이나 생식기 주변의 통증이 생기면

4)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le.com)
5) 포시가Ⓡ 제품설명서 및 제품 홈페이지
6)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진료지침(2019)

말해야 한다.
(4) 오심, 구토, 복통, 권태, 호흡곤란 같은 케톤산증
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알린다.
(5)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어요, 일정량의 당을 휴대
해 저혈당(두통, 피로, 현기증)에 대비한다.
(6) 규칙적인 운동 및 적절한 식이요법을 같이 한다.
(7)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다.

7. 보관방법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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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당뇨병 혈당 조절 개선 식이요법 보조제
트루리시티(Trulicity) 1회용 펜
◇그림1. GLP-1 target organs and its action

1. 성분 및 함량
Dulaglutide 0.75㎎/0.5ml Pen, 1.5mg/0.5ml Pen

human GLP-1(7-37)과 90%
동일, 공유 결합된 IgG4-Fc는
소실 속도를 감소시킴.

2. 효능·효과
이 약은 성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출처=Diabetes Ther (2019) 10:1645-1717

위하여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복부팽만), 피로, 동성빈맥, 1도 방실차단(AVB)

3. 약리기전
Dulaglutide는 지속형 GLP-1 receptor agonist이다.
GLP-1 receptor agonist의 작용기전은 다양하며 혈당 의

(3) 흔하지 않음: 과민증, 주사부위 반응, 탈수, 담석
증, 담낭염
(4) 드물게: 급성 췌장염

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
제한다.
위장운동 억제, 식이 섭취억제, 체중감소, 췌장의 베
타세포 보존에 의하여 혈당을 조절한다. <그림1>

6. 복약상담 포인트
(1) 투여방법
① 이 약은 일주일에 1회, 피하 주사한다(식사와 무
관). 주사부위는 복부, 허벅지, 상완부이며 매주

4. 용법·용량
(1) 시작용량은 주 1회 0.75mg. 주 1회 1.5mg까지
증량 가능
(2) 식사와 관계없이 복부, 대퇴부, 상완부에 피하
주사.

바꿔준다(rotate).
② 개봉 전에는 냉장보관하며 사용 전 실온에 30분
정도 꺼내둔 후 주사한다(전자레인지나 온수 사용
금지).
③ 투여하기 전 약물에 변색이 없는지, 이물이 없는지
를 확인한다.

5. 이상반응
(1)매우 흔함: 저혈당(인슐린, SU와 병용시), 구역
설사, 구토, 복통
(2) 흔함: 위장관 이상(식욕 감소, 소화불량,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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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⑤ 투여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하단의 뚜껑을 열
고, 주사부위에 위치를 잡은 후 잠금을 해제하고,
위쪽의 녹색주사버튼을 누른 후 5~10초 유지하

핵심복약지도

고 떼면 완료된다).
⑥ 1회용 펜은 사용 후 구멍이 뚫리지 않는 용기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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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 대비한다.
(7) 규칙적인 운동 및 적절한 식이요법을 같이 한다.

어 폐기한다.
(2) 투여를 잊은 경우 다음 투여 시까지 3일 이상

7. 보관방법

(72시간 이상) 남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투여 하

(1) 냉장보관(2~8℃), 차광보관

고 3일 미만이 남았다면 잊은 용량은 생략하고 정

(2) 1회용 pen은 필요한 경우 총 14일 동안 실온보관

해진 날짜에 다음 용량을 투여한다. 마지막으로
투여한지 3일 이상이 지났다면 주 1회 투여 요일
을 변경할 수 있다.
(3) 구역,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30℃이하) 가능하다.
(3) 냉동하지 않으며 냉동된 경우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4) 1회용 pen은 조심히 취급해야하며 단단한 표면에
떨어뜨린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4) 드물지만 급성 췌장염이 있을 수 있다. 심한 구토
및 지속적인 중증의 복통이 있다면 알려야한다.
(5) 갑상선 종양의 증상이 있다면 알려야한다.
(6) 일정량의 당을 휴대해 저혈당(두통, 피로, 현기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2) MICROMEDEX(http://www.micromedexsolutions.com)
3) KIMS online(https://www.kimsonline.co.kr)
4) Google scholar(https://scholar.google.com)
5) 트루리시티 일회용펜Ⓡ 제품설명서 및 제품 홈페이지
6)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진료지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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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정의 복용 시 유의점은?
두통피로 등 저혈당에 대비해야
1. 성분 및 함량

◇그림1. DPP 4 inhibitor

Sitagliptin 25mg/tab, 50mg/tab, 100mg/tab

2. 효능·효과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
사 및 운동요법 보조제. 단독요법 및 타 당뇨병약제와
병용투여.

3. 약리기전
인크레틴 호르몬은 DPP-4 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대
사되어 혈중 반감기가 2분 이내이다.
DPP-4 inhibitor는 DPP-4 억제를 통해 인크레틴 호
르몬 GLP-1과 GIP의 혈중농도 감소를 지연시킨다.

출처=http://tmedweb.tulane.edu

◇그림2. Action of DPP4 inhibitors

인크레틴 호르몬은 췌장베타세포로부터 인슐린 합성
과 분비를 촉진시키고 알파세포로부터 글루카곤 분비
를 억제하여 혈당을 낮춘다<그림1, 2>.

4. 용량·용법
(1) 식사와 상관없이 1일 1회 100mg, 1일 최대용량
은 100mg
(2) 신기능에 따른 DPP-4 억제제 용량조절<표1>

5. 이상반응

출처=GASTROENTEROLOGY 2007;132:2131-2157

•근골격계: 관절통

(1) 흔한 이상반응

•신장: 비정상적인 신기능, 급성 신부전

저혈당증(0.6%~12.2%), 두통(1.1%~5.9%), 비인

•기타: 췌장암

두염(5.2%~6.3%), 상기도 감염(4.5%~6.3%)

6. 복약상담 포인트
(2) 드물지만 심각한 이상반응

(1) 두통, 비인두염, 상기도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장계: 췌장암, 췌장염

(2) 피부에 발진이나 수포, 박리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면역학계: 아나필락시스, 혈관 부종, 적혈구 종, 과

(3) 심한 관절통이 생기면 알려주세요.

민 반응, 발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두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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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물지만 급성 췌장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핵심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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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GFR≥50 용량 조절 불필요
CKD 1~2

CKD 3a

CKD 3b

CKD 4

ESRD

≥60

45~59

30~44

15~29

＜15

Sitagliptin

100mg

100mg

50mg

25mg

25mg

Vildagliptin

100mg

50mg

50mg

50mg

50mg

Saxagliptin

5mg

2.5mg

2.5mg

2.5mg

2.5mg

Linagliptin

5mg

5mg

5mg

5mg

5mg

Gemigliptin

50mg

50mg

50mg

50mg

50mg

Teneligliptin

20mg

20mg

20mg

20mg

20mg

Alogliptin

25mg

12.5mg

12.5mg

12.5mg

12.5mg

Evogliptin

5mg

5mg

5mg

5mg

자료없음

Anagliptin

200mg

200mg

200mg

100mg

100mg

e-GFR
성분명

출처=당뇨병진료지침 2019

구토 및 지속적인 중증의 복통이 있다면 알려주
세요.
(5) 일정량의 당을 휴대해 저혈당(두통, 피로, 현기
증)에 대비하세요.
(6) 규칙적인 운동 및 적절한 식이요법을 같이 하세요.

참고문헌
1)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2) MICROMEDEX (http://www.micromedexsolutions.com)
3) KIMS online (https://www.kimsonline.co.kr)
4)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le.com)

7. 보관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5) 자누비아Ⓡ 제품설명서
6)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진료지침(2019)

2021 봄호 57

학술특집Ⅱ

약문

당뇨병

약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당뇨

정리=윤중식 약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아이비웰니스 대표이사

Q. 글
 루코사민이 당뇨 환자에게 안 좋은 이유

답변1) 1. 동일한 약의 경우는 식전투여건 식후 투여건 작용상
의 차이는 없으며 다만 위산에 영향을 받는 약은 식전에 투여
하고 위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약은 식사중이나 식후나
언제라도 투약하며 공복시에 흡수가 잘되는 약은 공복시에 투
약하며 약 때문에 위장 장애가 있는 약은 식사중에 투약하는
등등이며 약물의 약리 작용은 복용시간과 무관합니다.
2. 다이아벡스는 식사전에 복용하거나 식사 도중에 복용하거나
식후에 복용하거나 공복시에 복용하거나 간에 약리작용에 차
이가 없습니다만 이 약을 드시는 분 중에는 위장이 거북하다는
분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식사 도중에 복용하게 합니다.

글루코사민을 당뇨 환자가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지요?

답변1) 1. Glucosamine 은 소장에서 아미노산과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흡수됩니다.
2.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복용하면 혈당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당뇨환자나 치료, 진단되지 않은 당뇨 전단계 환자
들에게서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이 혈당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당
 뇨환자 스테로이드 복용
이비인후과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 반알을 기본적으로 내시는
데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라도 단기처방이라 특별하게 생각
은 안했는데요. 최근에 반알 드시고 당이 300까지 올랐다고 하
셔서요.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당뇨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 복
용시 조심해야할 수준의 용량이나 기간이 있을까요?

답변1) 스테로이드 복용 후 혈당이 오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1~46%까지의 빈도로 발생합니다. 간의 글리코겐 분해가 증가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복용 후 혈당 상승이 발생 위험
성이 높은 사람은 △고함량(프레드니솔론 20mg 이상, 히드로
코르티손 50mg 이상, 덱사메타손 4mg 이상) △장기간 △고령
자 △비만 △혈당 조절 장애자 △당뇨환자(당화혈색소 6% 이
상) △당뇨 가족력 환자 △내당능 장애자 등입니다.
대처나 예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
함량, 단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시고, 어렵다면 당뇨 치료가 필요
합니다.

