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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Voriconazole is the first-line treatment for invasive fungal infections, and 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is recommended because of its non-linear pharmacokinetic
properties. Voriconazole was first approved for adults age 18 and older, which was subsequently approved for children with a maintenance dose of 7 mg/kg twice daily. However, dosing
which is approved by the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was changed in 2013
to 9 mg/kg loading dose and 8 mg/kg maintenance dose, and the TDM criteria has not been
validated for childre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recommended dose by the MFDS an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pediatric voriconazole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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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by analyzing dose adjustment through the TDM.

Methods :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TDM results of 32 children younger than age 18 who
received voriconazole for the treatment of invasive fungal infection at Severance Hospital October 2016-June 2019. The therapeutic range of voriconazole was set to 1-5.5 mg/L.

Results : A total of 32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nd 101 TDM samples were collected
(IV 52, PO 49). The mean of Ctrough was 2.43 ± 2.95 mg/L, of which 42.6% (43/101) reached the
therapeutic range. Among 35 cases of the first TDM, the proportion of which reached therapeutic range in the MFDS recommended dosing group was 50.0%, and in the MFDS non-compliant
group was 21.7% (p=0.130). Among 34 cases initially out of therapeutic range, the dose ad-

justed group was more effective reaching the therapeutic range than the dose non-adjustment
group (64.7% vs. 17.6%, p=0.005).

Conclusion : This study confirmed that when administrating voriconazole to pediatric patients, dose adjustment through the TDM is necessary because it significantly increases the
rate of Ctrough within the therapeutic range.

[Key words] Voriconazole, Pediatric, Dose adjustment, Serum concentration, Therapeutic
drug monitoring

침습성 진균 감염(invasive fungal infections,

적절한 유효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IFIs)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병하는 기회감

아시아인은 voriconazole 대사에 관여하는 CYP

염으로, 주요 위험군으로 골수이식(32%), 혈액종양

2C19의 poor metabolizer의 비율이 높아(아시아

(29%), 장기이식(9%), 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계 12-23%, 아프리카계 미국인 7%, 코카시아인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8%),

3-5%, 히스패닉 0.9%) voriconazole 의 투여 결

폐질환(9%) 등이 있다.

Voriconazole은 2세대

과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6) 따라서 vorico-

triazole계 항진균제로서, 이러한 아스페르길루스

nazole 투여 시 약물 혈중 농도 모니터링(thera-

2)

또는 칸디다균에 의한 IFIs의 1차 치료제이다.

peutic drug monitoring, TDM)을 통한 최저 혈

Voriconazole의 유효 혈중 농도 범위는 1.0-5.5

중 농도(Ctrough) 측정 및 그에 따른 용량 조절이 권장

mg/L으로 좁은 치료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최저혈

되고 있다.7) 이렇듯 voriconazole은 좁은 치료 영

중농도(Ctrough)가 1.0 mg/L 미만일 경우 치료 효과

역과 비선형적인 약동학적 특성으로 인해 TDM이 권

가 낮으며, 5.5 mg/L를 초과할 경우에는 약물로 인

고되는 약물이며 해당 연구기관에서도 voricona-

한 독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zole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염내과에 협진 의뢰 후

있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 1회 TDM을 시행하여야 하는

1)

3)

그러나 voriconazole의 혈중 농도는 나이, 음식,

등, 제한 항생제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병용 약물, CYP2C19 polymorphism, 간질환 등

초기 voriconazole의 약동학과 약력학에 대한 연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개인 간 뿐 아니라 개

구는 성인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이후

인 내에서도 혈중 농도 양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여러 연구에서 소아와 성인과의 차이점이 부각되었

반감기도 용량 의존적이다.4),5) 이러한 비선형적인 약

다. 소아의 clearance는 성인보다 3배 높고 vori-

동학적 특성 때문에 약동학 모델을 만들기가 힘들어

conazole을 경구로 투여하였을 때의 생체이용률은

- 486 -

신다은, 안진서 : 소아환자의 약물혈중농도 모니터링을 통한 Voriconazole 용량 조절 분석

Table 1 MFDS Recommendation of voriconazole dosing in pediatric patients
<2 year

2-<12 year

12-<15 year
<50 kg

15-<18 year
>50 kg

Loading dose (mg/kg)
Intravenous

-

9 mg/kg every 12 hour

6 mg/kg every 12 hour

Intravenous

-

8 mg/kg twice a day

4 mg/kg twice a day

Oral

-

-

200 mg every 12 hour

Maintenance dose (mg/kg)

