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지(2021), 제 38 권 제 2 호
J. Kor. Soc. Health-syst. Pharm., Vol. 38, No. 2, 195 ~ 205 (2021)
https://doi.org/10.32429/jkshp.2021.38.2.004

Original Article

비만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후 체중 적용 기준에 따른
Tacrolimus 초기 농도 비교
이수진†, 배진아, 권지은, 이연지, 윤정이, 강진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Comparison of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Tacrolimus
according to Weight Application Criteria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Obese Patients
Soo Jin Lee†, Jina Bae, Ji Eun Kwon, Yeon Ji Lee, Jeong Yi Yoon and Jin Suk Kang

Department of Pharmacy, Seoul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06591,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 Tacrolimus is an immunosuppressive agent and is largely used to prevent graftversus-host disease in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atients. Tacrolimus requires
therapeutic drug monitoring because of its narrow therapeutic range. The number of cases
where the dose of tacrolimus was reduced in obese patients because the blood concentration was
higher than the initial effective therapeutic range (10–15 ng/mL)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ssess the adequacy of early tacrolimus dosages and establish more suitable
weight-based dosing strategies for obese patients.

Methods : This was a retrospective study, conducted on patients 20 years of age or older who
received tacrolimus from the day before transplantation from January 2019 to June 2020 in
Seoul St. Mary’s Hospital. The blood concentration of tacrolimus in the actual body weight
(ABW) group was obtained from the actual blood collection, from which patient-specific pharmacokinetic parameters were obtained. The expected blood concentration of tacrolimus in the

투고일자 2021.3.29; 심사완료일자 2021.4.15; 게재확정일자 2021.4.23
†교신저자 이수진 Tel:02-2258-2545 E-mail:21800968@cmcnu.or.kr

- 195 -

JKSHP, VOL.38, NO.2 (2021)

ideal body weight (IBW) group was then calculated.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tacrolimus
dosage, the average blood concentration and the number of patients within the effective therapeutic range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risk of developing side effects and the reduction
in therapeutic effects, the number of patients above and below the effective therapeutic range
and their average tacrolimus level were compared based on ABW and IBW, respectively.

Results : The average blood concentration of 74 patients was 18±5.7 ng/mL in the ABW group
and 14±4.5 ng/mL in the IBW group (p<0.001). The number of patients within the effective
therapeutic range was 22 (29.7%) in the ABW group and 35 (47.3%) in the IBW group (p=0.043).
The number and average tacrolimus level of the patients above the effective therapeutic range
were 50 (67.6%) and 20.6±5.1 ng/mL, respectively, in the ABW group and 25 (33.8%) and
19.1±3.5 ng/mL, respectively, in the IBW group. The number and the average tacrolimus level
of patients below the effective therapeutic range were 2 (2.7%) and 8.8±0.7 ng/mL, respectively, in the ABW group and 14 (18.9%) and 8.7±1.0 ng/mL, respectively, in the IBW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average tacrolimus levels of the patients above and below
the effective therapeutic range (p=0.190 and p=0.908, respectively).

Conclusion : In obese patients, the administration of tacrolimus based on IBW is more preferred than ABW-based administration. However, additional pharmacokinetic model studies
are needed.

[Key words] Tacrolimus, Therapeutic drug monitoring, Obesity, Actual body weight, Ideal
body weight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genic hematopoietic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제이다.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은 급성

Tacrolimus는 FK506-binding protein12에

및 만성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등과 같은 혈액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여 칼시뉴린의 인산화 효소

암 치료의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활성을 차단하는데, 칼시뉴린 억제는 interleu-

러나 이식 후에 감염, 이식편대숙주병(graft-ver-

kin-2 (IL-2) 유전자 발현에 필수적인 핵전사인자

sus-host-disease, GVHD), 혈전성 미세혈관병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s, NFAT)

증(thrombotic micro-angiopathy) 등의 각종

의 전위(translocation)를 직접적으로 차단한다.3)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치

이를 통해 IL-2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켜 T 세포 활성

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를 억제함으로써 GVHD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

이식된 공여자 T림프구가 숙주세포에 반응하여 광범

져 있다.4) 하지만 tacrolimus는 치료 범위가 좁고

위한 숙주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GVHD의 경우

약동학적 매개변수의 차이가 환자 별로 다양하여 치

HSCT를 시행한 환자의 약 40~50%에서 급성으로

료목표구간 안에 약물의 평균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

위해 치료적 혈중약물농도 모니터링(therapeutic

는 것이 HSCT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drug monitoring, TDM)이 권장되고 있다.5)

한다.