Q. 다
 이아벡스500mg 식간 처방
식전에 당뇨약을 먹는 것은 췌장에 적용되기 위함이고 식후에
는 간에서의 당생성 억제를 위해 처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식간에 다이아벡스를 먹으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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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e-enm.org/journal/view.php?doi=10.3803/
EnM.2017.32.2.180

약문약답

Q. 당
 뇨환자는 비타민제 복용 시 의사·약사랑 상의하
라는데…
종합비타민을 사서 드시고 계신데 ‘당뇨환자는 의사약사랑
상의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품은 들여다 보진 못했는데 아로나민실버에 적혀 있더
라구요. 당조절도 잘되시고 드신지 몇 달 되셨대요. 이런 문구
는 미네랄 때문에 적혀있는 건가요? 혹시 다른 약사님들은 어
떻게 답변하시나요?
그리고 감기약(항생제 타이레놀 기침약 슈도에페드린) 단기처
방일 때도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는다고 같이 먹어도 괜찮냐고
물으시던데 저는 단기처방이라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약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답변1) (1) 아로나민 실버에는 크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크롬
은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크롬이 함유되는 제품에는 당뇨환자는 약사나 (치과)의
사와 상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6) 소
 화성궤양, 만성궤양성대장염, 국한성대장염 등의 위
장질환 환자(철분 또는 셀레늄 함유제제)
(7) 심장·순환기계기능 장애 환자(미네랄 함유제제)
(8) 신장장애 환자(미네랄 함유제제)
(9) 저단백혈증 환자(미네랄 함유제제)
(10) 강심배당체를 투여 중인 환자(칼슘 함유제제)
(11) 담낭(쓸개)관련 질환, 간질환 환자(구리, 망간 함유제제)
(12) 담낭폐쇄, 구리 부족증 환자(몰리브덴 함유제제)
(13) 급, 만성 기관지염, 폐부종환자(요오드 함유제제)
(14) 알칼리증, 소화성궤양 환자(칼륨 함유제제)
(15) 당뇨병 환자(크롬함유제제)
(16) 통풍환자 또는 신장결석이 있는 환자(비타민C 함유제제)
(17)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환자(비타민D 함유제제)
(18) 임부(마그네슘 함유제제)
(2)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은 혈관을 수축해서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심혈관에 대한 부담과 교감신경을 흥분해서 혈당
을 올립니다. 따라서 악성 고혈압, 조절되지 않는 당뇨환자, 중
증 심질환자라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조절되는 환자들에게 저는 “복용 중에 혈압과 혈당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중단하면 좋아진다. 복용 중 지속적인 혈압 상
승, 흉통, 혈당 상승이 관찰되면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예방법은 슈도에페드린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소적으로
뿌려주는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같은 비충혈제거제를 사용하
는 것인데 보험이 안되고 의사들이 처방하기를 꺼리는 문제는
있습니다.

학술특집Ⅱ

Q. MSM 당뇨 환자가 드셔도 될까요?
어머니 지인분이 MSM을 드시고 아프던 무릎 관절이 안 아프
시다네요. 그런데 당뇨가 좀 심하시다고 합니다.
혹시 MSM이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일부 논문을 찾아보
니 오히려 비만으로 인한 대사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Methylsulfonylmethane (MSM), an organosulfur compound,
is effective against obesity-induced metabolic disorders in
mice) 혈당을 올린다거나 당뇨합병증 유발하는 문제점 등은
없을까요?

답변1) 일반적 MSM을 당뇨환자들에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MSM이 해롭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It is also used orally for diabetes, interstitial cystitis,
hepatic dysfunction, Alzheimer disease, emphysema,
pneumonia, chronic fatigue syndrome (CFS), systemic
lupus erythematous (SLE), HIV/AIDS, breast cancer,
and colon cancer. Other oral uses include inflammation,
myositis ossificans generalis,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postoperative pain, leg cramps, exercise-induced
muscle damage, connective tissue disorders, migraine,
headaches, hangover, parasitic infections of the intestinal
and urogenital tracts, yeast infections, insect bites, radiation
poisoning, and as an immunostimulant

Q. 신
 우신염을 앓은 적이 있던 사람은 당뇨약 메트포
르민을 복용하면 안되나요?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받는 사람이나 신우신염을 앓은 적이
있던 사람은 당뇨약 메트포르민염산염을 복용하면 안되나요?

답변1) 1. 혈중 creatinine 농도가 130micromol/L 이하인 자나
사구체 여과율이 45ml/분/1.73m2 이하인 자는 복용량을 1500mg
로 줄이고 모자란 부분은 다른 당뇨병약을 추가 합니다. 그러나
혈중 creatinine 농도가 150micromol/L 이상인 자나 사구체 여과
율이 30ml/분/1.73m2 이하인 자는 복용을 금합니다.
2. 왜냐하면 이 약은 체내에서 전혀 변화 되지 않고 신장을 통
해 배출되는데 신장이 나쁘면 체내에 축적 돼 Metformin(하루
유효량 1500mg~2500mg)의 최고 유효량인 2500mg 를 초과
하게 되면 극히 드물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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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Q. 당
 뇨 환자 영양제-효모

Q. 당뇨, 혈압있는 70세 할머니 건기식 추천

근무하는 약국 효모 POP에 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쓰여 있
는데 회사 담당자도 잘 몰라서요.
혹시 아시는 약사님 계실까요? 그리고 효모의 경우 식욕촉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뇨환자가 탈모로 고민할 때
어떤 제품을 추천 하나요?

당뇨약이랑 혈압약을 드시는 70세 할머니에게 어떤 건강기능
식품이 적절할까요? 종합비타민은 이미 챙겨드신다고 하는데
하나 더 추천하자면 어떤게 좋을까요?

답변1) 2014년 ‘Afolayan and Wintola Afr J Tradit Complement
Altern Med’의 리뷰논문을 참고했습니다.
답변1) 건조효모의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이 영양불균형을
줄여 주고, 크롬 성분이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는 위장관 운동 등도 떨어지기 쉬운데, 비타민B군과
아미노산이 위장운동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아미노산이 풍부
해서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다.
맥주효모는 GTF-크롬을 함유하고 있는데 GTF-크롬은 혈당조
절인자로 인슐린을 감지해 세포와 인슐린을 결합시키며 인슐
린의 활성을 높여 주어 혈당을 정상화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
다.

혈압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
대구간유(오메가3함유), 마늘, 코엔자임Q10, 베타글루칸, 리포익
산, 통곡, (칼륨, 마그네슘, 적당량 나트륨), 비타민E, 비타민B6, 비
타민C, 폴리페놀(녹차 등), 생약(호로파, 여주, 인삼 등), 바나듐
당뇨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
리포익산, 크롬, 오메가3, 폴리페놀, 마늘, 마그넷슘, 코엔자임Q10,
바나듐, 엽산, 셀레늄, 비타민B6, 비타민C, 비타민E, 아연, 구리
종합비타민에 함유될 수 있는 영양소를 빼면 함께 도움이 되는
보충제
오메가3, 마늘, 코엔자임Q10, 폴리페놀 등(리포익산은 한국에
서는 전문의약품이라서)

Q. 당
 뇨 인슐린 주사 부작용이 망막병증이라는데….
아버지가 ‘란투스’라는 인슐린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신데, 란투스 부작용에 망막병증이 더 심
화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 혹시 다른 부작용이 없는 주사
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1) 1. 인슐린을 맞는 중 내성 인슐린이 과잉인 경우 과잉
의 내성 인슐린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파괴시키며 경
우에 따라서는 망막 혈관도 파괴할 수 있으므로 망막 질환자의
병세를 더 악화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 일단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은 인슐린 이외에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3. 그러나 인슐린을 안 맞으신다면 망막은 확실하게 더 나빠집
니다. 망막의 혈관이 터지는 것은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입니
다. 당뇨병 자에게 인슐린 주사는 망막 질환을 예방해주는 약
입니다.
4. 인슐린이 망막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확실한 득이며 혹시
있을지 모를 인슐린으로 인한 망막 혈관 피손은 하나의 불확실
성을 지닌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더 큰 득을 취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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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증약을 복용후 당수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통증의학과에서 뉴론틴100mg 에페리손 페인리스세미서방정
알마겔정을 bid로 주기적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인 60대 남성
입니다.
평소 약간 잠재성 당뇨가 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 내과에
서 당화혈색소가 6.5정도인데 음식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
는 내과의의 소견에 따라 당뇨약은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
다.
그런데 상기처방을 복용한 다음부터 당뇨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네요(공복시 100근처에서 130으로). 그래서 약을 중단했더니
당수치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약과의 인과관계
가 확실히 있는걸까요?

답변1) 가바펜틴 복용 후 1%정도는 고혈당이 발생하고,
2~3%는 체중이 증가합니다. 페인리스세미의 트라미돌도 고혈
당 부작용이 1~5%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약문약답

Q. 글
 루코다운오알750 아침 복용한지 2주쯤 되는 환
자인데 새벽에 저혈당증상이 일어납니다.
용량조절을 권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혈당 방지 생활지도
를 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1) 저혈당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메트포르민염산염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인슐린, 설포닐우레아 등이 많이
유발합니다).
환자분이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당을 조
절한다는 이유로 저녁에 식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갑자기
저녁에 무리한 운동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의 원인
을 찾아 생활지도하고, 저혈당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저혈당 관리
저혈당이란 혈액 속의 포도동 농도가 필요한 양보다 모자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저혈당이 나타나는 원인
-식사를 거르거나 평소에 비해 식사량이 적었던 경우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경우
-식사 전 운동을 한 경우
-평소에 비해 운동량이나 활동이 많았던 경우
-인슐린이나 경구혈당강하제를 정해진 양보다 많이 주사하거
나 복용했을 경우
-빈 속에 술을 많이 마신 경우
2. 저혈당 증상
-초기 증상으로는 배고픔, 떨림, 식은 땀, 어지러움, 시력저하,
두통, 졸음, 화가 나고 불안함 등이 있으며 오래 지속되면 경
련, 의식소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저혈당 시 대처방법
1) 혈당을 측정합니다.
2) 혈당이 70mg/dL 이하인 경우 15g의 당질을 함유한 음식
을 먹습니다. 당질 5g은 혈당을 15mg/dL 정도 올립니다.
(예: 주스 1/2컵, 콜라 1/2컵, 설탕 1큰술, 요구르트 1개, 사탕
3~4개)
3) 15분동안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혈당을 측정합니다.
4) 저혈당 원인을 점검해 봅니다.
4. 저혈당의 예방
당뇨인은 누구나 당뇨병을 치료하면서 저혈당을 겪을 수 있습
니다. 저혈당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왜 저혈당이 생겼
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고 다음에 다시 저혈당이 일어나지 않
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혈당은 대부분 약물이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과 식사 혹은
운동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약물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인은 식사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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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저혈당에 대비해 당분이 포함
된 음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합니다.
아울러 저혈당이 생겼을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
해 본인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을을 나타내는 인식표를 가지고
다니도록 합니다.