66%로 성인 96%에 비해 30% 가량 낮으며,8) 정맥

1. 연구 기간 및 연구 대상

으로 투여하였을 경우 곡선 하 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이 성인 대비 3배 가량 더 낮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9)

1) 선정기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IDSA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등 해외 가이드라인에 이전 version에는 없었
던 소아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성인에 비해 높은 용량인 9
mg/kg의 부하 용량과 8 mg/kg의 유지 용량을 사
용하도록 2013년 1월에 허가사항이 변경되었다
(Table 1).
그러나 국내 허가사항 변경의 근거가 된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에 국내 소아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에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0)

또한 그 이후 연구에서 소아의 연령대에 따라 유효 혈
중 농도 달성에 필요한 용량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소아에서 voriconazole을 적정 용량으

본 연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
일까지 33개월 동안 한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침
습성 진균에 감염된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중
voriconazole을 투여 받고 TDM을 1회 이상 실행
한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단, 동일 환자에게
독립된 두 기간에 voriconazole을 투여한 경우 각
각을 개별 환자 사례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한 상
급종합병원에서 수행된 단일 기관 연구로 후향적으
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한 상급종합병원 기관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받아 절차대로 진행하였다(IRB
4-2019-0955).

로 사용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11)

2) 제외기준

따라서 본 연구는 2013년에 변경된 한국 식품의약
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약처)의 Vfend®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단일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voriconazole TDM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권장 용량의 유효
성을 확인하고, TDM을 통한 용량 조절 시 유효 혈중
농도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voriconazole 용량 조
절 가이드라인 정립에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형성
에 기여하고자 한다.

Voriconazole 투여 기간에 식약처에서 고시한 병
용 금기 약물(anhydrous caffeine/ergotamine,
avanafil, carbamazepine, dihydroergotamine, efavirenz, ergotamine, pimozide,
quinidine, rifampicin (rifampin), rivaroxaban, domperidone, trastuzumab emtansine, asunaprevir, palbociclib)을 병용한 환
자, 간경화를 진단받은 환자, 항정상태(voriconazole 투여 후 3-7일)12) 도달 이전에 시행한 TDM

연구방법

건수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간경화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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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voriconazole 투여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는 보

2) 식약처 권장 용량의 유효성 분석

고가 있어 용량에 따른 혈중 농도 분석이 어렵고,
식약처의 권장 용량에 따른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

voriconazole에 의한 간독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
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해서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용량을 준수한 군(이하 준

13)

수군)과 준수하지 않은 군(이하 비준수군)으로 나누
어 각각의 유효 혈중 농도 도달률을 비교하였다. 첫

2. 자료 수집 항목

번째 TDM 이후로는 혈중 농도 결과에 따라 용량 조
대상환자의 기본 특성 항목으로 voriconazole 투

절 여부를 결정하여 권장 용량이 의미가 없으므로 각

여 당시의 연령, 성별, 키, 체중 등의 인구학적 정보

환자의 첫 번째 TDM의 Ctrough만을 연구 대상으로

와, 기저 질환[leukemia, lymphoma, aplastic

선정하였다. 권장 용량 준수의 판단 기준은 권고하는

anemia, solid tumor, 기타(charge syndrome,

용량의 ±10% 오차범위 이내로 투여하였을 때로 설

dilated cardiomyopathy, mitochondrial cy-

정하였으며, 식약처에서는 초기 투여 시 정맥 투여를

topathy, encephalitis),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

권고하고 있으므로 초기 경구 투여는 권장 용량 비준

세포이식 시행 여부와 종류], IFIs 진단 분류 등의 임

수로 판단하였다. 체중이 50 kg을 초과하는 12세

상정보를 EMR을 통해 수집하였다. IFIs 진단은

이상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Research

소아와 마찬가지로 성인 용량이 권고되나 50 kg을

and Treatment of Cancer/Mycoses Study

초과하는 소아가 없었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구분은

Group (EORTC/MSG) 기준에 따라 proven,

0-<2세, 2-<15세, 15-<18세로 세 군으로 분류

probable, possible로 분류하였다.14) 또한, vori-

하여 Ctrough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conazole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병용 약물로
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3) 용량 조절의 유효성 분석

