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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dicting adverse drug reaction
(ADR) by investigating drugs that cause type B ADR, the related clinical features and the frequency
by age group.

Methods : W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the ADR reported from August 2015 to July 2016 at
Chosun University Hospital Regional Drug Safety Center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The type
and clinical features of type B ADR were investigated. The Naranjo scale score was used to evaluate
the ADR.

Results : During the study period, 26,362 patients were hospitalized and 4,110 (15.6%) adverse drug
reactions were reported. The incidence of Type B ADRs was rated as 6.6% (269 cases). Due to the
results of casualty assessment with drug, 190 cases (70.6%) were categorized as“possible”
, 61 cases
(22.7%)“probable”and 17 cases (6.3%)“definite”
. The incidence of type B ADR was slightly high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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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s (140 cases, 52.0%) than in males (129 cases, 48.0%). According to the hypersensitivity, 117
cases (43.5%) showed true allergic reaction when 99 cases (36.8%) showed pseudoallergic reaction.
Antibiotics (100 cases, 37.2%), contrast agents (55 cases, 20.4%) and analgesics (39 cases, 14.5%) were
the causes of type B ADR. Moreover, type B ADR was mainly reported in the age groups of 40s (48
cases, 17.8%), 50s (62 cases, 23.0%), 60s (34 cases, 12.6%) and 70s (38 cases, 14.1%).

Conclusions : When patients take medications that have a type B ADR risk of occurrenc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patient medication history. Based on this evaluation, an antibiotic skin test and
sufficient pretreatment process should be carried out to prevent drug side effects. Furthermore,
pharmacist’
s efforts are needed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on ADR.

[Key words] ADR (Adverse Drug Reaction), Type B, Naranjo Scale, Hypersensitivity

연구 배경 및 목적

통하여 증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단일 3차 병원에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보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은 세

고사례 중 type B 반응들을 조사하여 발생 빈도 및 이

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와 관계된 임상양상을 분석하고, 인과성을 평가 하여

기준에 의하면 예측 가능 여부에 따라 type A와 type

주요 원인 약물들과 고위험군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B 두 가지로 분류된다.1) Type A 반응은 약물의 과용량
복용과 약물학적인 반응 등의 예측 가능한(pre-

연구 대상 및 방법

dictable) 반응을 뜻하는 반면, type B 약물이상반응
(이하, type B 반응)은 약물용량에 비의존적(dose-

본 연구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조선대학

independent)이고, 예측불가능(unpredictable)하며,

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신

결과적으로 유해한 반응으로, 인체에 일반적으로 사용

고내용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이상반응 신

되는 용량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고내용들은 센터 소속 약사와 알레르기내과 전문의가

1),2)

3)-5)

의 여러 연구자들이 병원에

분류 및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약물이상반응 보고는 입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이상반응 유병율을 조

원환자에서 이상반응 발생 시 가장 의심스러운 원인 약

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략 5-10% 정도의 환자가 type

제 한가지로 보고하였다. Type B 반응은 발생기전에

B 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

따라 약물알레르기(제1형~4형 과민반응), 가성알레르

6)

망률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로 분류하였다. 전체 약물이상반응 중 type B 반응

이러한 예측이 어려운 과민반응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으로 분류된 보고사례의 비율과, type B 반응을 일으

유해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type B 반

켰던 약물의 종류 및 임상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약

토대로 Naranjo scale score을 이용하여 해당 이상반

물의 종류 및 입원 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가 필

응과 약물 간의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인과성이 확인된 약물들을 처음

별 type B 반응의 발생빈도를 조사하였다. 각 조사항

혹은 재투여하는 경우, 앞서 확인된 유해반응이 나타나

목은 excel program(Microsoft 2007)을 이용하여 빈

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고위험군에서는 전 처치 등을

도(%)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병원 기관

뜻한다.

Lazaro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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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luding interpretation of adverse drug reaction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2. Type B 반응 중 임상양상 별 보고건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IRB No. CHOSUN 2018
-03-12)(Fig.1).