이에 T세포 활성화를 억제하는 면역억제제

이에 본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에서는 GVHD 예방

인 tacrolimus는 cyclosporine과 더불어 GVHD

을 위해 HSCT 환자에게 이식 전날부터 tacroli-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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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를 실체중(actual body weight, ABW) 기준

이터를 이용하여, IBW를 기반으로 한 tacrolimus

으로 0.03 mg/kg로 24시간에 걸쳐 정맥 주입 후 절

용량을 적용 후 예측되는 혈중농도를 비교 평가함으로

대호중구수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

써 초기 농도의 적절성과 부작용 발생 위험을 살펴보

가 1,000 /mm 이상일 때 투여 경로를 경구로 변경

고, 적합한 체중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3

하여 0.12 mg/kg/day로 2회 분할 투여하고 있으
며, tacrolimus의 혈중농도가 항정상태에 도달하

연구방법

는 평균 소요시간인 투여 2일 후부터 TDM 자문을 시
행하고 있다.

1. 연구대상

본원의 tacrolimus 혈중농도 유효치료범위는 경
구로 전환 전 정맥 주입시에는 10~15 ng/mL이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

경구 전환 후에는 급성 GVHD 없을 경우에는 5~7

울성모병원에서 HSCT 시행 후 tacrolimus를 이식

ng/mL, 급성 GVHD 발생한 경우에는 7~10 ng/

전날부터 투여 받은 20세 이상 비만환자(체질량지수

mL로 정하여 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동종 HSCT

25 kg/m2 이상) 중, TDM 자문을 의뢰하여 약물의

후 첫 주에 tacrolimus trough 농도를 10~15

혈중농도와 혈액화학적검사 데이터가 있는 환자를 대

ng/mL을 유지한 환자에서 Grade Ⅱ~Ⅳ(피부, 간,

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들 중 재이식환자, 이식 후

위장관의 GVHD 발현 정도에 따라 Grade Ⅱ;

5일째부터 tacrolimus 투여를 시작하는 프로토콜

Moderate, Grade Ⅲ; Severe, Grade Ⅳ; Very

을 적용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tacrolimus는

severe)의 급성 GVHD 위험이 가장 낮았으며, 혈

간과 위벽의 cytochrome P-450 3A4 (CYP3A4),

중농도가 20 ng/mL를 초과하였을 때 신독성이 급

CYP3A5에 의해 주된 대사를 받으며, 대사체의

격히 증가했다는 연구에 근거한다.

95%는 담즙 경로에 의해 제거되므로, total bili-

6),7)

한편, 약물별 유효치료범위는 정상체중인 개인에게

rubin (TB), direct bilirubin (DB), aspartate

서 얻은 약동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비만환자

transaminase (AST), alanine transamina-

의 병리생리학적 변화는 약물의 분포, 대사 및 제거에

se (ALT), alkaline phosphatase 수치가 환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원에서도 HSCT 시행 환자에

의 입원일 수치에서 2배 이상 초과한 환자는 제외하

게 ABW를 기준으로 한 프로토콜을 임상적으로 적용

였다.4)

8)

하였을 때, 비만환자의 경우 TDM 자문 시 혈중농도
가 초기 유효치료범위(10~15 ng/mL) 보다 높아

2. 투여약제 및 혈액시료 분석

tacrolimus 용량을 감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 즉, HSCT를 시행한 비만환자의 tacrolimus

본 연구에 사용한 정맥내 투여용 tacrolimus 제

용량 설정 시 현재의 체중 적용 기준인 ABW를 적용

제는 타크로벨주® (Tacrobell inj.® 5 mg/am-

하게 될 경우, 약물 과용량 투여로 인한 부작용 발생

ple, Chong Kun Dang, Korea) 또는 프로그랍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체중 적

주사액® (Prograf inj.® 5 mg/ample, Astel-

용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las Korea)을 사용하였으며, 5% dextrose 200