-아산병원-

Q. Statin계 약물과 혈당 수치 증가 관계
최근에 환자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statin계 약물이 당뇨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기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연관성이 얼마나 큰 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사때문에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이 임의로 안 먹으려고
하시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1)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상경화성 심
혈관질환의 발생 예방과 치료입니다. 스타틴은 이러한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다만 스타틴 치료가 당뇨병 발병률을 어느 정도 증가시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9~13% 정도의 상대 위험도 증가이며 기존에 당뇨병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보았
을 때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발병
위험 때문에 스타틴 사용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
니다.
대체로 스타틴 사용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발생 감소 효과가 당
뇨병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위험을 상회하므로 특히 심혈
관질환 발생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스타틴 치료가 시
행돼야 합니다.
스타틴 치료 중 혈당 증가가 나타나더라도 복용을 중단하기보
다 운동, 체중조절, 금연 등 당뇨병과 관련한 생활습관 개선 노
력을 하는 것이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혈관질환 발생 저위험군 또는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있어서는 스타틴을 사용한 치료를 보다 주의깊
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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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병태생리의 최신 지견
중증 환자이른 나이, 심대사질환 동반 위험↑
이슈트렌드

정리=약학정보원

◇그림1. 건선의 병변

건선의 전 세계적인 유병률은 2~3%로 세계 인구 중에
서 1억 2500만명 정도가 건선을 앓고 있다. 건선은 비
감염성의 만성 면역 매개 피부 질환으로 유전적, 환경
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병태생리에 관여한다. 건선의 병
태생리에는 선천 면역세포, 적응 면역세포, 각질형성세
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사이토카인(IL-17, IL22, IL-23, interferon, tumor necrosis factor 등)과 신
호전달 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건선 환자에서

자료=adapted from JAMA. 2020 May 19;323(19):1945-1960

는 병태생리학적 관련성으로 인해 관절염, 심대사성 질
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
다. 최근 피부-뇌 축의 관점에서 건선 발병과 세로토닌
의 관련성이 제시됐으며, 조직에 상주하는 기억 T 세포
의 역할이 부각되는 등 병태생리 분야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며,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80~90%에서 건선 조갑 함
몰(psoriatic nail pitting), 조갑박리증(onycholysis) 병변이
나타난다.
건선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행동적 인자가 복
합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유전 인자, 즉 유전적 소
인은 건선 발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건선의 병태생리학적 특징
건선은 피부와 관절 등을 침범하며 자가 면역의 병태
생리학적 특징을 갖는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이다. 건

환경 인자, 행동 인자는 건선을 발현하거나 악화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선의 발병에는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없으며 소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선의 임상 양상은 심상성 건선(psoriasis vulgaris)이라고

판상 건선의 병태생리에는 제17형 보 조 T세포

도 하는 판상 건선(plaque psoriasis)이 80% 이상을 차지

(T-helper cell type 17, TH17)의 신호 전달 경로를 중심

하며, 홍반성 인설이 있는 판상 병변이 신체의 접히는

으로 피드-포워드 기전(feed-forward mechanism)에 따

부위, 손과 발, 손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건

른 염증의 증폭 과정이 핵심이다.

선의 다른 형태로 물방울 모양 건선(guttate psoriasis), 홍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는 피드-포워드를 통해 지

피성 건선(erythrodermic psoriasis), 농포성 건선(pustular

속적으로 염증성 반응을 증폭시키는 사이클을 형성

psoriasis) 등이 있다. 건선은 피부 이외의 관절이나 여러

한다. 선천 및 적응 면역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IL-12,

기관계의 염증 발생과 관련되므로 피부에 국한된 질환

IL-23의 분비에 관여하며, 이 사이토카인은 TH1 및

이 아닌 전신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선 환자의 약

TH17 반응을 개시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1/3 정도에서 건선성 관절염이 발생한다고 알려졌으

이러한 염증 반응의 프로파일은 농포성 건선(IL-36
2021 봄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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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건선의 선행 인자, 염증 기전, 임상 양상

상 분화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염증이다. 이로 인해 홍
반성의 인설과 판이 특징적인 병변으로 나타난다. 건선
의 병변에는 조직학적으로 표피 증식증과 유사한 가시
세포증(acanthosis)이 나타나며, 피부의 수지상세포, 대
식세포, T세포, 호중구로 구성된 염증성 침윤이 동반
되거나, 혈관 신생이 관찰될 수 있다.
UV 조사, 병원균, 독소 등 다양한 촉발인자(trigger)
가 각질형성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자가 핵산, 항미생물
펩타이드(예. LL-37)의 유리를 유발해 복합체를 형성
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수지상세포 활성화를 유발한다.
건선의 병태생리에서 중심에 있는 과도한 면역 반응
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는 각질형성세포와 더불어, 형
질세포양 수지상세포(plasmacytoid DCs), 자연살해 T세
포(NK T cell), 대식세포(macrophage) 등 선천 면역에 작
용하는 면역세포가 TNF-α 등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골수계 수지상세포(myeloid DCs)를 활성화시킨다.

자료=J Invest Dermatol. 2019 Nov;139(11):e133-e142

활성화된 골수계 수지상세포에서 분비하는 IL-12는
미접촉 T세포(naive T cell)를 TH1 세포로 분화시키며,

반응 우세)에서 판상 건선(IL-17A 반응 우세)에 이르

IL-23는 TH17 및 TH22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유도

기까지 다양한 건선의 임상적인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

함으로써 적응면역계의 과도한 활성화를 매개한다.

친다.<그림2>

이에 따라 TH1 세포는 IFN-γ와 TNF-α를, TH22

건선 환자에서는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세포는 IL-22를, T H17 세포는 IL-17, IL-22,

제2형 당뇨병 등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TNF-α를 분비하는데, 이 경로 중 IL-23이 매개하는

며, 중증 건선 환자나 이른 나이에 건선이 발생하는 경

TH17 경로 활성화가 가장 우세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우 심대사 질환이 동반될 위험성이 높다.

IL-23는 세포 내에서는 Tyk2-Jak2, STAT3 신호전

건선 환자에서는 혈관 염증과도 관련성이 있어 고위
험 관상 죽상경화반(high-risk coronary atherosclerotic

달 경로를 통해 핵심적인 염증 매개물질의 유전자 전사
(transcription)를 유도한다.

plaque)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중증 건선은 심근경색,

유리된 사이토카인은 각질형성세포 증식의 하부 신

뇌졸중, 심혈관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된다. 이 외에

호전달 경로를 통해 각질형성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

도 우울, 불안, 자살 생각과 같은 정신적 문제나, 염증

도록 한다. 또한 신생 혈관 매개체 및 내피 점착 물질

성 장 질환 위험성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endothelial adhesion molecule)의 발현 증가, 병변 피부로

건선의 면역학적 발병 기전
건선의 병태생리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며, 아직
기전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건선 병태생리의 고
유한 특성은 조절되지 않는 각질형성세포의 증식과 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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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세포의 침윤을 증가시킨다. 현재 시판 중이거나 개
발 중인 건선 치료제들은 상기의 병태생리에서 핵심적
인 사이토카인(TNF-α, IL-22, IL-23, IL-17)을 타
겟으로 하고 있다.

이슈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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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의 발병 인자

달 이내로 알려졌다. 한 연구에서 긁기, 스트레스와 같

외상(trauma)

은 행동 패턴으로부터 심각한 건선 증상이 발현되며,

무릎, 팔꿈치 등과 같이 펴거나 굽히면서 마찰이 발
생하거나 경미한 외상에 노출되는 피부 부위에서 건선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카테콜아민 등이 면역계 조절이
관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발생하기 쉽다. 건선은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염증
성 피부 손상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찰
과상, 절개, 피부 마찰, 면도 등이 포함된다.

흡연(smoking)
흡연자의 경우 건선 발생이 더 높았으며, 흡연량이 많
을수록 건선의 위험이 함께 증가하는 용량-의존적 상

감염(infection)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박테리아 독소와 같은 특정 독
소는 피부에서 림프구에 항원 노출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건선 병변을 유발할 수 있다. 감염에 의한 건선 발
병은 15~7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연
구에서는 S. pyogenes 감염과 건선 간의 상관성이 제시
됐다.

관성도 제시됐다. 흡연자에서 건선의 위험성은 여성에
서는 비흡연자 대비 2.5배, 남성에서는 비흡연자 대비
1.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선의 재발과 세포 상처
건선 병변은 치료를 통해 치유(resolution)된 이후에 재
발이 잘 되는 경향이 있어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여겨
지고 있다. 건선 환자들은 치료가 완료된 기존의 병변

비만(obesity)
일부 연구에서 비만이 건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

부위에서 다시 건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좌절
감을 느끼게 된다.

시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건선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임상적으로 완전히 치유돼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있다고 제시됐다. 미국 간호사건강연구(Nurses Health

병변이 치료 중단 후 수개월 이내에 바로 그 동일한 부

Society, NHS)에서는 건선과 높은 체질량 지수(BMI)

위에서 재발하는 것이다. 즉, 이는 건선을 재발시킬 수

간 상관성이 보고됐다. 건선의 마우스 모델에서 고지방

있는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세포 또는 분자 수

식이는 건선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부 염

준의 무언가가 병변 부위에 계속 남아 있다가 다시 작용

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제시됐다.
◇그림4. 치유된 병변(resolved lesions)에서 건선의 재발 기전

약물(drugs)
리튬,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항말라리아제, 베타차
단제와 같은 많은 약물들이 건선을 촉발할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약물이 베타차단제인 practolol
이다. 심장 선택적이지 않은 다른 베타차단제(propranolol, pindolol 등)도 건선 병변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시됐
다.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는 질병의 유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
으며, 스트레스 사건과 건선 발병 간 시간차는 보통 한

자료=Semin Immunopathol. 2019 Nov;41(6):6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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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제시되고 있는, ‘세포 상처
(cellular scar)’ 또는 ‘분자적 상처(molecular scar)’에 따르면

로토닌 수용체인 5-HT1AR의 발현이 낮은 반면, 가려
움증을 매개하는 5-HT3R의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제
시됐다.

임상적으로 치유된 병변 부위에 조직 상주 기억 T세포

또한 건선 환자의 염증성 세포나 림프구에서 염증

(tissue-resident memory T cell, TRM) 등이 잔존해 작용

세포의 사멸을 조절하는 5-HT 수송체(5-HT trans-

한다고 보고 있다. 조직 상주 기억 T세포(TRM)는 임상

porter, SERT)의 발현이 증가했으며, 증가 정도는 건선

적으로 병변이 치유된 이후에도 IL-17과 같은 사이토

의 중증도와 만성 스트레스와 상관성이 있었다.

카인을 생산하는 능력을 계속 보유하고 해당 부위에서
남아 있다가, 이후 촉발인자에 반응해 각질형성세포에
신호를 보내 다시 증식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피에 잔존하는 CD4+ TRM는 IL-22 mRNA
를, 표피에 상주하는 랑게르한스세포(Langerhans cells,
LCs)은 IL-23 mRNA를, CD8+ TRM은 IL-17을 생성
함으로써 병변의 재활성에 참여한다.
이와 같이 질병 자극에 의해 잔존하던 랑게르한스세
포와 T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다시 분비함으로
써 동일한 부위에서 염증 반응으로 건선이 재발한다고
제시됐다.