PPI), cimetidine, ranitidine, famotidine,
스테로이드를 조사하였다.15) Voriconazole의 TDM

TDM 결과 Ctrough가 유효 혈중 농도 범위에 포함되

과 관련된 자료로 투여 용량(mg/kg), 투여 일시, 투

지 않은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용량

여 기간, TDM 시행일, Ctrough (mg/L), 용법 용량

조절이 시행된 군(이하 조절군)과 용량 조절이 시행되

변경일, 투여 경로(정맥 및 경구 투여)를 조사하였

지 않은 군(이하 비조절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효

다. 본 연구는 Ctrough가 유효 혈중 농도 범위 내에 도

혈중 농도 도달률을 비교하였다.

달하면 약효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약
물의 혈중 농도에 따른 효과나 독성 여부는 분석하지

4) 통계 분석 방법

않았다.
두 군 비교 시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나누어
통계 분석을 하였다. 범주형 변수 중 기대빈도가 5보

3. 자료 분석 방법

다 작은 셀이 20% 미만인 경우 chi-square로 분석
하였고, 20% 이상인 경우는 fisher’s exact test

1) TDM 설정 기준 및 유효성 판단 기준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연속형 변수
유효 혈중 농도 범위는 1-5.5 mg/L로 설정하였

는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었으므로 Student t-test

다. 검출 한계 미만(<0.43 mg/L)과 검출 한계 초

로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Microsoft

과(>10.0 mg/L)인 샘플의 농도는 각각 0, 12.5

office Excel 2016과 IBM SPSS statistics

mg/L로 설정하였다.18) 각 TDM 시행 건의 독립성

ver. 25.0 (IBM Co., Armonk, NY, USA)을

을 가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고 유의 수준은 p<0.05
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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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atients (N=34)
Total TDM samples (N=108)
Exclusion
-Patients whose TDM before steady state (N=2)
-TDM samples before steady state (N=7)
Final patients (N=32)
Final TDM samples (N=101)

Fig. 1 Flowchart of pati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study
중 농도 범위 내에 포함된 건수는 각각 35건 중 11

연구결과

건(31.4%), 22건 중 12건(54.5%), 14건 중 5건
(35.7%)이었다(Table 3).

1. 연구 대상 환자의 특성

용량 조절 건수는 총 20건이었고 유효 혈중 농도 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침습성 진균 감염 치료 목적
으로 voriconazole을 투여받고 1회 이상 TDM을
시행한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총 34명이었으며
이들 환자에게 시행한 TDM은 총 108건이었다. 이
중 항정상태 도달 이전에 TDM을 시행한 환자 2명과
이에 해당하는 TDM 7건이 제외되어 전체 대상 환자
수는 총 32명, TDM 시행 건수는 101건이었다
(Fig. 1).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11.20±4.61세였으며 남
아가 17명(53.1%)으로 여아보다 더 많았으며 기저
질환으로는 leukemia가 2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lymphoma (5명, 15.6%), aplastic anemia (2명, 6.3%), solid tumor (1명,

위인 1-5.5 mg/L를 기준으로 세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Ctrough가 1 mg/L 미만이 10건(50%)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5 mg/L 초과(7건,
35%), 1-5.5 mg/L(3건 15%) 순이었다(Table
4). 용량 변화와 혈중 농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Ctrough가 1 mg/L 미만인 군은 용량을 평균
3.14 mg/kg/12h 증량하였으며 그에 따라 Ctrough
는 평균 1.13 mg/L 증가하였다. Ctrough가 1-5 mg
/L인 군은 용량을 평균 2.51 mg/kg/12h 증량하였
으며 그에 따라 Ctrough는 평균 2.98 mg/L 증가하였
다. 마지막으로 Ctrough가 5.5 mg/L 초과인 군은 용
량을 평균 3.50 mg/kg/12h 감량하였으며 그에 따
라 Ctrough는 평균 6.35 mg/L 감소하였다(Table
4).

3.1%) 순이었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는 22명
(68.8%)이었으며 모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

3. 식약처 권장 용량의 유효성 분석

행 받았다. TDM 101건에 대하여 정맥 투여 건수가
52건(51.5%)으로 경구 투여보다 더 많았다(Table

첫 번째 TDM 시 투여한 voriconazole 용량과 초

2).