또한, 과체중 및 비만인 신장 이식 환자에서 tac-

mL 또는 0.9% normal saline 200 mL에 희석하

rolimus의 체중 적용 기준은 이상체중(ideal body

여 24시간 동안 정맥으로 투여하였다. 혈액 샘플은

weight, IBW)이 ABW 및 adjusted body weight

tacrolimus 처음 투여일 기준으로 2일 이후부터 5

보다 적절하다는 연구가 있으나 HSCT 시행 비만환

일 이내에 월요일 또는 목요일에 채혈하였다. 혈중농

자의 체중 적용 기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

도는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다.9),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ABW를 기반으로 tac-

spectrometry로 분석하였다.

rolimus를 투여한 HSCT 시행한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의 비만환자에게서 얻은 개별 약동학 데

3.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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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culation equations for IBW and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tacrolimus

IBW†

단위

식

kg

(Male) 49.9 + 0.89 x (Height(cm)-152.4)

			
Vd‡

l

Cp*

ng/ml

Cl§

ml/hr/kg

(Female) 45.4 + 0.89 x (Height(cm)-152.4)
1.67×Weight(kg)

ke×Vd

*S(Chemical form)=1, F(Bioavailability)=1. τ=24(hr)
IBW; ideal body weight, ‡Vd; volume of distribution, §Cl; clearance

†

대상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지(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와 tacrolimus TDM 자문을

IBW를 적용한 tacrolimus 용량 투여시 예측 혈중
농도를 산출하였다(Table 1).

위하여 작성한 환자기록지(patient’s monitoring
profiles, PMP)를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EMR을 통해 대상환자의 기본 정보로 진료과, 진단

2) 체중 적용 기준에 따른 tacrolimus 용량 적절성
과 부작용 및 치료 효과 평가

명, 성별, 연령, 키, 체중, 체질량지수를 수집하였
다. 신기능 및 간기능을 관찰하기 위해 입원일과

체중 적용 기준에 따른 tacrolimus 용량 적절성

TDM 첫 채혈일에 측정된 blood urea nitrogen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ABW를 적용한 용량 투여 후

(BUN), serum creatinine (Scr), AST, ALT,

채혈된 혈중농도와 이를 통해 얻어진 약동학적 매개

TB, DB, alkaline phosphatase을 조사하였다.

변수를 바탕으로 IBW를 적용한 tacrolimus 용량

또한 PMP를 통해 tacrolimus 투여 용량과 혈중 약

설정 시 예측 혈중농도를 구하였다. 이후, ABW 적

물농도, 약동학적 매개 변수인 분포용적(volume of

용 시와 IBW 예측 적용 시 tacrolimus 유효치료범

distribution, Vd), 소실 속도 정수(ke), 반감기

위인 10~15 ng/mL에 속하는 환자수와 tacroli-

(t1/2), 청소율(clearance, Cl)을 수집하였다.

mus 혈중농도 분포를 비교하였다.

4. 연구 방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ABW 적용 시와 IBW 예측 적

또한 tacrolimus 투여 용량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용 시 유효치료범위 상한선인 15 ng/mL를 초과하
1) 환자의 비만도, IBW 계산 및 IBW 적용 시 예측

는 환자 수와 평균 혈중농도를 비교하였고, 이들의 혈
중농도와 15 ng/mL와의 차이를 구하였다.

혈중농도 산출

Tacrolimus 투여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 감소 위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

험을 평가하기 위해 ABW 적용 시와 IBW 예측 적용

양 기준을 적용하여 아시아인의 체질량지수 25 kg/

시 유효치료범위 하한선인 10 ng/mL 미만의 환자

m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으며, IBW 계산은

수와 평균 혈중농도를 비교하였고, 이들의 혈중농도

Devine equation을 이용하였다.11),12)

와 10 ng/mL와의 차이를 구하였다.

2

ABW를 적용한 tacrolimus 용량 투여 후 실제 채
혈된 혈중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약동학적 매개변수

5. 통계분석 및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인 Vd, ke, t1/2, Cl을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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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characteristics
N (%) or means±SD
Sex
Male

45 (60.8)

Female

29 (39.2)

Age (yr)
20-39

23 (31.1)

40-59

29 (39.2)

60-79

22 (29.7)

Height (cm)

165.3±9.4

Weight (kg)

76.4±12.6

Body mass index (kg/m2)

27.9±3.2

Diagnosis
Acute myeloid leukemia (AML)

41 (55.4)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16 (21.6)

Myelo-dysplastic syndrome (MDS)

8 (10.8)

Primary myelofibrosis

4 (5.4)

Severe aplastic anemia (SAA)

3 (4.1)

Others

2 (2.7)

Values are means±SD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numbers (percentages) for categorical variables.

