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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심부전 노인 환자에서 다약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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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 :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have polypharmacy to
control chronic heart failure and comorbidities. Polypharmacy may increase the use of inappropriate medications and the risk of adverse drug reactions (AD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ausality between polypharmacy and ADRs in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Methods : This study included chronic heart failure outpatients aged 65 and older who visited
our facility from January 1 to June 30, 2018. The total number of medications,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PIMs), and suspected ADRs were analyzed.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ich factors influenced the occurrence of suspected ADR.

Results : The mean age of the 286 patients with one or more comorbidities was 78.6 years (SD
7.2), and 64.3% were female. There were 76 patients in the group taking 1 – 4 medications, 152
in the group taking 5 – 9 medications, and 58 patients in the group taking 10 or more. There
were 149 patients in the group not taking PIM, 86 in the group taking one PIM, and 51 in the
group taking two or more. There were 129 suspected ADR cases. The number of medications
was the factor influencing suspected ADRs. The odds ratio of suspected ADRs was 3.87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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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medications group (95% CI: 1.79 – 8.38, p=0.0006) and 6.48 in the 10 or more group (95%
CI: 2.73 –15.41, p< 0.0001) compared to the 1 – 4 medications group.

Conclusion : In outpatients 65 years or older with chronic heart failure, polypharmacy increased the risk of suspected ADRs. Medication reconciliation by the pharmacist focused on
polypharmacy and PIM will reduce ADRs, and lead to safe and appropriate drug therapy.

[Key words] CHF (Chronic Heart Failure), Beers Criteria, Polypharmacy, ADR (Adverse Drug
Reaction)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적 또는 구조적 이상으로 심실

65세 이상 국내 심부전 환자의 PIM 사용현황에 관

의 혈액 충만이나 혈액 박출에 이상이 발생하여 울혈,

한 한 연구에서 PIM의 사용은 성별이나 의료기관 형

피로 등으로 발현하는 임상 증후군이다. 일정 기간 심

태, 보험급여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전의 증상과 징후를 보일 때 만성 심부전으로 구분

PIM과 다약제 사용, ADR 발생과의 연관성은 확인

한다. 만성 심부전의 주치료는 약물요법이며, 생존율

되지 않았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심부전 노인

개선을 위한 약물치료와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치료

환자에서 다약제와 PIM 사용에 있어 효과적인 약사

등 여러 약제를 동시에 투여한다.1) 국내 2018년 심

의 처방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약제와 PIM 사용

부전 환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환자가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ADR 의심 증상 발

7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2) 이를 고려할 때 만성 심

생 여부를 평가하였다.

부전 약물치료에서 노인 환자의 다약제 사용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방법

노인에서 다약제 사용은 약물상호작용이나 잠재적
으로 부적절한 약제(Potentially Inappropriate

1. 연구 대상

Medication, PIM) 사용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이
로 인한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톨

다약제는 통상

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심부전으로 진단받은 65

적으로 5개 이상의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의

세 이상의 순환기내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한다.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및 그에 따른 합병증

진단기준에 포함된 심부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므

7차 개정(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로, 다약제 사용을 약제 개수로만 정의하는 것은 환자

Diseases, KCD)에 따라 주상병 또는 부상병이

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나 약제 개수

I50.0, I50.1, I50.03, I50.04, I50.08, I50.9,

의 증가는 ADR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PIM은 노

I11.0, I13.0, I13.2인 경우로 하였으며, 이 중 1

인에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약제가 있

개 이상의 심부전 치료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

거나, 약제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하

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 별로 2018년 1월부터 6월

는 경우이다. PIM에 대한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의

중 처음 외래 진료일로부터 1년 간의 전자의무기록을

약품 적정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활용하였다. 순환기내과 외래 1회 방문 이후 진료가

DUR)의 노인주의 의약품이 있으나 중추신경계에 작

중단된 경우에는 추적 관찰이 불가하여 연구 대상에

용하는 약제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3)-5)

6)

보편적으로

서 제외하였다. PIM 적용 대상을 고려하여 완화 치

American Geriatrics Society의 Beers Crite-

료 및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ria 가 사용된다.