기 Ctrough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Ctrough가 다

2. TDM 현황

35건 중 12건(34.3%)이 식약처 voriconazole 권

양하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Fig. 2). 첫 번째 TDM
장 용량 준수군에 해당되었으며, 경구 투여 비율이 준

전체 TDM 101건의 Ctrough 평균은 2.43±2.95
mg/L였으며 이 중 43건(42.6%)이 유효 혈중 농도
범위에 포함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TDM
의 Ctrough 평균은 각각 3.41±3.52 mg/L, 2.27
±2.96 mg/L, 1.17±1.10 mg/L였으며 유효 혈

수군(0건, 0%)과 비준수군(14건, 60.9%)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그 이외에는 권장
용량 준수군과 비준수군의 특성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5). 첫 번째 TDM 결과 권장 용량 준
수군의 유효 혈중 농도 도달률은 50.0%(6/12)로,

- 489 -

JKSHP, VOL.37, NO.4 (2020)

Table 2 Patients baseline characteristics
Age
Parameter

Total, n

0-<2yr

2-<15yr

15-<18yr

No. of TDM sampling, n (%)

101

4 (4.0)

66 (65.3)

31 (30.7)

No. of patients, n (%)

32

2 (6.3)

18 (56.2)

12 (37.5)

Sex, n (% male)

17 (53.1)

2 (100.0)

9 (50.0)

6 (50.0)

Age, mean±SD*

11.20±4.61

0.75±0.50

9.62±3.53

15.94±0.81

Body weight (kg), mean±SD

34.46±15.15

7.90±2.24

29.43±10.68

48.61±12.70

Leukemia

20 (62.5)

0 (0.0)

12 (60.0)

8 (40.0)

Lymphoma

5 (15.6)

0 (0.0)

3 (60.0)

2 (40.0)

Aplastic anemia

2 (6.3)

0 (0.0)

1 (50.0)

1 (50.0)

Solid tumor

1 (3.1)

0 (0.0)

1 (100.0)

0 (0.0)

Others

4 (12.5)

2 (50.0)

1 (25.0)

1 (25.0)

0 (0.0)

0 (0.0)

0 (0.0)

0 (0.0)

22 (68.8)

0 (0.0)

12 (54.5)

10 (45.5)

Underlying condition, n (%)

Type of HSCT†, n (%)
Autologous
Allogenic
		

Peripheral blood

16 (50.0)

0 (0.0)

9 (56.3)

7 (43.8)

		

Bone marrow

8 (25.0)

0 (0.0)

5 (62.5)

3 (37.5)

		

Both

2 (6.3)

0 (0.0)

2 (100.0)

0 (0.0)

3 (9.4)

1 (33.3)

0 (0.0)

2 (66.7)

Proven

19 (59.4)

2 (10.5)

10 (52.6)

7 (36.8)

Probable

11 (34.4)

0 (0.0)

7 (63.6)

4 (36.3)

Possible

2 (10.9)

0 (0.0)

1 (50.0)

1 (50.0)

Solid organ transplantation, n (%)
IFI diagnosis, n (%)
‡

Maintenance dose (mg/kg/12h), mean±SD
Intravenous

52 (51.5)

9.04±0.18

7.15±2.83

6.00±2.64

Oral

49 (48.5)

9.00±0.54

5.83±3.02

4.96±1.72

Steroids

49 (48.5)

3 (6.1)

28 (57.1)

18 (36.7)

PPIs§

36 (35.6)

1 (2.8)

18 (50.0)

17 (47.2)

Cimetidine

17 (16.8)

0 (0.0)

15 (88.2)

2 (11.8)

Concomitant medications, n (%)

*SD: standard deviation; †HS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FI: invasive fungal infection; §PPIs: proton-pump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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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number of TDM sampling within therapeutic range and Ctrough
Order of TDM

Total

1st

2nd

3rd

≥4th

No. of pts (%)

43/101 (42.6)

11/35 (31.4)

12/22 (54.5)

5/14 (35.7)

15/30 (50.0)

2.43±2.95

3.41±3.52

2.27±2.96

1.17±1.10

1.99±2.53

Ctrough (mg/L), mean±SD*
Ctrough (mg/L), median [range]