총 269건 중 아나필락시스나 두드러기 등의 제1형 즉
연구 결과

시형(immediate) 과민반응이 117건(43.5%), 제4형 지
연형 과민반응이 52건(19.3%), 가성알레르기반응이

1. 약물이상반응 중 type B 반응 빈도

99건(36.8%)으로 보고되었다(Table 3).

본 연구 기간 중 조선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는

3. 약물계열별 type B 반응 보고건수

재입원했던 환자를 독립적인 환자로 간주하여 총
26,362명 이었으며, 이 환자들로부터 센터에 보고된

Type B 반응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고된 약물은 항생

약물이상반응 건수는 총 4,110건(15.6%) 이었다. 총 약

제 100건(37%), 방사선조영제 55건(20.4%), 진통제

물이상반응 보고 건수 중 269건(6.6%)이 type B 반응

39건(14.5%), 항암제 12건(4.5%) 순이었으며, 기타 약

으로 분류되었다. 269건의 보고 중 남성이 129건

물이 63건(23.4%)을 차지했다. 항생제에서는 세팔로

(48.0%), 여성이 140건(52.0%)이었다. 발생빈도는 여

스포린(cephalosporin)계 34건(34.0%), 퀴놀론

성(1.1%)이 남성(0.9%)보다 높았다(Table 1, 2).

(quinolone)계 30건(30.0%), 반코마이신(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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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hospitalized patients and the number of ADR reports
n (%)
Total hospitalized patients

n (%)

26,362

Total ADR reports

4,110 (15.6)

Type A ADR reports

3,841 (93.4)

Type B ADR reports

269 (6.6)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ex

Type B ADR reports (%)
(n=269)

Total hospitalized patients (%)
(n=26,362)

Incidence rate*
(%)

Male

129 (48.0)

14,071 (53.4)

0.9

Female

140 (52.0)

12,291 (46.6)

1.1

*Incidence rate(%): (type B ADR reports/total hospitalized patients)×100

Table 3 Type B ADR reports by clinical expression (n=269)
Hypersensitivity type

n (%)

Type Ⅰ*

117 (43.5)

Type Ⅱ�

1 (0.4)

�

0 (0.0)

∮

52 (19.3)

Type Ⅲ
Type Ⅳ

Pseudoallergic

99 (36.8)
�

* Type I hypersensitivity reaction : Immediate IgE-dependent drug reaction / Type II hypersensitivity reaction : Cytotoxic drug-induced reaction
�
Type III hypersensitivity reaction : Immune complex-dependent drug reaction / ∮ Type IV hypersensitivity reaction : Delayed cell-mediated reaction

Table 4 Type B ADR reports by drug efficacy
(n=269)

Table 5 Type B ADR reports of Antibiotics
(n=100)

n (%)
Antibiotics

100 (37.2)

n (%)
Cephalosporin

34 (34.0)

Contrast agents

55 (20.4)

Quinolone

30 (30.0)

Analgesics

39 (14.5)

Vancomycin

20 (20.0)

Chemotherapeutic agents

12 (4.5)

Penicillin

9 (9.0)

Cytotoxic agents

9 (75.0)

Tetracycline

3 (3.0)

Molecular targeted therapeutic agents

3 (25.0)

Macrolide

2 (2.0)

63 (23.4)

Colistimethate

2 (2.0)

etc.

- 334 -

김광준 : 예측 불가능한 약물유해반응의 임상양상 및 약물 인과성 평가

Table 6 Frequency of type B ADR by age groups
age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Total hospitalized
patients (n=26,362)

2,155

1,403

1,580

1,983

2,906

4,699

4,520

4,901

2,032

183

Type B ADR (%)
(n=269)

6
(2.2)

17
(6.3)

27
(10.0)

25
(9.3)

48
(17.8)

62
(23.0)

34
(12.6)

38
(14.1)

11
(4.1)

1
(0.4)

Incidence rate*(%)