제외하였으며, 악성종양을 진단받아 치료 중인 경우

7)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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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석은 SAS 프로그램(version 9.4, SAS Insti-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행된

tute, Cary, NC)을 이용하였으며, P-value가

단일기관 후향적 관찰 연구로서, 본원의 institu-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

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을 받아 진행하

였다.

였다(과제번호: KC19RESI0522).

연구결과
2. 자료 수집
1. 대상 환자 특성
연구에 필요한 정보는 연구 대상자의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후향적으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

로 검토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성별,

울성모병원에서 심부전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의

동반 질환, 심부전 치료 약제를 조사하였으며, 다약

순환기내과 외래 환자는 358명이었으며, 이 중 연구

제 사용평가는 3개월간 20일 미만으로 사용한 약제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순환기내과 처음 방문 이후

과 외용제를 제외하고 성분을 기준으로 처방된 약제

추적 관찰이 불가한 경우 43명, 악성 종양이나 완화

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PIM은 2019년 개정된 Beers

치료 중인 경우 26명, 심부전 치료약제를 사용하지

criteria 를 기준으로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

않는 경우 3명이었다. 결과적으로 대상 환자는 총

부적절약제’와 ‘심부전에서 노인부적절약제’를 기준

28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8.6±7.2세였고, 연

으로 평가하였다. 이 중 프로톤펌프저해제는 장기간

령 범위는 66~96세이었고, 성별은 여자가 184명

®

사용 시 Clostridium difficile의 감염 위험과 골밀

으로 64.3%를 차지하였다. 심부전 이외의 1개의 동

도 감소로 인한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질환이 있는 환자는 86명이었으며, 동반질환은 모

8주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를 PIM으로 평가하였

두 고혈압, 심방세동, 협심증, 당뇨병을 포함한 심

다. 약물상호작용은 의약품 적정사용평가(DUR)의

혈관계 질환이었다. 2개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는 환

병용금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자는 200명이었으며, 이 때 동반질환 중 하나는 모

ADR 의심증상 발생여부는 전자의무기록으로 약

두 심혈관계 질환이었다. 만성심부전의 치료 약제 중

제 복용기간 중 검사 수치 변화를 확인하여 신장애,

이뇨제와 앤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베타차단제는

간장애, 고칼륨혈증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50% 이상의 환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Table 1).

외에 ADR 의심증상에 대한 환자의 증상 호소, 의료
진의 ADR 자발보고를 조사하였다. ADR 의심 증상

2. 다약제 및 PIM 사용, 약물상호작용 평가

의 중증도는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v5.0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11)

전체 복용약 개수는 동일 기간 처방 받은 타과 약제
를 포함하여 성분을 기준으로 처방 받은 전체 약제 개
수로 평가하였으며, 이 때 3개월 간 복용일수가 20일
이하인 약제와 외용제는 제외하였다. 전체 복용 약제

3. 통계 방법

는 평균 6.9±3.3개이며, 범위는 1~20개였다. 전
복용약 개수 및 PIM 개수에 따른 군 간의 범주형 특

체 복용약 개수에 따라 1~4개 복용군 76명, 5~9개

성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실시하되, 모수적

복용군 152명, 10개 이상 복용군 58명 이었으며, 각

검정에 필요한 가정을 만족하지 않을 시에는 Fish-

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75.8세, 79.2세, 80.7세로

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복용약 개수 및

전체 복용약 개수가 많은 군에서 환자의 평균 나이가

PIM 개수와 ADR 의심증상 발생 여부 간의 관련성

증가하였다(p<0.0001). PIM 복용 개수는 평균 0.7

확인을 위해 univariate and multivariate bi-

±1.0개이며, PIM을 복용하지 않는 군 149명, 1개

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통계분

복용군 86명, 2개 이상 복용군 51명이었으며, 각 군

- 32 -

구현준 : 만성 심부전 노인 환자에서 다약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 평가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N=286)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 of patients

65-69

32

11.2

70-74

58

20.3

75-79

70

24.5

80-84

65

22.7

85-89

39

13.6

≥90

22

7.7

Male

102

35.7

Female

184

64.3

1 diseases

86

30.1

2 diseases

173

60.5

≥3 diseases

27

9.4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CEI)

21

7.3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s (ARB)

181

63.3

β-blockers

162

56.6

Diuretics

183

64.0

Digoxin

41

14.3

Ivabradine

3

1.0

Sacubitril/valsartan

1

0.3

Age (years)

Sex

Comorbidity

Medications for chronic heart failure

의 평균 연령은 각각 77.4세, 79.5세, 80.6세였다

조디아제핀계 약물 순이었다. 프로톤펌프저해제는 8

(p=0.0045)(Table 2). 2개 이상의 PIM을 복용하

주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62명의 환자에서 사

는 환자 중 2개를 복용하는 경우는 33명이었으며, 3

용하였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30명의 환자에서

개 복용 12명, 4개 복용 5명, 5개 복용 1명이었다.