건선에서 세로토닌의 역할

결론
건선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
로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특이적으로 동일한 피부
부위에서 병변이 재발하는 경향을 갖는다.
건선의 발병에는 유전적 소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며, 피부의 염증 반응을 자극하는 환경, 행동 요인 등
에 의해 악화될 수 있어 이러한 촉발 인자들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건선의 병태생리에 대해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과도한 적응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면역
세포와 사이토카인의 신호전달 경로가 밝혀지면서 이
를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건선의 병태생리에서는 신경내분비 기관으로서
피부에서 세로토닌 시스템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 세
로토닌(serotonin, 5-HT)은 건선 동반 질환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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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치료의 최신 지견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비타민 D 유사체 등 치료 옵션
이슈트렌드

정리=약학정보원

건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만성 염증
성 피부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경과에 따른 시기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현재 경증 건선의 치료에는 국소 코
르티코스테로이드제, 비타민 D 유사체, 칼시뉴린 억제
제, 각질용해제 등 외용제가 주축이 되고 있다. 중등증
및 중증 건선에는 최근 건선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TNF-α, p40 IL-12/23, IL-17, IL-23을
타겟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미
국피부과학회와 미국립건선협회(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National Psoriasis Foundation,
AAD-NPF) 가이드라인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
서 중등도 및 중증 판상 건선의 일차치료제로 생물학적
제제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건선의 치료 전략과 3상 임
상 단계에 있는 건선의 후보 약물을 중심으로 향후 미
래의 건선 치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질용해제, 표적 광치료 등이 있다.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topical corticosteroids)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는 거의 모든 경증 또는
국소 건선 환자에서 중심이 되는 치료 약제이다. 이들
약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해독하는 유전자를 하향
조절함으로써 염증 억제, 국소 혈관 수축 등의 작용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증 또는 국소 건선에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는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되고 환
자가 처방을 잘 지켜 사용하는 경우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다.
외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의 군(class)에 따라 역가
(strength)가 달라지며, 제1군(class I)이 가장 효능이 강
력하며 제7군이 가장 약한 부류에 해당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응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체 부위를 고
려해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강도가 선택돼야 한
다. 몸통이나 사지에는 high에서 midpotency 역가(class
I-III)에 해당하는 외용 스테로이드 제제가 사용되며,
병변이 두꺼운 경우 superpotent 외용 스테로이드제가

최근 건선의 치료법

권고된다. 얼굴, 겨드랑이, 가슴 아래 부분, 서혜부 등

경증 건선(Mild psoriasis)

에는 일반적으로 low-potency (class VI, VII) 외용 스테

경증 건선에 대해 여러 정의가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

로이드제가 고려된다. 소아에서 장기간 매일 광범위한

적으로 침범된 병변 영역이 체표면(body surface area,

부위에 high-potency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예. Class

BSA)의 3~5%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I, II)를 사용하는 경우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건선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전략은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평가부터 시행하는데 건선의 범위와 상관없이 현

잠재적 억제와 전신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피한
다.

재 건선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모
두에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선호하는 치료를 선택하기

국소 비타민 D 유사체(topical Vitamin D analogs)

때문이다.

국소 비타민 D 유사체는 T세포와 각질형성세포에 존

경증 (판상) 건선 환자에서 치료 옵션에는 국소 코르

재하는 비타민 D 수용체에 결합해 각질형성세포의 증

티코스테로이드, 비타민 D 유사체, 칼시뉴린 억제제,

식을 차단하고 각질형성세포의 분화를 증강시킨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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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판상 건선(plaque psoriasis)의 치료적 접근

a Special areas include the scalp, palms, soles, genitalia, and nails. PUVA: soralen & UV-A
자료=JAMA. 2020 May 19;323(19):1945-1960

타민 D 유도체로는 calcipotriol(calcipotriene)이 사용된
다. 이 제제들은 단독 사용 시 중등도 효능을 나타내며
환자가 신부전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35% 정도에서 화끈거림과 자극
이 나타나며 보통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감되는 경향을

most clear)’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특히 염증이 심한 병변에서 피부
자극이 있으며,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약제를 전환하
기 전에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먼저 투여함으
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띤다.
국소 각질용해제(topical keratinolytics)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topical calcineurin inhibitors)

국소 각질용해제에는 국소 tazarotene 및 salicylic acid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는 IL-2와 IFN-γ의 합성을 억

가 포함되며, 국소 tazarotene은 각질형성세포의 증식을

제함으로써 T세포 활성화를 차단한다. 국소 칼시뉴린

억제하고 판의 두꺼운 인설을 용해하도록 돕는다. 환자

억제제에는 tacrolimus, pimecrolimus가 있으며, 이들 약

의 63%에서 12주 후 최소 50% 개선을 경험한다고 알

제는 얼굴과 접히는 부위(간찰부)에 존재하는 건선을

려졌다.

치료하는데 사용되며, 장기간 사용과 관련한 피부 위

흔한 부작용으로는 타는 느낌과 자극으로 더 낮은 농

축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약 71%에

도를 사용하거나 크림 제제 사용, 격일 투약, 국소 코르

서 8주 후 병변이 ‘완전 소실(clear)’ 또는 ‘거의 소실(al-

티코스테로이드제와 병용 등으로 경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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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독요법이 아닌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

각질용해제로 작용하나 소아에서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한다.

광치료(phototherapy)
중등도 및 중증 건선에서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 이

표적 광치료(targeted phototherapy)

후 광치료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건선 치료에 사

광치료(광선치료)는 빛의 특정 파장에 병변을 노출시

용되는 주요 광치료 유형에는 대역폭(bandwidth)에 따

키는 것으로 판상 건선 환자 치료에 오랫동안 사용돼 온

라 단파장 UV-B(narrowband UV-B, 311 nm), 장파

치료법이다. 광치료는 건선에 치료 효과를 갖는 특정

장 UV-B(broadband UV-B, 290-320 nm), psoralen +

파장의 광선을 쪼임으로써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파

UV-A 병용 치료법(PUVA)이 있다.

장대 빛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파장 UV-B가 효과면에서 장파장 대

전신 광치료(full-body-surround phototherapy)는 광범

비 더 선호되며 PUVA 대비 안전성 면에서 더 선호된다.

위한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반면, 표적 광치료는 주로

엑시머 레이저와 같은 표적 광치료는 국소 병변에 사용

국소적인 판상 건선의 치료에서 사용된다. 표적 광치료

된다. UV-B는 DNA 합성을 감소시켜 각질형성세포의

의 예로는 엑시머 레이저 치료(excimer light therapy)가

세포자멸사를 유발하고 T세포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

있으며, 고강도 UV-B(308 nm)를 사용해 발암 위험성

카인의 생성을 감소시킨다.

은 매우 낮은 편이다. 주요 부작용으로 피부의 타는 듯
한 느낌과 수포가 있다.

PUVA 치료에는 methoxsalen과 같은 psoralen이 사용
되며 UV-A(320-400 nm) 조사 전 경구 혹은 외용으
로 투여한다. Psoralen은 DNA에 삽입함으로써 정상적

중등도 및 중증 건선(Moderate to severe psoriasis)

인 DNA 합성을 억제한다. 경구 PUVA 치료는 UV-B

중등도 및 중증 건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성립

보다 효과적이나 장기간 사용 시 피부암 위험성으로 선

되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체표면적의 3~10%에 병

호되지 않으며, 위장관 불편감, 타는 느낌, 소양증, 광

변이 있는 경우를, 다른 일부에서는 5~10%의 병변이

노화 등 부작용이 있다.

있는 경우를 중등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체표면적의 10% 이상에서 병변이 있는 경우는 중증 건

중등도 및 중증 판상 건선 치료 생물학적 제제(biologics)

선에 해당한다.

중등도 및 중증 판상 건선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제제

중등도 및 중증 건선 환자의 주요 치료는 전신 치료이
다. 전신 치료제는 두피, 손바닥, 발바닥 등과 같은 특
정 부위를 침범한 국소 병변이나 국소 치료에 불응하는
국소 건선에도 사용될 수 있다.
미국피부과학회와 미국립건선협회(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National Psoriasis Foundation,

는 피부질환 분야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치료적 진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4종 약물군의 생물학적 제제가 사용되는데 건
선의 병태생리 신호전달에서 중요한 사이토카인을 저
해하는 TNF-α 억제제, IL-12/23 억제제, IL-17 억제
제, IL-23 억제제가 있다.

AAD-NPF)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경구

활성화된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는 과도한 IL-12,

제제, 광치료를 중증도-중증 건선 환자에 권고하고 있

IL-23을 분비하며, IL-12는 미접촉 T세포(naive T cell)

다.

를 제1형 보조 T세포(helper T cell type 1)(TH1)의 분

전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제는 경구 제제나 광치료 대

화를 유도한다. IL-23은 TH17 세포의 생존과 증식

비 더 효과적이며 국소 요법은 중등도 및 중증 건선에서

에 필수적이며, TH17 세포 및 다른 염증성 세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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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요 사이토카인(IL-12, IL-23,

◇그림2. 건선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의 약물 타겟

TNF-α, IL-17)이 생물학적 제
제의 타겟으로 개발되었다.
이 중에서 TNF-α, p40 IL12/23, IL-17을 저해하는 생물
학적 제제는 건선성 관절염 치료
에 승인되었다. 건선 치료에 사
용되는 모든 생물학적 제제는
infliximab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하 투여한다. 전반적으로 생
물학적 제제를 투약한 건선 환자
자료=JEADV 2017, 31, 1616-1626

에서 암(internal malignancy)이나
심각한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지

IL-17을 분비한다. TH1 세포는 tumor necrosis factor-α

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조군 대비 약간 높은

(TNF-α)를 분비하며, 분비된 사이토카인들은 각질형

빈도로 나타나는 흔한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반응,

성세포(keratinocyte)에서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유

비인두염, 상부 위장관 감염 등이 있다.

전자 전사를 유발해 염증성 신호전달을 촉발한다. 이
중에서 IL-23/TH17 신호전달 축이 건선의 핵심적인

경구 전신 치료제(oral systemic treatment)

병태생리 경로로 여겨지고 있어, 이 축에 관여하는 주

중등증 및 중증 건선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가 등

◇표1. 중등증 및 중증 건선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계열

약물

작용 기전

부작용

TNF-α Etanercept
억제제 Adalimumab
Infliximab
Certolizumab pegol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가장 먼저 승인된 생 •심각한 감염이나 암(internal malignancy) 위험성이
물학적 제제 계열로, TNF-α를 억제해 중심적인 하 증가하지 않았으며, 흔한 부작용은 비인두염, 상부
부 염증 신호전달을 감소시킴
위장관 감염, 주사부위 반응임
•IL-17 억제제, IL-23 억제제 대비 더 빈번하게 투여 •활동성 결핵, B형 간염, 진행성 울혈성 심부전, 탈
하는 편임
수초 질환에서 금기임

IL-17
억제제

Secukinumab
Ixekizumab
Brodalumab

•IL-17의 리간드(secukinumab, ixekizumab)나 •심각한 감염이나 암 위험성 증가가 보고되지 않았
IL-17 수용체(brodalumab)를 억제함
으며 점막피부 칸디다증과 염증성 장질환 악화가
•반응이 빠르고, 지속성(sustainability)이 좋은 편으 보고됨
로 건선성 관절염에 승인됨
•상기도 감염 및 주사부위 반응이 가장 흔한 부작용
임

IL-12/
IL-23
억제제

Ustekinumab

•IL-12와 IL-23이 공유하는 p40 소단위를 억제해 •심각한 감염이나 발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IL-12와 IL-23을 동시에 저해하며 건선 및 건선성 대조군 대비 가장 흔한 부작용은 상부 위장관 감염
관절염에 승인됨
및 두통임
•IL-23의 저해 효과가 효능에 주요하며, 효능이 우
수한 편임

IL-23
억제제

Guselkumab
Tildrakizumab
Risakizumab

•특 이적으로 IL-23의 p19 소단위를 저해해 TH17 •심각한 감염이나 발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경로를 억제하며, 성인의 판상 건선에 승인됨 상기도 감염 및 주사부위 반응이 가장 빈번한 부작
(risankizumab은 건선성 관절염에도 승인됨)
용임
•효능 및 내약성이 양호하며, 투여 간격에서 편의성
을 가짐

70

대한약사회지

이슈트렌드

학술특집Ⅲ

장하기 전에는 methotrexate, apremilast, acitretin, cyclo-

단계에 있는 후보 약물 위주로 살펴보면, 생물학적 제

sporine 등의 경구 약제가 사용돼 왔다. 이러한 건선 경

제로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중등증 및 중증 건선

구 제제의 효능은 일반적으로 cyclosporine을 제외하고

의 생물학적 제제의 주요 타겟인 IL-17, IL-23을 억

대체로 생물학적 제제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생물학

제하는 단일클론 항체 후보 약물(nitakimab, bimeki-

적 제제 사용에 제한이 있는 환자나 비주사 요법을 선

zumab, mirikizumab)이 개발 중에 있다.