0.2

1.2

1.7

1.2

1.6

1.3

0.7

0.7

0.5

0.5

* Incidence rate(%): (type B ADR reports/total hospitalized patients by age groups)×100

Table 7 Type B ADR reports of antibiotics, contrast agents, analgesics by age groups (n=194)
age

0~9

10~19

Antibiotics (n=100)
n (%)

3
(3.0)

10
(10.0)

12
(12.0)

6
(6.0)

16
(16.0)

17
(17.0)

13
(13.0)

17
(17.0)

5
(5.0)

1
(1.0)

Contrast agents (n=55)
n (%)

0
(0.0)

2
(3.6)

4
(7.3)

4
(7.3)

11
(20.0)

15
(27.3)

9
(16.4)

9
(16.4)

1
(1.8)

0
(0.00)

Analgesics (n=39)
n (%)

1
(2.6)

3
(7.7)

5
(12.8)

4
(10.3)

9
(23.1)

9
(23.1)

7
(17.9)

1
(2.6)

0
(0.00)

0
(0.00)

drug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comycin) 20건(20.0%) 등의 투여에서 주로 type B

1) 연령에 따른 항생제, 방사선조영제, 진통제의

반응이 보고되었다. 항암제에서는 총 12건의 type B

type B 반응 보고건수

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세포독성항암제가 9건(75.0%),
표적치료항암제 3건(25.0%)이었다(Table 4, 5).

항생제의 경우 총 보고건수 100건 중 10세 이하 3건
(3.0%), 10대 10건(10.0%), 20대 12건(12.0%), 30대 6

4. 연령에 따른 type B 반응 보고건수

건(6.0%), 40대 16건(16.0%), 50대 17건(17.0%), 60대
13건(13.0%), 70대 17건(17.0%), 80대 5건(5.0%), 90

연령에 따른 type B 반응 보고건수는 총 269건 중

대 1건(1.0%)이었다. 방사선조영제의 경우 총 보고건

10세 미만 6건(2.2%), 10대 17건(6.3%), 20대 27건

수 55건 중 40대 11건(20.0%), 50대 15건(27.3%), 60

(10.0%), 30대 25건(9.3%), 40대 48건(17.8%), 50대

대 9건(16.4%), 70대 9건(16.4%)에서 주로 보고되었

62건(23.0%), 60대 34건(12.6%), 70대 38건(14.1%),

다. 진통제의 경우 총 보고건수 39건 중 40대 9건

80대 11건(4.1%), 90대 1건(0.4%)으로 전 연령층에서

(23.1%), 50대 9건(23.1%), 60대 7건(17.9%)에서 주로

보고가 되었으며, 집중모니터링 대상군인 10세 미만

보고되었다(Table 7).

과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의 33.4%를 차지하였다. 연
령대별 입원환자와 비교한 type B 반응 발생 빈도는

2) 연령에 따른 항생제 계열별 이상반응 발생 정도

20대(1.7%), 40대(1.6%), 50대(1.3%) 순이었다
(Table 6).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총 34건 중 10대 5건
(14.7%), 20대 5건(14.7%), 40대 6건(17.6%)와 50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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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ype B ADR reports of antibiotics by age groups (n=100)
age

0~9

10~19

Cephalosporin (n=34)
n (%)

2
(5.9)

5
(14.7)

5
(14.7)

3
(8.8)

6
(17.6)

6
(17.6)

3
(8.8)

3
(8.8)

1
(2.9)

0
(0.0)

Quinolone (n=30)
n (%)

0
(0.0)

0
(0.0)

0
(0.0)

1
(3.3)

6
(20.0)

5
(16.7)

6
(20.0)

8
(26.7)

4
(13.3)

0
(0.0)

Vancomycin (n=20)
n (%)

0
(0.0)

1
(5.0)

3
(15.0)

0
(0.0)

0
(0.0)

7
(35.0)

4
(20.0)

5
(25.0)

0
(0.0)

0
(0.0)

Penicillin (n=9)
n (%)

1
(11.1)