1.35 [0–12.50] 2.44 [0–12.50] 1.41 [0–12.50] 0.76 [0–3.70]

1.12 [0–12.5]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Aspect of Ctrough of TDM sampling according to dose adjustment
Ctrough before
dose adjustment

N

< 1 mg/L

ΔDose (mg/kg/12h)

ΔCtrough (mg/L)

Mean±SD*

Min

Max

Mean±SD

Min

Max

10

3.14±1.65

0.69

5.71

1.13±1.33

-0.27

3.92

1~5.5 mg/L

3

2.51±1.77

0.47

3.67

2.98±2.74

-0.08

5.20

>5.5 mg/L

7

-3.50±1.84

-4.84

0.46

-6.35±3.13

-12.50

-3.51

*SD: standard deviation

비준수군의 유효 혈중 농도 도달률 21.7%(5/23) 보
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3, p=0.130).

의 유효 혈중 농도 범위 도달률은 50.0%로 비준수군
21.7%에 비해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p=0.130).

유효 혈중 농도 범위에 도달하지 못하여 TDM을 통한
용량 조절을 하였을 경우, 용량 조절군의 유효 혈중
농도 범위 도달률은 64.7%였으며 비조절군 17.6%

4. 용량 조절의 유효성 분석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TDM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TDM 결과 Ctrough가 유효 혈중 농도 범위(1–5.5
mg/L)에 포함되지 않은 건은 총 34건이었다. 이 중

있었다(p=0.005).

Bartelink 등이 소아 혈액 종양 환자 61명을 대상

용량 조절군과 용량 비조절군은 각각 17건이었으며

으로 총 380건의 TDM을 분석한 결과, 투여 경로에

두 군의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관계없이 권장 용량으로 투여하였을 때 Ctrough의

6). 용량 조절군의 유효 혈중 농도 도달률은 64.7

34%가 유효 혈중 농도 범위 내에 포함되었고 TDM

%(11/17)로, 비조절군의 유효 혈중 농도 도달률

을 기반으로 한 용량 조절 후 Ctrough의 80%가 유효 혈

17.6%(3/17)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Fig. 4, p=0.005).

중 농도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p=0.034).11) 이를 통
해 두 연구 모두 TDM을 기반으로 한 용량 조절의 중

요성을 유의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Bartelink 등은
적절한 Ctrough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평균 voricona-

고찰

zole 용량을 나이 구간 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본 연구는 1개 상급 종합병원의 voriconazole 소

0~2세에서 31.5 mg/kg, 2-12세에서 15.5 mg/

아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2013년 1월에 변경된 식

kg, 12세 초과에서 11.9 mg/kg가 투여된 것으로

약처 소아 권장 용량의 유효성과 용량 조절을 분석하

보고하여(p=0.035), 나이가 적을수록 체중 당 높은

였다. 본 연구 결과 첫 번째 TDM 시 식약처 권장 용

용량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현

량을 준수한 비율은 34.3%였으며, 권장 용량 준수군

재 식약처 권장 용량 준수여부에 따른 TDM 결과를

- 491 -

JKSHP, VOL.37, NO.4 (2020)

(Fig. 2A) Intravenous

(Fig. 2B) Oral

Fig. 2 Distribution of initial voriconazole trough concentration at weight-based doses (Fig.
2A) Intravenous; diamond, <2yrs; squares, 2 to <15yrs; triangles, 15 to <18yrs (Fig. 2B) Oral;
diamond, <2yrs; squares, 2 to <15yrs; triangles, 15 to <18yrs

살펴보면, voriconazole 첫 번째 TDM 시 권장 용

보다 더 많은 용량을 투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량 준수군의 Ctrough 평균은 3.90±2.60 mg/L로 비

다. 권장 용량 준수군과 비준수군의 유효 혈중 농도

준수군 3.16±3.95 mg/L 보다 높았으며, 이는 투

도달률은 각각 50.0%, 27.1%로 통계적으로 유의

여한 평균 용량이 준수군에서 7.22±1.94 mg/

한 차이는 없었으나 권장 용량 준수군에서 약 두 배 이

kg/12h로써 비준수군 5.20±1.94 mg/kg/12h

상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p=0.130). 따라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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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roup comparison of dosing of TDM sampling
Compliant group
(n=12)