호하는 경우 선택될 수 있다.
약물마다 부작용 프로파일이 매우 상이하고, 금기와

경구제(Oral treatments)

주의사항이 복잡한 약물이 존재하므로 경구 제제의 선
택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경구 후보 약물로는 Tyk 인산화 효소 억제제(deucravacitinib), A3 아데노신 수용체 효현제(piclidenoson),

2017년 건선의 경구 투여 약물로 dimethyl fumarate
(DMF) 제제(Skilarence)가 성인의 중등증 및 중증 판상

neurokinin-1 수용체 길항제(serlopitant) 등이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있다.

건선 치료제로 유럽에서 승인됐다. 가장 흔한 이상사례

Deucravacitinib (BMS-986165)의 타겟인 tyrosine

는 치료 초기에 홍조 및 위장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kinase 2(TYK2)는 건선 등 면역 관련 질환에 관여하는

있다. DMF는 nuclear factor (erythroid-derived 2)-like 2

IL-12, IL-23, 제1형 및 제2형 인터페론 수용체 활성

(Nrf2), nuclear factor kappa B (Nf-κB)에 작용함으로써

화에 작용한다.

항염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Piclidenoson은 A3 아데노신 수용체의 선택적인 효현
제로 NF-κB 신호전달을 조절함으로써 IL-17, IL-23

개발 중인 후보 약물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Serlopitant는 원래는 과민성 방광의 치료제로 개발

생물학적 제제(Biologics)
건선 또는 건선성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해 3상 임상

됐으며, 최근 건선,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소양증 치

◇표2.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건선, 건선성 관절염의 후보 약물
약물

적응증

회사

기전

생물학적 제제(biologics)
Netakimab(BCD-085)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BIOCAD

IL-17 억제제

Bimekizumab(UCB4940)

건선성 관절염

UCB

IL-17A 및 IL-17F 억제제

Mirikizumab(LY3074828)

판상 건선

Eli Lilly

IL-23 억제제

경구제(oral treatments)
Deucravacitinib(BMS-986165) 판상 건선(3상), 건선성 관절염(2상) Bristol-Myers Squibb

Tyrosine kinase 2(TYK2) 억제제

Piclidenoson(CF-101)

건선성 관절염

Can-Fite BioPharma

A3 adenosine 수용체(A3AR) 효현
제

Serlopitant(VPD-737)

(건선 등과 관련된) 소양증

Menlo Therapeutics
(VYNE Therapeutics)

Neurokinin-1 수용체(NK1R) 길항
제

Filgotinib(GLPG0634)

건선성 관절염

Galapagos/Gilead Sciences

Janus kinase 1(Jak1) 억제제

Upadacitinib(ABT-494)

건선성 관절염

Abbvie

Janus kinase 1(Jak1) 억제제

Pefcalcitol(M-518101)

판상 건선

Maruho Co. Ltd.

Phosphodiesterase-4(PDE-4)
억제제

Tapinarof(DVMT-505)

판상 건선, 건선

Welichem Biotech

Aryl hydrocarbon receptor(AhR)
효현제

외용제(top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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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료를 위해 가려움증에 관여하는 neurokinin-1 수용체

활용해 건선의 유전적 소인을 파악하고 임상적 표현형

(NK1R)의 길항제가 개발 중에 있다.

이나 개인마다 차별적인 면역학적 프로파일에 부합하

기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에 승인
된 야누스 키나아제(janus kinase) 1 억제제 계열 약제

는 차별적 치료법 개발을 통해 향후 개별화, 맞춤형 건
선 약료의 도래를 기대해 본다.

(filgotinib, upadacitinib)도 건성 관절염에 대해 3상 단계
또는 승인 전단계(preregistration)에 있다.

참고문헌
1) Drugs. 2018 Jan;78(1):123-130

외용제(Topicals)

2) Exp Dermatol. 2018 Jun;27(6):611-624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tapinarof 는 특정 선충(nema-

3) JAMA. 2020 May 19;323(19):1945-1960

tode)의 공생 박테리아로부터 발견된 자연 유래 소분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물질이다.
Tapinarof는 aryl hydrocarbon 수용체 (AhR)에 작용해
피부 방어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IL-2,
IL-13, IL-17A, TNF-α, IFN-γ)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Pefcalcitol은 비타민 D 유도체와 결합된 국소 PDE-4
억제제로 cAMP의 분해를 저해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현재 승인 전단계에 있다.

결론
건선은 복합적이고 다요인적인 병태생리로 인해 완치
가 어렵고 재발이 빈번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지속적
으로 관련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건선의 병태생리에서 핵심적인 사이토카인인 IL23과 IL-17을 저해하는 생물학적 제제가 도입되면서
중등증 및 중증 건선의 치료 옵션이 확대돼 표적 치료
를 통해 기존보다 개선된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
다.
이러한 진보를 바탕으로 현재 이 계열의 신규 약물뿐
아니라, 별개의 신호전달 경로를 겨냥하는 후보 약물
들이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주사 투여가 필요한 항체 약물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규 기전의 경구 약제나 외용제 후보 약물도
개발 중에 있어 향후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전학적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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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이 유발하는 ‘관절염’ 치료 방법은?
장기간 방치 시 증상 악화…중증도 따라 약물 결정
이슈트렌드

◇그림1. Histopathology of Psoriasis
Surface ‘silver’ scale

이번 호에서는 건선 질환을 재정리하는 한편 건선성 관절염에 대해 알
아보고, 이들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 및 치료약제에 대해 소개한다.

Erythematous base

Persistence of nuclei
stratum corneum
(parakeratosis)
Microabscess

Dilatation and
tortuosity of
papillary vessels

건선의 정의와 병리

Edema and
inflammation
of dermis

건선은 피부의 각질세포가 너무 빨리 증식돼 각질층
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

Increased number
of Langerhans cells

로 면역체계가 피부를 외부물질로 오인, 공격하는 일종
의 자가면역질환이라 할 수 있다. 건선의 정확한 발병원

출처=www.naturopathiccurrents.com

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비정상적으로 T 세포의 활동성
증가에 의한 과다한 면역 물질이 피부의 각질세포를 자
극해 각질세포의 과다한 증식과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건선이 발생한다.
정상 피부의 경우 표피세포 4~10개가 층을 이루지만
건선피부는 표피세포가 정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증

특히 건선은 피부에 경계가 뚜렷하고 크기가 다양한

식해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튀어나온다. 또한 정상적으

붉은색 구진이나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자

로 성장한 세포는 표면에 각질층을 형성해 피부를 유지

가면역반응에 따른 염증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심혈관

하지만, 건선 피부는 각질층을 정상적으로 형성하지 못

질환, 건선성 관절염(psoriatic arthritis, PsA) 등과 같은

해 세포가 빠르게 증식돼 올라오면서 각질이 탈락된다.

다양한 질환을 동반할 수 있으며 임상 양상과 치료에
대한 반응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건선의 유형

아울러 아킬레스건 부위의 골부착염(enthesitis), 포도

건선은 대개 두피에서 최초로 발생한다. 건선에는 심

막염(uveitis), 관절의 윤활막 관절염(synovial arthritis),

상성 건선(psoriasis vulgaris), 판상 건선(plaquepsoriasis),

척추 염증성 관절염(spinal inflammatory arthritis), 발가

물방울 건선(guttate psoriasis), 습진양 건선, 농포성 건선

락의 지염(dactylitis), 손톱 건선(nail psoriasis)으로 진행

(pustular psoriasis), 홍피성 건선(erythrodermic psoriasis),

될 수 있다.

박탈성 건선(exfoliative psoriasis) 등이 있다. 심상성 건선

건선의 알려진 유전자는 약 9개가 있다. 유전적인 소

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건선으로, 붉게 튀어나온 피부

인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약물, 감염 등의 자극

발진과 각질이 주요 증상이다. 심상성건선을 치료를 하

이 반복되면 피부의 면역체계가 발동하면서 T 세포에

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크기가 커지고 여러 병변이

영향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IL-17A, TNF-a와 같은

뭉쳐 큰 판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판상 건선이라 한다.

cytokine이 작용해 표피세포가 정상보다 많이 증식해

판상 건선은 건선 중 가장 흔한 형태로 건선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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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체에 홍반이 넓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홍피성 건

◇그림2. Management of Psoriatic Arthritis
Mild PsA

Moderate-to-severe PsA

•NSAIDs
•Intra-articular steroids
•Prednisone

Nonbiologic DMARDs
•Sulfasalazine
•Leflunomide
•Methotrexate

Fail to respond
after 2~3 months

선이 심해질 경우 전신피부의 각질이 벗겨지는 박탈성
건선으로 발전할 수 있다.
Patients with
poor prognosis

Considereed
first-line
treatment by
dermatologisis

Fail to respond to
at least 1 DMARD

Methotrexate

건선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은 건선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관
절염으로 처음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척추염의
한 변형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건선
성 관절염에서 류마티스성 인자 음성, HLA B27 양성,

TNF imhibitors:
•Etanercept
•Infliximab
•Adalimumab
•Golimumab
TNF inhibitor plus DMARD

부착부염(enthesitis)과 척추염 등을 나타나고 류마티스
성 결절이 동반하지 않으므로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다
른 독립된 질환으로 간주됐다.
건선성 관절염은 건선 환자에서 생기는 인대, 건, 근

Failure to respond

막, 척추 및 말초관절의 자가면역성질환으로 피부 또는
Ustekinumab plus methotrexate

손발톱 건선이 동반된 염증성 관절염이다.