획득한 데이터와 산출된 예측 혈중농도 값은 통계처

호: KC20RIS0602, 심사일: 2020년 7월 30일).

리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24를 통해
분석하였다. ABW를 적용한 tacrolimus 용량 투여

연구결과

후 측정된 실제 혈중농도와 IBW를 적용한 예측 혈중
농도 분포는 독립표본 t 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1. 연구 대상 환자 특성

유효치료범위에 속하는 환자 수는 McNemar test
를 통해 비교하였다. 체중 적용 기준에 따른 혈중농도

본원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SCT

분포 및 유효치료범위 상한선 및 하한선과의 차이는

시행 후 tacrolimus를 이식 전날부터 투여 받은 20

Wilcoxon rank sum test를 통해 유의성 여부를

세 이상의 비만환자 중 TDM 자문을 시행한 환자는

분석하였다.

총 77명이었다. 이 중, 신기능 및 간기능 수치 기록

본 연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조회 및 TDM
PMP를 통한 후향적 관찰연구로서 환자의 정보를 이

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 3명을 제외하여 대상 환자 수
는 총 74명이었다.

용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윤리위

대상 환자 중 남성이 45명(60.8%), 여성이 29명

원회(institution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

(39.2%)이었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40~59세에

구계획서를 승인 받은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과제번

해당하는 환자 수가 29명(39.21%)으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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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mber of patients and tacrolimus concentration according to ABW and IBW
ABW

IBW(expected)

P value

		
N (%)
유효치료범위 미만
(<10 ng/mL)
		
Concentration (ng/mL, mean±SD)

2 (2.7%)

14 (18.9%)

<0.001

8.8±0.7

8.7±1.0

0.908

		
N (%)
유효치료범위 포함
(10~15
ng/mL)
		
Concentration (ng/mL, mean±SD)

22 (29.7%)

35 (47.3%)

0.043

12.9±1.4

12.5±1.4

0.286

		
N (%)
유효치료범위 초과
(>15 ng/mL)
		
Concentration (ng/mL, mean±SD)

50 (67.6%)

25 (33.8%)

<0.001

20.6±5.1

19.1±3.5

0.190

비율을 보였다. 기저 질환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ng/mL, IBW 예측 적용 시 8.7±1.0 ng/mL로 유

(acute myeloid leukemia, AML)이 41명(55.4

의한 차이가 없었다(p=0.908)(Table 3).

%)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 환자의 키, 체중, 체질량지
수 등의 기본정보는 Table 2와 같다.

3. 체중 적용 기준에 따른 tacrolimus 부작용 발생
위험 평가

2. 체중 적용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Tacrolimus 투여 용량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
Tacrolimus 혈중농도가 유효치료범위(10~15

을 평가하기 위해 ABW 적용 시와 IBW 예측 적용 시

ng/mL)내에 있는 환자 수는 ABW 적용 시 22명

의 tacrolimus 혈중농도가 유효치료범위를 초과하

(29.7%), IBW 예측 적용 시 35명(47.3%)으로

는 환자들의 혈중농도와 유효치료범위 상한선인 15

IBW 예측 적용 시 ABW 적용 시에 비해 유효치료범

ng/mL와의 차이를 구한 결과, 중앙값이 ABW 적용

위 내에 있는 환자 수는 유의하게 많았다(p=0.043).

시 3.90 ng/mL, IBW 예측 적용 시 2.68 ng/mL

ABW 적용 시와 IBW 예측 적용 시의 tacrolimus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혈중농도를 분석한 결과 ABW 적용 시 18.0

(p=0.339)(Fig. 1).

±5.7 ng/mL, IBW 예측 적용 시 14.0±4.5 ng/
mL로 IBW 예측 적용 시 유효치료범위인 10~15

4. 체중 적용 기준에 따른 tacrolimus 치료 효과 감

ng/mL 안에 들어왔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소 위험 평가

였다(p<0.001).
ABW 적용 및 IBW 예측 적용에 따라 tacrolimus

Tacrolimus 투여 용량에 따른 치료 효과 감소 위

혈중농도가 유효치료범위를 초과하는 환자 수는 각각

험을 평가하기 위해 ABW 적용 시와 IBW 예측 적용

50명(67.6%), 25명(33.8%)으로 ABW 적용 시 유

시의 tacrolimus 혈중농도가 유효치료범위 미만인

의하게 많았으며(p<0.001), 유효치료범위 미만의

환자들의 혈중농도와 유효치료범위 하한선인 10

환자 수는 ABW 적용 시 2명(2.7%), IBW 예측 적용

ng/mL와의 차이를 구한 결과, 중앙값이 ABW 적용

시 14명(18.9%)으로 IBW 예측 적용 시 유의하게 많

시 -1.20 ng/mL, IBW 예측 적용 시 -1.11 ng/

았다(p<0.001). 하지만, 유효치료범위 초과하는 환

mL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자의 평균 혈중농도는 ABW 적용 시 20.6 ±5.1 ng/