1
(11.1)

2
(22.1)

1
(11.1)

1
(11.1)

1
(11.1)

0
(0.0)

1
(11.1)

0
(0.0)

1
(11.1)

Tetracycline (n=3)
n (%)

0
(0.0)

0
(0.0)

2
(66.7)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Macrolide (n=2)
n (%)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Colistimethate (n=2)
n (%)

0
(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drug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생제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콜리스티메테이트의

Table 9 Causality assessment with drug
(Naranjo scale score) (n=269)
Assessment result

경우 각각 총 보고 건수가 3건 이하였다(Table 8).

n (%)
5. 약물과의 인과성 평가 결과 (Naranjo scale score)

Definite

17 (6.3)

Probable

61 (22.7)

Possible

190 (70.6)

190건(70.6%)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possible)으

Unlikely

1 (0.4)

로 평가되었으며, 61건(22.7%)이 충분히 가능성 있음

Type B 반응에 대한 약물과의 인과성은 총 269건 중

(probable), 17건(6.3%)이 거의 확실(definite), 1건
(0.4%)이 가능성 낮음(unlikely)으로 평가되었다
건(17.6%)에서 주로 보고되었으며, 90세 미만의 전 연

(Table 9).

령대에서 보고가 이뤄졌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총 30
건 중 40대 6건(20.0%)와 50대 5건(16.7%), 60대 6건(

고찰

20.0%), 70대 8건(26.7%), 80대 4건(13.3%)에서 주로
보고되었으며, 30대 미만에서는 보고가 없었다. 반코

약물을 투여하는 목적은 질병의 예방 및 진단, 치료를

마이신은 총 20건 중 20대 3건(15.0%), 50대 7건

위한 것으로, 의약품등을 투약한 이후 그에 따른 긍정

(35.0%), 60대 4건(20.0%), 70대 5건(25.0%)에서 주

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상적

로 보고가 되었다. 10세 미만과 30대, 40대, 그리고 80

인 용량과 용법에 따라 의약품등을 투여하였음에도 불

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보고가 없었다. 페니실린계열

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의 경우 총 9건으로 60대와 8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경우가 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감시용

에서 2건 이하로 보고가 되었다. 테트라싸이클린계 항

어에서는 이렇게 약물 사용 후 발생한 이상사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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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대

생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물

해서‘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이상반응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는 확

이라고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다.

실치 않지만,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여성호르몬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동안 입원 중이었던 환자에

으로 인해 성인 여성들에게서 남성들보다 더 많이 발생

게 발생 후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을 조사하였으며, 그

한다고 알려져 있어11) type B 반응의 경우 여성들에서

중 특히 약물용량에 비의존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인

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체에 매우 유해할 수 있는 type B 반응 사례들의 발생

연령별로는 50대 62건(23.0%), 40대 48건(17.8%),

빈도와 약물종류들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연구기간

70대 38건(14.1%), 60대 34건(12.65) 순으로 보고가

중 입원했던 환자 26,362명으로부터 총 4,110건

되었으며, 연령대별 입원환자와 비교한 type B 반응

(15.6%)의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이는 Dartnell

발생 빈도는 20대(1.7%), 40대(1.6%), 50대(1.3%) 순이

6)

JG. 등의 연구결과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15.7% 정도

었다. 하지만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여도 모든 이상반

에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

응이 의료진이나 센터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7)

8)

사하였으나, 김정미 등 의 연구결과(0.21%)와 최선 등

에 연령별 발생율을 명확히 비교하기에는 연구에 한계

의 연구결과(0.13%)에서 보고한 결과 보다는 높은 결

가 있다.