Non-compliant group
(n=23)

P-value

9.33±5.9

11.9±4.5

0.166∥

0~<15yr, n

9

14

15~<18yr, n

3

9

Height (cm), mean±SD

132.7±39.1

144±27.5

0.104∥

Body weight (kg), mean±SD

31.9±19.0

37.9±16.8

0.346∥

9 (75.0)

12 (52.2)

0.282¶

Age, mean±SD*

Sex, n (% male)

Underlying condition, n (%)			

0.300¶

Leukemia

10(83.3)

12 (52.2)

Lymphoma

0(0)

5 (21.7)

Aplastic anemia

0(0)

2 (8.7)

Solid tumor

0(0)

1 (4.3)

Others

2 (16.7)

3 (13.0)

HSCT , n (%)

8 (66.7)

16 (69.6)

1.000¶

Solid organ transplantation, n (%)

2(16.7)

2(8.7)

0.594¶

0(0)

14(60.9)

0.001¶

†

Oral administrations, n (%)

IFI‡ diagnosis, n (%)			

1.000¶

Proven

8 (66.7)

14 (60.9)

Probable

3 (25.0)

7 (30.4)

Possible

1(8.3)

2 (8.7)

Steroids

7 (58.3)

12 (52.2)

0.728**

PPIs§

6 (50.0)

5 (21.7)

0.130¶

0 (0)

5 (21.7)

0.141¶

Concomitant medications, n (%)

Cimetidine

*SD: standard deviation; †HS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FI: invasive fungal infection; §PPIs: protonpump
inhibitors; ∥Student t-test;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년부터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voriconazole 주사제

TDM 후 용량 조절 여부에 따른 본 연구 결과를 자

유지 용량이 7 mg/kg에서 8 mg/kg으로 증량된 것

세히 살펴보면, 용량 조절군의 Ctrough 평균은 1.76

을 고려하였을 때(적용 조건: 2세부터 12세 미만 소

±1.27 mg/L로 용량 비조절군 1.18±2.02 mg/L

아, 50 kg 미만의 12세부터 15세 미만 소아), 현재

보다 높았으며, 이는 투여한 평균 용량이 용량 조절군

권고하는 증량된 용량으로 투여할 경우 유효 혈중 농

에서 7.01±3.52 mg/kg/12h로 용량 비조절군

도 범위에 포함될 경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6.34±3.13 mg/kg/12h 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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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t group
(n=12)

Non-compliant
group (n=23)

Fig. 3 Group comparison of dosing within therapeutic range

할 수 있다. 용량 조절군과 비조절군의 유효 혈중 농

meprazole 및 prednisolone, ranitidine 및

도 도달률은 각각 64.7%, 17.6%로 용량 조절군의

dexamethasone이 voriconazole과 병용 투여

유효 혈중 농도 도달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되었다. 먼저 사례 1에서 사용한 cimetidine의 식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5). 따라서 이 결과

약처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voriconazole의 Cmax

를 바탕으로 유효 혈중 농도 범위 도달을 위해서는

와 AUCt를 각각 18%, 23%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

TDM을 통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되어 해당 사례의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PPI와

용량 변화량과 혈중 농도 변화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ranitidine 또한 voriconazole의 혈중 농도를 증

위해 TDM을 통해 용량을 조절한 20건을 분석하였

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19) 사례 2, 3에서는 다른

다. 이 중에는 Ctrough가 5.5 mg/L를 초과하였음에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도 용량을 증량한 경우가 1건 포함되었고, Ctrough가

voriconazole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유효 혈중 농도 범위 내에 들었음에도 용량 조절을 한

보고되었으므로19) 해당 2, 3사례의 경우 스테로이드

경우가 3건 포함되었다. 이는 치료 효과가 없어 용량

에 의해 Ctrough가 감소하였을 수 있으나, PPI와 ra-

을 증량하였거나 독성을 우려하여 용량을 감량하였을

nitidine과도 병용한 사례이므로 병용 약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효 혈중 농도 범위 내에 들지 않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았으나 용량을 조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식약처 권장 용량을 준수한 비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을 하거나 이후의