다(p=0.817)(Fig. 2).

mL, IBW 예측 적용 시 19.1±3.5 ng/mL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190). 유효치료범위 미만인

고찰 및 결론

환자의 평균 혈중 농도 또한 ABW 적용 시 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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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ifference in blood concentration of tacrolimus based on 15 ng/mL

Fig. 2 The difference in blood concentration of tacrolimus based on 10 ng/mL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혈액종양질환에서 유일한

부터 칼시뉴린 억제제인 cyclosporine이 GVHD

완치법이나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급성 및 만성

예방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칼시뉴린 억제제인

GVHD는 HSCT 이후 질병률 및 사망률과 관련되어

cyclosporine 또는 tacrolimus를 methotrex-

있으므로 효과적인 GVHD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ate와 병합하는 요법이 급성 GVHD 예방의 표준 치

할 수 있다.13) 과거에는 GVHD 예방목적으로 cor-

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14)

ticosteroid와 methotrexate, cyclophospha-

Tacrolimus는 1985년 Streptomyces tsuku-

mide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antithymocyte

baensis 균에서 분리된 macrolide계 항균제로 칼

globulin이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1970년대 후반

시뉴린을 저해함으로써 GVHD의 주된 인자인 I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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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세포독성 림프구의 형성을 저해하는 약물로, 장기

로 용량을 투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이식 환자 및 HSCT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 목적으로

Jasiak-Panek 등의 논문10)에 의하면 비만인 신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15) 그러나 tacroli-

이식 환자에서 tacrolimus 서방정(TAC-ER;As-

mus의 혈중농도는 개인간, 개인 내에서도 다양성이

tagraf XL®)을 adjusted body weight와 IBW

크고 치료 계수(therapeutic index)도 작으며 투

을 기준으로 하여 투여하였을 때, 적절한 혈중농도를

여 용량과 실제 혈중농도 혹은 임상적 효과 간에 연관

유지하기 위한 체중 적용 기준으로 IBW가 더 선호된

성이 적은 특징이 있어 치료 범위 내에 혈중농도 값이

다는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

유지되기 위해서는 TDM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은 모두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있다. 이에 본원에서도 GVHD 예방을 위해 HSCT

HSCT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대상

환자에게 이식 전날부터 tacrolimus 투여 후 TDM

환자군의 특징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HSCT 시행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만환자에게 ABW 적용 시

환자에서 GVHD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tac-

혈중농도가 초기 유효치료범위 보다 높아 tacroli-

rolimus 투여 시 lean body weight를 기준으로

mus 용량을 감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용량을 설정한 연구도 있으나, 이는 cyclosporine

유사한 연구결과로 2017년 Andrew 등의 논문 에

용량 설정 방법에서 기인한 것이다.6) HSCT를 시행

의하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신장이식 환자에서 ABW

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tacrolimus 체중 적용 기

를 기준으로 tacrolimus 용량 투여 시 절반 이상에

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ABW

서 tacrolimus 혈중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에 비해 IBW를 적용한 tacrolimus 초기 용량 설정

보고되었다. 이는 tacrolimus는 친유성이 높은 약

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물로 과체중 환자에게는 더 큰 분포 용적이 예상되는

있다고 여겨진다.

16)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까지 HSCT

한편, 본 연구와는 상반되게 Liu 등의 연구18)에서

시행한 비만환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

는 간이식 후 첫 주 동안 ABW를 기준으로 한 기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향적 방법으로 얻은

tacrolimus 용법에서 비만환자 군과 비만이 아닌

환자별 약동학 데이터를 이용하여 HSCT 시행한 비

환자 군의 trough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만 환자에게 ABW 및 IBW 예측 적용 시의 tacroli-

보고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는, 말기

mus 혈중농도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적합한 체중 적

간질환 환자에서는 복수와 근육감소증으로 인해 체질

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량지수가 실제 체중을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16),17)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총 74명의 비만환자 중에서

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tacrolimus 혈중농도가 유효치료범위(10~15 ng

본 연구에서 tacrolimus 평균 혈중농도를 살펴보

/mL)내 포함되는 환자 수는 ABW 적용 시 22명

면 ABW 적용 시 18±5.7 ng/mL, IBW 예측 적용

(29.7%), IBW 예측 적용 시 35명(47.3%)이었다.