과를 보였다. 위와 같은 국가별, 연구별, 기관별 차이는

Type B 반응을 유발하는 다빈도 약물로는 항생제

약물이상반응 사례 보고 방식이나 연구 데이터의 수집

(100건, 37.2%)와 조영제(55건, 20.4%), 진통제(39건,

및 분류, 조사 과정의 차이, 그리고 약물이상반응 보고

14.5%)로 조사되었다. 항생제로 인한 100건의 보고에

활성화 정도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진

서는 세팔로스포린 계열(34건, 34.0%)과 퀴놀론 계열

행될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데이터 정리 기준을 정립하

(30건, 30.0%) 항생제에서 type B 반응이 주로 보고

여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되었다. 최정희 등12)의 연구에서는 비스테로이드계 진

Type B 반응 발생빈도는 총 269건으로 전체 입원 환

통소염제(NSAID), 항생제, 항전간제, 항암제, 면역억

자 중 1.0%에서 발생하였고, 약물이상반응로 보고된

제제의 순서로 발생유발 약물을 보고 한 바 있으며, 김

4,110건 대비 6.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정미 등7)의 연구결과에서는 입원 중에는 반코마이신,

약물과의 인과성 평가의 경우, 최근의 한 연구에서 약

피페라실린/타조박탐(piperacillin/tazobactam) 등의

1,000건의 이상반응보고들을 가지고 Naranjo scale

항생제가, 이상반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아스피린, 시

score과 WHO scale score를 함께 비교한 결과 두 가

스플라틴(cisplatin),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등

지 scoring의 상관관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번

의 순서로 보고 한 바가 있다. 또한, 임혜리 등13)의 연구

자료분석에는 Naranjo scale score만 사용하여 평가

에서는 항생제와 중추신경계용 약(주로 비스테로이드

9)

하였다. 인과성은 190건(70.6%)이 가능성을 배제할

계 진통소염제와 정신신경용제) 등의 순서로 보고한 바

수 없음(possible), 61건(22.7%)이 충분히 가능성 있음

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를 종

(probable), 17건(6.3%)이 거의 확실(definite)한 것으

합해 볼 때 항생제의 발생빈도가 공통적으로 높은 보고

로 판명되었다.

건수를 보여 항생제의 투여에 따른 약물이상반응 발생

성별 간 차이는 여성 140건(52.0%), 남성 129건

여부를 신중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8.0%)으로 보고건수가 여성에서 조금 더 높았으며,

Type B 반응 중 제1형 과민반응 즉시형 임상증상은

전체 성별 간 입원환자 수 대비 발생빈도 또한 여성

117건(43.5%), 가성알레르기 임상증상이 99건(36.8%)

(1.1%)이 남성(0.9%)보다 높았다. 본 연구와 달리 type

으로 다빈도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항생제와 방사선조

10)

B 반응만을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조정아 등 의 연구

영제의 경우 대표적 즉시형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대

결과에서 남성(30.8%)대비 여성(69.2%)의 약물이상반

한 보고가 가장 빈번하였다.

응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고, 최선

항생제, 방사선조영제, 진통제로 인한 type B 반응을

등8)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성(51%)이 높은 이상반응 발

연령에 따라 보고건수를 조사한 결과, 항생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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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팔로스포린계열과 페니실린계열 항생제는 대부분 연

약물의 점진적 투여 등의 검사를 통하여 실제 type B

령대에서 보고가 되었으나, 퀴놀론계열은 40대부터

반응이 존재하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80대 사이의 연령대에서, 반코마이신의 경우 20대와

고위험군에게 충분한 검사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다

50대부터 70대 사이의 연령대에서 주로 보고 되어 항

른 계열의 대체약물을 투여하거나 약물 전처치 과정을

생제의 경우 약물계열별로 연령에 따른 type B 반응의

시행하여 약물이상반응을 줄이는 등의 예방을 위한 노

보고에 차이가 있었다. 조영제의 경우 40대부터 70대

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약물이상반응

사이의 연령대에서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며, 그중 특

관련 결과는 의료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사용

히 50대(27.3%)에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고 10

예방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

세 미만과 9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보고되지 않았

후에도 관련정보 제공 및 공유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

다. 이는 소아 및 고연령층에서 면역관련 과민반응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 발생하지 않는 점과 건강검진이나 질환 진단을 위해
방사선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중장년층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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