출처=www.nature.com

건선성 관절염의 증상
80%를 차지한다. 특징적으로 팔꿈치, 무릎, 두피, 등

건선성 관절염의 주요 임상적 특징은 아침에 몸이

피부의 어느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 작은

나 관절이 뻣뻣한 느낌(조조 경직감, morning stiffness)

붉은 점으로 나타나 점차 커져서 눈에 잘 띄는 붉게 솟

이 많은 환자에서 나타나고, 일상 업무 및 생활에 지장

아오른 판과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 이 반점들은 벗겨지

을 줄 정도의 기능적 장애(ACR functional class III/IV),

기 쉽고 은백색의 겹겹이 쌓인 죽은 각질세포(인설) 들

염증성 경부 통증/경직감(inflammatory neck pain/stiff-

로 덮여 있고, 인설들은 피부로 부터 느슨해 끊임없이

ness), 염증성 허리 통증/경직감(inflammatory back pain/

떨어지며, 환부는 매우 건조하고, 통증과 가려움과 피

stiffness), 아킬레스건 부위의 골부착염(enthesitis), 수지

부가 갈라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및 족지 관절에 나타나는 손발가락염(dactylitis), 원위지

물방울 건선은 작고 붉은 물방울 형태의 발진이 급성

관절(distal interphalangeal joints, DIPs) 등이 나타난다.

으로 나타나는 건선으로, 자연 관해되기도 하지만 이

관절외 증상으로 대부분 전형적 심상성 건선의 피부

후 판상형 건선으로 재발할 수 있다. 습진양 건선은 습

증상을 보이며 피부증상의 심한 정도와 관절염의 정도

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건선의 한 유형이다.

와는 커다란 상관관계는 없다. 손톱 이상은 손톱이 갈

농포성 건선은 피부에 비세균성 농포가 나타나는 유

라지거나(onycholysis), 움푹 들어간(pitting)경우, 주름

형이다. 과거에는 심상성 건선의 변이 형태로 간주됐으

이 있는 경우(ridging) 등 다양하며 이런 조갑병변은 건

나 실제로는 병인이 완전히 다른 질환이다. 농포성 건

선성 관절염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선은 손발바닥에만 국한되거나 전신적으로 나타나기

건선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조갑병변이 약 80%에서 나

도 하는데, 전신성의 경우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심하

타나는 반면 건선성 관절염이 없는 건선에서는 약 30%

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에서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안과적 이상으로 결막

홍피성 건선은 전신으로 발병하는 유형으로 피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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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conjunctivitis), 홍채염(iritis)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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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rotational therapy), 병용요법(combination therapy), 순

류마티스 인자(Rheumatoid factor, RF)가 음성인 경우

차요법(sequential therapy)과 같은 한 가지 이상의 다양

라면 더욱 진단이 용이해진다. 만약 류마티스 인자가

한 치료 전략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게 된

양성이라면 류마티스관절염과 감별을 위해 anti-CCP

다. 회전요법은 장기 단독요법으로 인한 독성을 예방하

항체나 X ray 소견을 면밀히 관찰해 감별을 할 수 있다.

기 위해 1~3년마다 약물을 전환하는 방법이다.

중년 및 고령 환자에서 DIP관절만 침범한 경우라면 퇴

과거에는 국소제제(topical therapy), cyclosporine, ac-

행성 골관절염과 감별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전신적 염

itretin, 단파장 자외선 B요법, methotrextate 등의 치료법

증 소견의 유무, 엑스선 소견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돌아가며 치료했

일부 환자에서는 피부증상을 호소하기 전 관절 증상

는데 최근에는 생물학적제제(biologics)가 추가됐다. 병

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X ray상 특징적 건선성

용요법은 단독 요법이 실패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약물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역으로 잠재돼 있거나

을 저용량으로 동시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독성을 최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선 병변을 찾거나 향후 건선 증세

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발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건선성 관절염의 진단 및 평가기준

건선성 관절염의 일반적인 치료원칙은 경도의 관절염
만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성항염제(NSAID) 또는 관절
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intra-arrticular steroid)로 먼저

건선성 관절염의 진단은 Classification of Psoriatic Ar-

사용하고, NSAID에 반응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다발

thritis(CASPAR) criteria에 따라 환자의 병력, 건선의

성 관절염이나 골미란을 동반한 심한 관절염이 있을 경

존재, 특징적인 말초 및 척추 관절염의 증상, 징후, 영

우 DMARD를 사용한다. 즉 methotrexate나 sulfasalazine

상소견 등을 참고로 한다. 또한 질병의 진행을 파악

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이들 약제로 3개월 이상 치

하는 정량적 도구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사용하는

료해도 호전이 없을 경우 leflunomide 또는 cyclosporine

ACR(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를 적용한다.

단독, 또는 methotrexate 병합요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

일반적으로 약물의 임상적 효과평가의 1차 평가지표

이, 적극적인 DMARD 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함에

(primary endpoint)로는 ACR20을 기준으로 사용되고

도 불구하고 활동성의 관절염이 있을 경우 생물학제제

있다. 반응평가지표는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TNF-α 억제제 및 IL 억제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정의에서 사용하는 압통, 부종관절수이며 3개 이상의
압통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존재해야 하며 1개
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다. 약물의 유효성
평가지표는 압통, 부종관절 수의 감소로 3개월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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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 Korean Med Assoc 2015 October; 58(10): 917-922
6) Kor. J. Aesthet. Cosmetol., Vol. 13 No. 6, 713-720,
December 2015
7) Hanyang Med Rev 2013;33:17-26

건선과 건선성관절염의 약물치료
건선의 약물치료는 중증도에 의해 결정된다. 중등

8) Allergy Asthma Respir Dis 1(1):20-28, March 2013
9) Journal of the Korean Socity for Psoriasis Vol. 10, No. 1, 1114, 2013

도 내지 중증의 건선 환자의 치료 전략은 주로 회전요
2021 봄호 75

학술특집Ⅲ

건선

국소 스테로이드제, 전신 부작용 주의
클로벡스 액 0.05%(Clobex Shampoo 0.05%)
핵심복약지도

은 1주에 50g(50mL)을 넘지 말아야 한다.

5. 이상반응
김보경 약사

아주대학교병원 약제팀
약무정보파트 약품정보 담당

(1) 피부
•세균성(예: 모낭염), 진균성(예: 백선), 바이러스성
감염증
•피부자극, 발진, 홍반, 가려움, 피부건조, 농포증

1. 성분 및 함량
Clobetasol propionate 0.5mg/g

등의 피부증상
•장기 연용시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확장, 자반), 입주위 피부

2. 효능·효과
중등도~중증의 두부 건선

염, 다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강력한 코르티코스
테로이드를 장기간 광범위하게 사용 시, 특히 밀봉
붕대법을 사용하거나 겹친 피부에 사용 시에는 국

3. 약리기전

소 위축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Clobetasol은 매우 강력한(very potent) 합성 corticosteroid로 항염증, 면역억제, 혈관수축 작용을 함으로써

(2) 내분비계

피부질환으로 인한 부종, 가려움 등을 완화한다. 항염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 밀봉붕대

증 효과는 염증매개물질의 생합성을 조절함으로써 나

법에 의해 뇌하수체·부신피질계 기능의 억제, 고코

타난다. Corticosteroid 제제는 성분 및 제형에 따라 po-

티솔혈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tency가 달라지며, 질환 부위와 중증도를 고려해 약물
을 선택한다.

(3) 눈

국소 치료제의 경우, 두피에는 적용이 쉬운 액제 및

•안검피부에 사용시 안압상승, 녹내장, 시야흐림,

겔제, 로션이 주로 사용되며 얼굴이나 주름진 부위에

백내장,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을 일으킬 수 있

는 potency가 낮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대량, 장기간, 광범위한 사용, 밀봉붕대법에 의
해 후낭하백내장, 녹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용법·용량
1일 1회 환부에 도포하고 15분 후에 물을 적시고 문
질러 거품을 낸 다음 헹궈낸다.
의사의 지시없이 약을 바른 부위를 덮어두는 등 밀봉

6. 복약상담 포인트
(1) 적용 시 주의사항
•약 사용 전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하지 않는다. 연속해서 4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약이 눈에 들어가지

고, 원하는 치료효과를 보면 사용을 중지한다. 사용량

않도록 주의한다. 눈이나 코, 입에 들어간 경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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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소 corticosteroid의 작용기전

출처=Uva Luis et al. International Journal of Endocrinology. 2012;2012

로 충분히 씻어낸다.

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 억제, 쿠싱증후

•의사의 지시없이 약을 바른 부위를 밀봉하지 않는

군, 발육장애 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장기간 연용

다. 밀봉붕대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한

을 피한다. 특히 기저귀 등은 밀봉붕대법과 같은 작

환경으로 인해 세균감염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환

용을 나타낼 수 있고 약물 흡수를 증가시키므로 주

부를 깨끗이 한 뒤에 붕대를 감는다.

의한다. 이 약은 1세 미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4주가 지나도 증상

•고령자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대량,

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장기간, 광범위한 사용 및 밀봉붕대법 사용 시에는

알린다.

특별히 주의한다.
•임부나 수유부는 사용 전 의사와 상의해야 하고,

(2) 이상반응 관련 주의사항

가능한 최단기간 최소면적에 사용해야 한다.

•피부자극이나 가려움과 같은 피부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며칠 이내에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
거나 심한 경우 의사에게 알린다.

7. 보관방법
기밀용기, 25℃이하 보관

•피부가 얇아지거나 색이 변하고 피부에 줄무늬가 생
기거나 털이 많이 난다면 즉시 의사에게 알린다.
•비정상적인 피로감, 체중감소, 두통, 갈증/배뇨증
가, 시력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린다.
(3) 소아·고령자·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주의사항

참고문헌
1)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2) 킴스온라인 (http://www.kimsonline.co.kr)
3) Lexicomp online (http://online.lexi.com)
4) 클로벡스액 제품설명서

•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체중당 체표면적 비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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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중등도~중증 건선에 8주마다 피하주사
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 주(Tremfya PFS Inj)
1. 성분 및 함량
Guselkumab 100mg/1ml/PFS

2. 효능·효과
(1) 판상건선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의 치료

interleukin (IL)-23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IL-17A, IL17F, IL-22의 혈청 수치를 감소시킨다.
전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과 케

(2) 손발바닥 농포증

모카인(chemokines)의 방출을 저해함으로써 염증반응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중증의

을 억제한다.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의 치료

4. 용법·용량
3. 약리기전

제 0주, 제 4주에 100mg, 이후 8주마다 100mg씩

Guselkumab은 human IgG1 monoclonal antibody로서,

피하투여

◇그림1. Histopathology of Psoriasis

출처=Crowley et al.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2019;33:1676-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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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은 반투명 입자를 함유할 수 있다. 투여 전에

빈도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10%)

호흡기 감염

흔하게(≥1%, ＜10%)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두통, 설사,
관절통, 주사 부위 홍반

흔하지 않게
(≥0.1%, ＜1%)

단순헤르페스 감염, 백선 감염,
위장관염, 호중구수 감소,
두드러기, 주사부위 통증
*성인 건선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육안으로 확인해 용액에 눈에 보이는 이물이 있거나,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투여 시
① 매 주사 시마다 주사 부위를 다르게 하고(예: 상
완, 허벅지, 복부), 멍들거나 붉거나 딱딱하거나 연약한
부위, 건선이 침범한 부위에는 주사하지 않는다.
② 사용하고 남은 액 및 주사기는 재사용하지 않고 폐

6. 복약상담 포인트

기한다.