시 14±4.5 ng/mL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이는 IBW 예측 적용 시 유의하게 높았으며(p=

0.001) IBW 예측 적용 시 평균 혈중농도가 유효치

0.043) IBW를 예측 적용한 tacrolimus 용량 설정

료범위 내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Tacrolimus 유

이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2005

효치료범위는 Hagen 등의 연구7)에서 10~15 ng/

년 Rodrigo 등의 신장 이식을 받은 85명의 환자를

mL을 추천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초기 tacroli-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tacrolimus 혈중농도가 초

mus 유효치료범위를 10~15 ng/mL로 설정하여

기 유효치료범위 상한선인 15 ng/mL을 초과하는

TDM을 시행하고 있다. HSCT 시행 성인 환자의 후

환자들의 체질량지수가 27±4 kg/m2으로 유효치료

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이식 후 첫 주 동안은 tacroli-

2

범위 내 포함된 환자들의 체질량 지수 23±3 kg/m

mus의 평균 농도가 12 ng/mL인 환자에서 Grade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

Ⅱ~Ⅳ의 급성 GVHD가 낮은 반면, 초기 농도 범위가

0.05), 이를 통해 과체중인 신장이식환자들에서

20 ng/mL에서 신독성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증가

tacrolimus 초기 용량을 감량하거나 IBW 기준으

한다고 보고되었다.4)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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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IBW 적용한 tacrolimus 용량 설정이 급성

초과하는 환자 수는 ABW 적용 시 50명(67.6%),

GVHD 발생을 낮춰주면서 tacrolimus 고용량 투

IBW 예측 적용 시 25명(33.87%)으로 ABW 적용

여에 따른 신독성 발병률 위험도 낮춰줄 수 있을 것으

시 환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이들

로 기대된다.

의 평균 혈중농도는 ABW 적용 시와 IBW 예측 적용

Tacrolimus 혈중농도와 급성 GVHD 발생 연관

시 각각 20.6±5.1 ng/mL, 19.1±3.5 ng/mL임

성에 대한 연구로 Watanabe N 등의 연구 에서 이

을 알 수 있었다. Przepiorka 등의 tacrolimus 혈

식 후 2주간 혹은 4주간의 평균 혈중농도가 7 ng/mL

중농도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6)를 살펴보면 tacroli-

이하인 환자가 7 ng/mL 초과인 환자에 비해 Grade

mus 혈중농도가 20 ng/mL 초과 시 신독성 위험이

Ⅱ 이상의 급성 GVHD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

50%까지 증가하며 사망률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유효치료범위 미만인

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BW 적용 시와

환자가 ABW 적용 시 2명(2.7%), IBW 예측 적용

IBW 예측 적용 시 유효치료범위를 초과하는 환자의

시 14명(18.9%)로 IBW 예측 적용 시 환자 수가 유

평균 혈중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의하게 많았으나(p<0.001), 이들의 평균 혈중농도

ABW 적용 시 평균 혈중농도가 20 ng/mL을 초과한

는 ABW 적용 시 8.8±0.7 ng/mL, IBW 예측 적용

것을 고려할 때 ABW 적용 시 신독성 위험에 대한 추

시 8.7±1.0 ng/mL로 유사하였으며, 하한선인 10

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ng/mL와 혈중농도 차이의 중앙값 또한 ABW 적용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일기관에서 단기

시 -1.20 ng/mL, IBW 예측 적용 시 -1.11 ng/

간에 걸쳐 tacrolimus를 투여한 비만환자를 대상으

mL로 유사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Grade Ⅱ 이

로 진행하여 대상환자 수가 제한적이었다. 둘째, 후

상의 급성 GVHD 발생률에 영향을 주는 7 ng/mL에

향적으로 진행된 연구로 ABW를 적용한 환자군의 약

비해 높게 유지됨을 보여준다. 더불어 Wong 등의 불

동학적 매개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IBW 적용 시의

응성 혹은 재발성 AML,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

예측 농도를 산출해 비교 평가하였으므로, IBW 환자

lo-dysplastic syndrome, MDS) 환자들의 이식

군의 실제 채혈 농도 및 분포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이

결과에 대한 후향적 연구20)에서 tacrolimus 혈중농

다. 그러나 의료진에게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도의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