율이 34.3%로 낮았던 이유는 Table 1에서 제시한

TDM의 결과에 따라 추후 용량 조절을 시행할 예정

바와 같이 연령, 체중에 따른 권장 용량이 복잡하여

등의 사유로 설명될 수 있다. 용량을 증량하였으나

오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 첫 투여 시 복용 편의

오히려 다음 TDM 시 Ctrough가 감소한 경우도 3건

등의 이유로 부하 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구제를

있었는데, 용량과 혈중 농도 관계의 경향성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가 14건(40%)으로 많은 점 등의 사유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위 3건의 사례에서 사용한

로 사료된다.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voriconazole

병용 약물을 살펴본 결과, 각각 cimetidine, eso-

첫 투여 시 주사제가 권고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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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roup comparison of dose adjustment of TDM sampling
Adjustment group
(n=17)

Non-adjustment group
(n=17)

P-value

11.2±4.7

12.9±4.8

0.319∥

0~<15yr, n

11

8

15~<18yr, n

6

9

Height (cm), mean±SD

140.1±26.0

148.2±29.5

0.405∥

Body weight (kg), mean±SD

31.4±12.3

38.9±17.7

0.163∥

5 (29.4)

5 (29.4)

1.000**

Age, mean±SD*

Sex, n (% male)

Underlying condition, n (%)			

0.681¶

Leukemia

11 (64.7)

7 (41.2)

Lymphoma

2 (11.8)

2 (11.8)

Aplastic anemia

2 (11.8)

4 (23.5)

Solid tumor

1 (5.9)

3 (17.6)

Others

1 (5.9)

1 (5.9)

HSCT†, n (%)

11 (64.7)

11 (64.7)

1.000**

Solid organ transplantation, n (%)

3 (17.6)

3 (17.6)

1.000¶

Oral administrations, n (%)

7 (41.2)

11 (64.7)

0.169**

IFI diagnosis, n (%)			
‡

1.000¶

Proven

13 (76.5)

12 (70.6)

Probable

3 (17.6)

3 (17.6)

Possible

1 (5.9)

2 (11.8)

Steroids

10 (58.8)

7 (41.2)

0.303**

PPIs§

5 (29.4)

9 (52.9)

0.163**

Cimetidine

4 (23.5)

2 (11.8)

0.656¶

Concomitant medications, n (%)

*SD: standard deviation; †HS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FI: invasive fungal infection; §PPIs: protonpump
inhibitors; ∥Student t-test;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비준수군에 포함되었

해 용량 변화 범위를 세분화하여 혈중 농도 변화를 분

고, 위와 같은 이유로 첫 투여 시 경구제를 사용하는

석하고자 하였으나 건수가 적어 세분화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많아 권장 용량 비준수군에서 경구 투여 비율

한계점도 있다. 또한 권장 용량 비준수군에서는 경구

이 높았다.

투여 비율이 높아 bias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왜냐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며 이로 인해 연구대상 환

하면 voriconazole은 소아에서 생체 이용률이 낮으

자수가 적고 두 군간의 건수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

며 경구 투여 시 200 mg 고정 용량을 투여하도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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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group
(n=17)

Non-adjustment
group (n=17)

Fig. 4 Group comparison of dose adjustment within therapeutic range

고되는데, 이는 체중 당 용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체중

본 연구는 voriconazole TDM 현황을 살펴보고

에 따라 주사제에 비해 적은 용량이 될 수 있기 때문

식약처 권장 용량의 유효성과, TDM에 따른 용량 조

이다. 따라서 경구제를 투여할 경우 면밀한 모니터링

절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이 필요하며 현재 권고하는 용량보다 더 높은 용량이

voriconazole 첫 투여 시 권장 용량 준수군이 비준

요구될 수도 있다.

수군보다 유효 혈중 농도 도달률이 2배 이상 높은 경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모든
TDM 시점마다의 lab 수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
고, 안전성 평가에 사용한 신기능, 간기능 수치의 증
가 혹은 감소가 voriconazole로 인한 것인지, 환자
의 질병 악화에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향이 있었고(50.0% vs. 21.7%, p=0.130), 용

량 조절군이 용량 비조절군보다 유효 혈중 농도 도달
률이 유의하게 높았다(64.7% vs. 17.6%, p=

0.005). 본 연구는 단일 기관 후향적 연구로서, 추
후 이를 보완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CYP 2C19 유전자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 Ctrough가 유효 혈중 농도에 도달할 경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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