(1) 이상반응 관련 주의사항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결핵을 포함한 모
든 병력에 대해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약은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에 손을 자주 씻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사람과의

참고문헌
1)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2) Lexicomp online (http://online.lexi.com)
3) 트렘피어 제품설명서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감염의 징후나 증상(예: 열,
오한, 심한 인후통)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알린다.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의사의 동의없이 백신
접종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생백신의 사용을 피해
야 한다.
•이 약 투여 후 중대한 과민반응이 보고됐으며 투여
하고 수일 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두드러기, 호흡
곤란, 얼굴/입/혀/목 부위 부종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한다.
(2)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직사광선을 피해 2~8℃에서 냉장보관하며, 냉동
보관하지 않는다.
•약을 흔들지 않도록 한다.
(3) 주사 방법 안내
•투여 전
① 주사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 주사침 뚜껑을 제거하
지 않은 채로 실온에 30분간 두었다가 사용한다.
② 이 약은 무색에서 약간 노란색을 띠는 투명한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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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복용 중단 후 3년간 피임헌혈 금지 ‘주의’
건선 치료제, 네오티가손 캡슐(Neotigason Cap)
1. 성분 및 함량
Acitretin 10mg/Cap

을 약 6~8주간 더 복용, 필요 시 1일 최대 75mg까지
복용 가능
(2) 소아
•체중에 따라 투여량을 결정하며 1일 약 0.5mg/kg
을 투여, 필요 시 제한된 기간 동안 1일 최대 1mg/
kg까지 고용량 투여가 가능하나, 1일 최대 35mg을
초과해서는 안 됨

2. 효능효과
여러 치료에 효과가 없는 중증의 각화질환: 국소 또는
전신화된 농포성 건선, 심상성 건선

3. 약리기전

5. 이상반응
기관계

이상반응

피부

입술건조, 인설, 탈모증, 조갑주위염,
중증 피부반응 등

눈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

위장관계

구순염, 구강건조, 구갈 등

근골격계

근육통, 골 통증, 과골증 등

(RXR)와 retinoic acid receptor (R AR)에 결합해 이들

중추신경계

두통, 시력장애 등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interleukin-6 (IL-6), migration

간 및 담도계

간 효소 증가, 간염 등

Acitretin은 retinoid 유도체로서, retinoid X receptor

inhibitory factor-related protein-8 (MRP-8), interferon-gamma의 발현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피부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분화를 조절
하며 항염증 작용을 한다.

6. 복약상담 포인트
(1) 최기형성 관련 금기사항
•이 약은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부, 임
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는 이 약을 복용해

4. 용법용량
식사 또는 우유와 함께 1일 1회 복용하는 것이 권장
된다. 아시트레틴의 흡수 및 대사율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용법·용량을 참고해 개인별로 조정돼
야 한다.

서는 안 된다. 가임기 여성은 복용 시작 4주 전, 복
용 중, 복용 중단 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피임을 실시해야 한다.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이 약을 복용 중인 환
자의 혈액이 수혈되지 않도록, 여성 및 남성 환자 모
두 이 약 복용 중 및 복용 중단 후 3년까지 헌혈을

(1) 성인
•초기용량: 1일 25~30mg을 약 2~4주간 복용
•유지용량: 초기 치료 결과에 근거해, 1일 25~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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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된다.
•알코올은 이 약이 체내에 남아있는 기간을 증가시
켜 기형 유발 기간이 3년보다 연장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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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뇨, 비만 또는 지질대사장애 환자는 주의해야

◇그림1. Retinoid제제의 작용기전

한다.

Retinoids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치료 초
기에 자주 혈당검사를 할 것이 권장된다.

Retinoid

Corneum

RXR

•시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운전 및 기계 조작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RAR

•피부가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햇빛 노출을
Peeling

Nucleus

Suprabasal

Transcription
factor

Epidermal
hyperplasia
EGF-R
Basal

Proliferation
signal
Basal lamina

Dermis

Cell division

피하고, 외출 시에는 긴 소매를 입거나 자외선 차단
제 등을 사용한다.

7. 보관방법
기밀용기, 습기를 피해 25℃ 이하 보관

참고문헌
1)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2) Lexicomp online (http://online.lexi.com)

출처=https://basicmedicalkey.com/dermatology

3) 네오티가손 제품설명서

이 약 복용 중 및 복용 중단 후 2개월까지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나 음식 섭취를 삼간다.
(2) 약물상호작용 관련 병용금기
•비타민A제제 또는 다른 레티노이드 제제와 병용 시
비타민A 과다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 병용 시 두개내압 상승
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간염 발병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하지 않는다.
(3) 이상반응 관련 주의사항
•드물지만 심각한 간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어두운 소변색, 비정상적
인 피로, 위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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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제제, 과량 사용 시 고칼슘혈증 유발
다이보넥스 연고(Daivonex Oint)
◇그림1. Vitamin D 의 대사와 건선에 대한 작용기전

1. 성분 및 함량
Calcipotriol 50mcg/g

2. 효능효과
경증~중등증 건선

3. 약리기전
Calcipotriol(calcipotriene)은 합성 vitamin D3 analog이다.
Vitamin D 수용체에 결합해 피부 각질형성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분화를 촉진해 건선 치료에 사용.

4. 용법용량

출처=https://www.intechopen.com/books/psoriasis/uvb-and-vitamin-d-in-psoriasis

(2) 이상반응 관련 주의사항

1일 1~2회(아침, 저녁) 환부에 얇게 펴 바른다. 외용으

•고칼슘혈증의 증상(권태감, 구토, 복통, 근력저하

로만 사용한다. 1주에 100g(1일 약 15g, 칼시포트리올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알린다.

로서 1일 약 750mcg)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는다. 칼시

•이 약은 환부와 주위의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

포트리올을 함유하는 다른 약과 병용 시에는 칼시포트

다. 자극감을 비롯해 피부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

리올의 1주 총 투여량이 5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알린다. 특히
피부가 접힌 부위에 사용 시에는 자극이 증가할 수

5. 이상반응
빈도
흔하게(≥1%, ＜10%)
흔하지 않게(≥0.1%, ＜1%)
드물게(≥0.01%, ＜0.1%)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상반응
건선의 악화, 피부염, 홍반, 박피,
피부자극, 가려움, 투여부위 통증 등
모낭염, 발진, 피부건조 등
고칼슘혈증, 고칼슘뇨, 과민증,
광과민증, 두드러기 등

•피부가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햇빛 노출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한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사용 전 의사와 상의한다.

7. 보관방법
6. 복약상담 포인트

기밀용기, 실온(1~25℃) 보관,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

(1) 적용 시 주의사항
•약이 얼굴, 눈 및 점막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하고, 사
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의사가 지시한 용량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자주 사용
하지 않는다. 지시없이 약을 바른 부위를 밀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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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당뇨

정리=윤중식 약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아이비웰니스 대표이사

Q. 여
 드름치료제(isotretinoin), 건선치료제(acitretin)→
복용 후 언제까지 피임&헌혈금지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복용중 비타민A 함유한 종합비타민제는
꼭 중단해야하나요?
1. isotretinoin, acitretin 각각 피임, 헌혈 금지기간이 다른가요?
각각 언제까지 피임, 헌혈 금지가 필요한가요?

Q. 건
 선치료로 사이폴-엔을 하루 3회 4년간 복용했
는데 안전성에 문제 없을까요?

2. 그
 리고 비타민A를 함유한 종합비타민제 같은 것들은 중단
해야하는지, 중단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중단하는 것이 좋은
지 궁금합니다.
3. 두 약 모두 금주가 꼭 필요한 약인가요?

답변1) 1. 제일 신경써야하는 것이 ‘악성종양’(특히 피부) 입니
다.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는 임파 종 또는 임파증
식성 질환 및 다른 악성 종양(특히 피부) 발달 위험성이 높고
악성 종양의 빈도는 면역억제요법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증가
합니다
2. 그 외 감염(바이러스성, 세균성, 진균성, 기생충성)의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3. 복용하는 중에 신장손상과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혈
압측정을 자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변1) ① 이소트레티노인: 환자에게 치료 개시 1개월 전부터,
치료 도중 또는 치료 종료 1개월 후까지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두가지 이상의 피임을 실시하도록 안내합니다. 헌혈도 중단 후
개월까지는 하면 안됩니다.
아시트레틴: 치료 전 4주간, 치료 도중 및 치료 종료 후 최소 3
년간 계속적으로 효과적인 피임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헌혈
도 중단 후 최소 3년간은 하면 안됩니다.
② 이소트레티노인, 아시트레틴 같은 레티노이드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비타민 A 함유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도록 환자
에게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비타민 A가 함유된 보충제를 섭취
할 경우 비타민 A 독성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기위해 비타민
A 하루 섭취 권장량 4000~5000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
니다. -렉시콤-

Q. 아
 르기닌과 자가면역질환

답변1) 면역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네요. 하지만 자가면
역질환에 대한 임상이나 면역에 대한 확증은 좀 더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네요.
There is some evidence suggesting that arginine
supplementation may boost the immune response elicited
by the pneumonia vaccine in older adults. More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se results.  -natural standard-

③ 이소트레티노인: 알콜(에탄올)은 이소트레티노인의 독성을
증가시킬수 있고, 특히 중성지방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관
찰이 필요합니다.
아시트레틴: 아시트레틴과 알콜의 동시 섭취는 이 약보다 현저
하게 긴 반감기를 갖는 에트레티네이트(아시트레틴의 전구체)
형성과 연과돼 있다는 것이 임상적 근거로 나타났습니다. 에트
레티네이트의 긴 반감기는 여성 환자에게 기형의 잠재적 기간
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 치료 동안 또는 치료 종료 후 2
개월 동안 에탄올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http://reticheck.com/bbs/content.php?co_id=c03

2021 봄호 83

학술특집Ⅲ

건선

Q. 건
 선 치료에도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
PTP로 된 면역억제제 병원에선 까지 않고 드렸는데요. 약국으
로 나오니 까달라는 분이 종종계세요. 습기 이유도 있고 저는
까지 않는게 맞다고 배워서 안까드렸는데요. 문전에서는 까줬
는데 여긴 안 된다고 화를내시네요.
약효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도 14일치면 짧은데 뭐가 문제냐
고 하시네요.
혹시 환자분께 설명을 어떻게 해야 이해해 주실까요?

답변1)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은 감염등을 항상 주의해야
하므로 원 상태 그대로 복용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합니
다. 또한 이 약은 발암물질이므로 취급자에게도 해가될수 있
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원캡슐 그대로 복용할수 있게 처방의와 용량을
상의하는 것입니다.3. 백반(색소 이상증)의 경우는 멜라닌 분비
세포의 색소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에 색이 나타나게 합니다.