39건이 사용되었다(Table 3). ‘심부전에서 노인부

PIM의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노인부적절약

적절약제’의 경우, 박출률이 감소된 심부전환자에서

제’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약제는 digoxin이며, 심부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는 nondihydropyridine

전 또는 심방세동의 1차 치료약제로 사용하거나 1일

계 칼슘채널차단제인 diltiazem, verapamil을 사

0.125 mg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였다. 약물 계열

용한 경우가 9명이었으며, 심부전환자에서 수분저류

로 가장 많이 사용한 PIM은 프로톤펌프저해제와 벤

를 촉진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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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us of polypharmacy and PIM
Age

Patients
n (%)

Mean (SD)

1-4

76 (26.6)

75.8 (7.0)

5-9

152 (53.1)

79.2 (7.1)

≥10

58 (20.3)

80.7 (6.4)

0		

149 (52.1)

77.4 (7.5)

1		

86 (30.1)

79.5 (6.7)

≥2

51 (17.8)

80.6 (6.2)

P value

Number of medications
<.0001

Number of PIM
0.0045

Table 3 Number of patients use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Organ system

Therapeutic category

Drug (number of patients)

Anticholinergics

First-generation antihistamines

Cyproheptadine (2), Hydroxyzine (3)

Cardiovascular

Peripheral α-1 blockers for treatment of
hypertension

Doxazosin (1), Terazosin (1)

Amiodarone (11), Digoxin* (39)
Central nervous
system

Endocrine

Antidepressants

Amitriptyline (1), Paroxetine (3)

Benzodiazepines
(short or intermediate acting)

Alprazolam (14), Lorazepam (7),
Triazolam (6)

Benzodiazepines (long acting)

Clonazepam (7), Diazepam (5)

Nonbenzodiazepine, Benzodiazepine
receptor agonist hypnotics

Zolpidem (12)

Sulfonylurea, Long-duration

Glimepiride (12)

		

Megestrol (3)

Gastrointestinal

Dexlansoprazole (23),
Esomeprazole (12),
Ilaprazole (2), Lansoprazole (12),
Rabeprazole (13)

Proton-pump inhibitors

* Digoxin: Avoid as first-line therapy for atrial fibrillation, heart failure.
If used for atrial fibrillation or heart failure, avoid dosages >0.125 m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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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ber of patients used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in heart failure
Therapeutic category

Drug (number of patients)

Nondihydropyridine CCBs (calcium channel blokers)

Diltiazem (8), Verapamil (1)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COX (cyclooxygenase)-2 inhibitor

Aceclofenac (1), Meloxicam (1), Zaltoprofen (3)

Thiazolidinedione

Pioglitazone (3)

Antiplatelet agent

Cilostazol (6)

1
11

2
3
4

28

3
6

21

15

Fig. 1 Suspected ADR based on laboratory data

졸리딘디온계열 약물을 사용한 경우 8명, 심부전 환

립성 저혈압 발생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자에서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cilostazol을 사

그 외에 위장장애, 변비, 두통, 출혈이나 멍 발생 등

용한 경우 6명이었다(Table 4).