IBW 적용시의 예측 농도 및 통계 수치를 제시함으로

에 따른 비재발 사망률(nonrelapse mortality)이

써 향후 치료 계획 수립 시 체중 적용 기준을 권고할

중앙값 초과인 군에서 62%, 중앙값 이하인 군에서

수 있고, 무작위 통제 실험 연구 계획 및 진행 시에도

51%로 높은 농도에서 증가하여, 이식 후 첫 15일간

본 연구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비만환자에

이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최적의 농도는 7~9 ng/

게 IBW를 기준으로 한 tacrolimus 용량을 적용했

mL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유효

을 때, 임상적으로도 고용량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

치료범위 미만 환자들의 농도 분포 양상이 실제 치료

나, 저용량에 기인한 GVHD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tacrolimus 치

한 Sawamoto 등의 논문 에서 비만인 쥐의 간에서

료 효과 및 부작용 발생에 관련된 지표로 혈중농도만

CYP3A2 발현과 소장의 P-gp (P-glycoprotei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장

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통해, 비만환자에

기간에 걸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정상이나 마른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으

하지만 본 연구는 HSCT를 시행한 비만인 환자를 대

로도 항정상태에서의 trough 농도가 잘 유지되는 메

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신이식이나 간이식을 시행한

커니즘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IBW 적용 시 tac-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 되었

rolimus 저용량 투여로 인한 급성 GVHD 발생율에

으며, 실제 혈중농도를 바탕으로 약동학적 매개변수

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전

를 계산하여 향후 한국인의 tacrolimus 약동학적

향적인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매개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1)

본 연구를 통해 tacrolimus 초기 유효치료범위를

볼 수 있다. 넷째, tacrolimus는 CYP3A의 기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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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병용약물의 영향이 큰 약물이나, 대상환

mus-Personalized Therapy: Second Con-

자의 병용약물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

sensus Report. Ther Drug Monit. 2019;

의 대상인 본원 HSCT 시행 환자들은 이식 후 면역

41(3):261-307.

저하에 따른 구강 점막염 및 세균, 바이러스 감염을

5) Liu J, Farmer JD, Jr., Lane WS, et al.

예방하기 위해 proton pump inhibitor, flu-

Calcineurin is a common target of cyclo-

conazole, voriconazole 등 tacrolimus와 상호

philin-cyclosporin A and FKBP-FK506

작용이 큰 병용약물을 투여한다.4) Trifilio 등의 연

complexes. Cell. 1991;66(4):807-15.

구 에 따르면, voriconazole 병용 시 tacroli-

6) Przepiorka D, Devine S, Fay J, et al.

mus two-step dosage reduction strategy 적

Practical considerations in the use of

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tacrolimus와 상호작

tacrolimus for allogeneic marrow trans-

용이 큰 모든 병용약물에 대해 용량 조절에 대한 구체

plantation. Bone Marrow Transplant.

22)

적인 연구는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는 못하
였다.

1999;24(10):1053-6.
7) Hagen PA, Adams W, Smith S et al. Low

결론적으로 IBW를 기준으로 한 tacrolimus 용량

mean post-transplantation tacrolimus

설정 시 예측되는 평균 혈중농도가 유효치료범위 내

levels in weeks 2-3 correlate with acute

에 있었으며, 유효치료범위 내에 포함되는 환자 수가

graft-versus-host disease in allogeneic

많았다. 이를 통해 비만환자에게 IBW 기준으로 한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용량 설정이 tacrolimus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

from related and unrelated donors. Bone

을 것으로 보여지나 IBW 예측 적용시 ABW 적용시

Marrow Transplant. 2019;54(1):155-8.

에 비해 유효치료범위 하한선 미만인 환자들의 수가

8) De Baerdemaeker LE, Mortier EP, Struys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추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M et al. Pharmacokinetics in obese pa-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임상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tients. Continuing Education in Anaes-

할 것으로 보인다.

thesia Critical Care & Pain. 2004;4(5):
152-5.
9) Rodrigo E, de Cos MA, Sánchez B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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