Q. 손
 톱 습진에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약이나 건기식
이 있을까요?
손님이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손톱 위쪽 살에 주사하
던데 큰 효과가 없고 너무 아파서 계속 치료를 겁내하세요(매
달 6개월 정도 주사).

답변1) 손톱습진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스
테로이드 주사를 손톱 끝에 주입한다는 것으로 보아 손톱건선
(nail psoriasis)이 아닐까 합니다.
자가면역질환인 건선이 손톱에 생긴 것입니다. 건선환자의 약
50%, 건선 관절염 환자의 80%가 손톱 건선을 갖습니다.
치료는 건선처럼 쉽지 않습니다.
-항염작용의 생물학적 제제
-스테로이드를 손톱에 바르거나 주사
-항진균제(진균 감염시)
-자외선 치료(건선 치료 하듯이)
-문제의 손톱 제거
손톱관리
-손톱을 짧게 관리
-면장갑 사용(일할때 손톱 보호)
-고무장갑 사용(설거지 시)
-손톱 다듬지 않기
-손톱 보습

Q. 자
 외선조사법에서 psoralen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외선 조사로 건선이나 백반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글을 읽고
질문 드립니다.
자외선 조사로 기저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
는데 소라렌(psoralen)을 바르고 조사한다던데 혹시 이것의 의
미는 무엇일까요?

답변1) 1. Psoralen은 광감 작용을 하는 물질로 바른 피부에
자외선-A를 조사하면 자외선-A 광선이 Psoralen 분자 내에
흡광돼 Psoralen 분자 상태를 활성화 시킵니다.
활성화된 Psoralen은 피부 세포의 DNA 핵 중 피리미딘 분자
와 공유 결합을 해 피부 세포의 DNA 작용을 변화시킵니다.
2. 건선의 경우는 피부 세포의 과잉 증식을 억제해 건선을 치
료합니다.
3. 백반(색소 이상증)의 경우는 멜라닌 분비 세포의 색소 분비
를 증가시켜 피부에 색이 나타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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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
 토피에 소아용 에보프림을 바르라고 처방이 나왔
습니다. 복약지도, 용법 등의 정보 부탁드립니다.

답변1) 에보프림은 먹기도 하고, 허가된 용법은 아니지만 바르
기도 합니다. 회사 의견에 의하면, 에보프림을 피부에 바르시
는 것은 피부보습 효과적 측면에서 건선 및 태선화(피부가 딱
딱해지는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기름성분으로서 공기중
에 산폐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극감이 있을 경우 도포
후 1~2시간 후 씻어내는게 좋다고 하네요. 바르는 횟수는 병
원에서 특별히 얘기 안했으면 1일 1~2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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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
 역력증진성분의 기전적인 차이가 궁금합니다.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성분 예를 들어 비타민D 베타글루칸 아
연 프로폴리스등의 기전적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감염취약층에는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이고 세균감염에
는 어떤게 더 괜찮다라는 판단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여쭈게
됐습니다. 효과면에서도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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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아연은 정상적인 농도에서는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
다. 하지만 아연의 농도가 낮아지면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연의 농도가 다시 정상적으로 바뀌면
T세포, B세포, 호중구, NK세포 등이 활성화되면서 면역 기능도
정상화됩니다. 그러나 고농도의 아연을 섭취시는 면역에 오히
려 좋지 않습니다.

답변1) 비타민 D
비타민D는 면역 세포와 면역 인자를 모조리 지배해 면역 기능
을 총괄하는 자가 분비 호르몬(Autacrine Hormone) 입니다.
즉 자기 세포안에서 활성 인자를 생성 시키고 자기 세포의 기
능을 활성화하는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폴리스
-대식세포를 자극해서 살균력을 증대
-NK세포의 종약세포에 대한 용해력(lytic activity)을 증대
-항체 생성을 증대
※서로간 효과를 비교하는 데이타는 찾지 못했습니다.
(비타민 D는 모든 면역 기능을 지배)
·면역 세포 마크로파지―T-림프구에 명령을 내리는 면역 사
령관을 지배
·면역 세포 T-림프구―직접 제균 등을 지배
·면역 세포 B-림프구―항체 생산을 지배
·면역 세포 Dendrite 등을 지배
·면 역 세포가 생산하는 활성 인자(Cytokine)―TNF-α,
Interleukin 등을 지배
-비타민디인포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소장의 M-세포를 통해 체내로 이동하며 기다리
는 백혈구를 만나게 됩니다. 백혈구는 베타글루칸을 작게 소화
한 후 주변의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전달해 면역을 활성화 시킵
니다. 몇몇 백혈구들은 골수에까지 베타글루칸 조각을 전달해
골수에서 면역세포의 생산을 자극합니다.

Q. 멜
 라논(하이드로퀴논), 아다팔렌, 스티바에이(레
티놀제제), 수란트라(이버멕틴)→자외선차단 해야
하는지?
△하이드로퀴논 △아다팔렌 △트레티노인 △레티놀 △이버멕
틴 등 자외선차단 꼭 필요한 외용제들을 알려주세요!

답변1) 히드로퀴논: 햇빛이 히드로퀴논의 작용을 되돌려 다시
피부에 색소를 유발할 수 있기에 햇빛을 피해야 합니다.
레티놀: 아다팔렌, 이소트레티노인, 아시트레틴(건선), 트레티
노인 등 모든 레티놀 제제들은 광과민증을 유발하기에 햇빛을
피해 밤에 바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버멕틴: 햇빛에 대한 주의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https://www.health.harvard.edu/skin-and-hair/10-typesof-me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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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Q. 사
 이클로스포린과 스타틴 병용금기
사이클로스포린 드시는 분이 새 처방전을 들고 오셔서 읽히니
스타틴 병용 금기가 뜨네요.
처방전 보니 같이 안먹는다는 사유를 넣어서 의사가 처방전을
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7월에 병용금기가 개정됐네요. 그런
데 몇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하는지 뭐 그런거 전혀 없는데,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Q. 메
 토트렉세이트 복용환자가 독감백신 맞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 일하다 보니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되
는데요.
얼마전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께서 메토트렉세이
트를 복용 중인데, 독감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맞으면 약을 끊
고 맞아야할지, 아니면 약을 먹고 얼마나 있다가 백신을 맞아
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복약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1) 면역을 억제하는 메토트렉세이트는 허가사항에 보시면
답변1) 사이클로스포린과 아토르바스타틴칼슘같은 스타틴을
병용 시 근육병증과 횡문근융해증 등의 스타틴 독성(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입니다.

9) 이 약은 면역억제기능을 지니므로 백신의 면역학적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생백신과 병용투여하는 경우 심한 항원반응
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스타틴을 꼭 서야한다면 상호작용이 덜한 프라바스타틴나트륨
이나 플루바스타틴나트륨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스타틴이
아닌 다른 고지혈증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렉시콤프에서는
(사백신)
면역억제제는 백신(비활성화)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아토르바스타탄을 사이클로스포린과 병
용시 1일 10mg을 초과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관리법: 백신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면역억제제를 시작하기
최소 2주 전에 연령에 맞는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한다. 면역억
제제 치료 중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면역억제제 중단 후 최
소 3개월 후에 재접종한다.
(생백신)
Metotrexate는 백신(Live)의 부작용/독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메토트렉산염은 백신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Q. 로
 아큐탄과 네오티가손 복용 시 야간 시력 저하
이유는?

답변1) 이소트레티노인이 피지샘을 파괴해서 여드름을 치료하
듯이 눈에서는 마이봄샘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마이봄샘이 파괴되면서 안구 건조, 야간 시력저하, 결막염등의
안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 가이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백신은 고농도의
면역억제제 약물을 투여하고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하
지만 류마티스 환자들은 저함량 스테로이드와 메토트렉세이트
를 복용한다. 따라서 사백신은 국가 가이드라인대로 접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감은 사백신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로 백
신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저함럄 복용자(류마티스)는 독
감 접종을 하는게 맞습니다.
In general, live vaccines should be avoided among
patients receiving high doses of immunosuppressive drugs.
However, they may be given to patients receiving low
dose steroids and methotrexate. Non-live vaccines may
be administered as per the recommendations of national
guidelines

https://pubmed.ncbi.nlm.nih.gov/26154692/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484106

여드름에 이용하는 로아큐탄과 건선치료에 이용하는 네오티가
손은 둘 다 비타민 A 제제인데 왜 야간 시력 저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이들 성분이 비타민 A 대사체인 점 때문인지요? 그렇다면,
그 기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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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저용량 메토트렉산염(0.4mg/kg/kg 이하)은 백신 안전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면역억제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메토트렉산염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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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류
 마티스 관절염에서 메토트랙세이트랑 엽산병용

Q. 면역 증강제 ‘유로박솜’ 의 작용이 궁금합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 MTX 2,5mg 1주일에 한번, 엽산 1mg
하루 한번 처방이 나왔을 때 MTX 먹는날에는 엽산을 먹지 말
라고 복약지도 하나요? 같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우염이 자주 재발하는 환자가 유로박솜을 처방 받고 저에게
약의 용도나 복용기간 등을 물어 보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
쭤 봅니다.
유로박솜(standardized lyophilized mixed bacterial lysates
60mg)의 효능, 복용기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1) 항암치료가 아닌 류마티스 처방이라면 문제 없을 것 같
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가 엽산 대사를 길항해서 작용을 하는데 엽산
을 복용하면 메토트렉세이트의 작용에 반하는 작용이 아닌가
에 대한 염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에 의한 엽산 결핍 부작용을 엽산 보충이 줄여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엽산 보충은 메토트렉세이
트의 류마티스 치료 효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의 작용이 항암에서는 엽산 길항이지만 류마티
스, 건선같은 자가면역에서는 면역억제의 작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명의 건선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연구에서 메
트트렉세이트와 엽산을 함께 복용한 환자에서 건선치료 효과
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기는 해서 몇몇 전문가들은 메토트렉세
이트 복용 당일은 엽산을 피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흐름은 함께 복용 시 문제 없다는 쪽입니다.

답변1) 1. 유로박솜은 대장균의 몸체를 녹인 제제입니다.
장기간 매일 3개월 이상 공복 시 지속 복용하면 장벽을 자극해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이론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2. 대장균과 같은 음성균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다당
체(LPS=Lipo-Poly-Saccharide)는 인체 장벽 내 세포막에 존
재하는 TLR(Toll-like Receptor)이라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인
체 내 면역계를 자극시켜 감염증을 치료 및 방어해 줄 수가 있
습니다.
3 신우염이 만성인 경우는 대장균 변형균 등 내성 음성 간균이
재발하고 있으며 방광과 요도관 접합부가 비정상적인 경우 방
광 내 발병균이 쉽게 상향해 콩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므
로 균이 침입하는 즉시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저 용량의
항균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면역 증강 요법을 병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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