이 보고되었다. 의료진의 ADR 자발 보고로는 hy-

DUR 병용금기 기준에 해당하는 약제 사용은 모두
5건으로, potassium chloride와 spironolac-

drochlorothiazide로 인한 고요산혈증 발생 1건이
있었다.

tone 병용 2건, amiodarone과 hydroxyzine 병

단변량 분석에서 ADR 의심증상 발생과 환자의 나

용, amiodarone과 domperidone 병용, ras-

이, 성별, 심부전 치료 약물, PIM 종류는 연관성이

agiline과 tramadol 병용이 각각 1건이었다.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DR 의심증상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다약제 사용, PIM 사용 개수
가 있었다. 복용약 개수 1~4개 군을 기준으로 5~9

3. ADR 의심증상 발생 평가

개 군의 ADR 의심증상 발생에 대한 오즈비는
ADR 의심증상 중 검사 수치를 통해 확인된 경우는

3.87(p=0.0006, 95% CI 1.79-8.38)이었으며,

총 94건으로, 신장애, 간장애, 고칼륨혈증이 이었으

10개 이상 군의 오즈비는 6.48(p<0.0001, 95%

며, 대부분 1, 2등급에 해당하였다(Fig. 1). ADR

CI 2.73-15.41)로, 다약제 복용군에서 ADR 의

의심증상에 대한 환자의 증상 호소가 의무 기록에 기

심증상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

록된 경우는 총 34건이었으며, 이 중 어지러움 및 기

PIM을 복용하지 않는 군을 기준으로 PIM 1개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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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s of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medications and PIMs use
Univariate analysis

P-value

OR (95% CI)
Number of medications
1-4

1.0

5-9

3.87 (1.79 - 8.38)

0.0006

≥10

6.48 (2.73 - 15.41)

<0.0001

Number of PIMs
0

1.0

1

1.54 (0.86 - 2.75)

0.1455

≥2

2.30 (1.18 - 4.48)

0.0146

Abbreviat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군의 ADR 의심증상 발생에 대한 오즈비는 1.54(p

4개 이하의 약제를 사용하는 군과 비교하여 5개 이상

=0.1455, 95% CI 0.86-2.75)이며, PIM 2개 이

의 다약제 사용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약물

상 복용군의 오즈비는 2.30(p=0.0146, 95% CI

유해반응 의심증상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처방약

1.18-4.48)으로, 2개 이상 복용군에서 ADR 의

제 수를 감소시키는 것, 즉 환자의 상태변화로 인해

심증상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

더 이상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약제를 중단하도록 하

ble 5).

는 것, 효능 중복 약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약제 사
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부적절약제는 노인에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고찰 및 결론

있는 대체 약제가 있거나, 위험성과 비교하여 그 유익
본 연구에서 만성 심부전 노인 환자는 평균 6.9개의

성이 낮기 때문에 사용 필요성이 더욱 면밀히 검토되

다약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약제 사용은 약물유

어야 한다. Bae 등10)은 2009년 국내 노인 심부전 환

해반응으로 의심되는 증상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

자의 46.2%에서 노인부적절약제가 사용되고 있음을

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의 약력 검토 및 처방 중재

확인하였으며, 2019년 개정된 Beers criteria®를

활동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약제 사용 감소를 위

기준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47.9%로 유사한 비율의

해 중요한 약사의 역할이다.12) Park 등13)은 노인의

환자에서 노인부적절약제가 사용되고 있었다. 또, 본

료센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팀의 약물 조

연구에서 노인부적절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군과 비교

정을 통해 입원 전과 퇴원 시 1인당 평균 처방약제 수

하여 2개 이상 사용하는 군에서 약물유해반응 의심증

가 10.5종에서 6.5종으로 감소하고, 노인부적절약

상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

제 사용 환자 비율이 75.7%에서 38.0%로 감소하

다. 노인부적절약제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여, 이를 통한 약제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만

위해서는 약제 별로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마련하여

성 심부전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다약제 사용, 노인부

적용하는 것이 처방 검토 및 중재 활동에 도움이 될 것

적절약제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이에 대한 약물 조정

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프로톤펌프저해제의 사용

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성 심부전 외래 환

기간 확인, 벤조디아제핀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에서

자에서 약물유해반응 의심증상 발생에 대한 오즈비는

낙상 위험에 대한 복약지도 실시 확인, 심부전 환자에

- 36 -

구현준 : 만성 심부전 노인 환자에서 다약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 평가

서 증상에 따라 사용 금기인 약제 처방 확인 시 좌심

in

실 박출률, 기좌호흡 증상 확인과 같이 세부 점검사항

across Europe: a systematic literature

을 마련한다면 노인부적절약제의 처방 검토 사항이

review. Eur J Clin Pharmacol. 2015;71

누락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community-dwelling

older

people

(12):1415-27.

약물유해반응 의심 증상은 129건이었으며, 대부분

5) Nam YS, Han JS, Kim JY et al. Prescrip-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증의 증상이었다. 본 연구에

tion of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

서는 약물유해반응 의심 증상과 원인 약제와의 인과

cation in Korean Older Adults Based on

관계를 평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질환이나 다른 원

2012 Beers Criteria: A Cross- Sectional

인으로 인한 증상이 약물유해반응에 포함되었을 수

Population Based Study. BMC Geriatr.

있고, 약물유해반응의 원인 약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2016;16(1):118.

한계점이 있다. 또한, 만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 외래

6) Masnoon N, Shakib S, Kalisch-Ellett L

진료 방문 간격이 대부분 3개월 이상으로 길어 약물

et al. What is polypharmacy? A system-

유해반응이 적극적으로 보고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

atic review of definitions. BMC Geriatr.

료된다. 만성 심부전 노인 환자에서 약물유해반응을

2017;17(1):230.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사실 수치와

7) DUR성분고시.[Internet]: https://nedrug.

같은 실마리 정보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이는

mfds.go.kr/pbp/CCBAJ01. Accessed 1

약사의 약력 관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August 2019.

본 연구는 다약제 사용 가능성이 높은 만성 심부전

8) American Geriatrics Society Beers Crite-

노인 환자에서 효과적인 약사의 처방 중재 방안을 모

ria® Update Expert Panel. American

색하기 위해 약물유해반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Geriatrics Society 2019 Updated AGS

는 요인을 평가하였으며, 다약제 사용, 노인부적절약

Beers Criteria® for Potentially Inappro-

제 사용이 약물유해반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

priate Medication Use in Older Adults. J

인할 수 있었다. 만성 심부전 노인 환자의 약제 사용

Am Geriatr Soc. 2019;67(4):674-94.

에 있어 확인된 주된 위험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9) Storms H, Marquet K, Aertgeerts B et

사항 목록을 개발하여 약력 검토 및 처방 중재 활동에

al. Prevalence of Inappropriate Medi-

활용한다면 외래 진료 방문 주기가 긴 만성 심부전 노

cation Use in Residential Long-Term

인 환자에서 효과적으로 약물유해반응을 예방할 수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 Sys-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ematic Review. Eur J Gen Pract. 2017;
23(1):69-77.
10) Bae MK, Lee IH, Yoon JH.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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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Table 1 Drug therapy for chronic heart failure1)
Therapeutic category

Medications*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CEI)

Captopril, lisinopril, ramipril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s (ARB)

Candesartan , eprosartan , fimasartan, irbesartan,
olm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β-blockers

Bisoprolol, carvedilol, nebivolol

Mineralocorticoid Antagonists

Spironolactone

Diuretics
- Loop diuretics
- Thiazide diuretics
- Potassium sparing diuretics

Furosemide, torsemide
Chlorthalidone, hydrochlorothiazide,
Amiloride, Spironolactone

Others

Digoxin
Ivabradine
Sacubitril/valsartan

* Seoul St. Mary’s Hospital form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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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Version 5.011)
CTCAE Term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Creatinine
increased

>ULN - 1.5 x ULN

>1.5 - 3.0 x baseline; >3.0 x baseline;
>1.5 - 3.0 x ULN
>3.0 - 6.0 x ULN

>6.0 x ULN

Alanine
aminotransferase
increased

>ULN - 3.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1.5 - 3.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3.0 - 5.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3.0 - 5.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5.0 - 20.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5.0 - 20.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20.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20.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Aspartate
aminotransferase
increased

>ULN - 3.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1.5 - 3.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3.0 - 5.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3.0 - 5.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5.0 - 20.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5.0 - 20.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20.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20.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Blood
bilirubin
increased

>ULN - 1.5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 1.0 - 1.5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1.5 - 3.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1.5 - 3.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3.0 - 10.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3.0 - 10.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10.0 x ULN if
baseline was normal;
>10.0 x baseline if
baseline was
abnormal

>5.5 - 6.0 mmol/L;
intervention
initiated

>6.0 - 7.0 mmol/L;
hospitalization
indicated

>7.0 mmol/L;
life-threatening
consequences

Hyperkalemia >ULN - 5.5 mmol/L

Abbreviation: ULN (upper limit of the norm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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