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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술 전 복용에 주의해야 할 약물 1

글. 서범석 약사

수술/시술 전에 복용 중이던 약을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약품정보실 다빈도 문의 중 하나입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의학적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약물은 수술 전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여 합

니다. 반면, 출혈위험이 있거나 마취 또는 수술합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간 투여하지 않아도 무방

한 약물은 수술 전후 기간 동안 투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항고혈압제는 반동성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직전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베타차단제의 경우 중단하면

심근경색증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채널차단제도 중단 시 심근경색과 부정맥의 발

생률을 증가시키므로 중단 없이 복용합니다. ARB(Angiotensin II receptor inhibitor) , ACEI(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는 수술 중 확장기 혈압을 지나치게 감소시켜 관상동맥의 관류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술 전일 저녁부터 중단하지만, 만성심부전 치료목적 시에는 지속하여 복

용해야 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는 수술/시술 전후 심혈관계 합병증 및 사망률, 신부전, 혈당장애를 증가시키는 등 예후와 깊은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인슐린은 수술 당일 아침까지 투여해야 하며, Sulfonylurea는 수술 전일 저녁까지 투여해야

합니다. 단, 유산산증과 신부전의 위험성이 있는 Metformin은 시술 전 24~48시간부터 복용을 중단하며 수술 후 48

시간 이후 재투여 합니다. 에스트로겐 제제는 일반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없으나, 혈전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수술 4~6주 전부터 중단하거나 다른 종류의 호르몬 제제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시술 전 중단 해야 할 약물은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NSAIDs, 기타 Hemorrheologic agents 등이 있으며,

이 약물들은 약리작용에 의해 과도한 출혈을 유발하거나 지혈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중단하기 보다

는 수술이나 시술의 출혈 위험성과 약물의 반감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단시기를 결정합니다.

한약재 중 교감신경 흥분 작용이 있는 마황은 24시간 전에, 항혈소판 작용이 있는 인삼은 7일 전에, 심혈관계 불안

정을 일으킬 수 있는 Saint John＇s Wort는 수술 5일 전에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출혈 위험

의 평가가 불가능한 Herbal medicine 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술/시술 전 중단을 권장하지만, 주치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합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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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0년 11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 주의 경보를 통해 안내된 사례

입니다.

60세 남성이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위해 병원에 수술 전일 입원하였고, 환자는

안내에 따라 평소 복용하던 ‘아스피린’을 수술 7일 전부터 중단하였습니다. 입

원 당일 수술 전 위험 평가에서 아스피린 외에도 항혈전제인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수술이 7일 뒤로 연기되었고 아스피린과 클로

피도그렐을 6일간 더 중단한 뒤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에는 경과

를 관찰하며 항혈전제를 복용하려 했지만, 실제 복용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수술

4일 째 되던 날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항혈전제를 필요 기간 이상으로 중단하여 발생한 환자 사망 사례

이 사례는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를 중단하여 발생한 사망 사례입니다. 물론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정

보만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① 수술/시술 전 ‘클로피도그렐＇의 복용 이력을 파악하지 못해 수술이 연

기된 점, ② 연기된 기간 동안 2가지 항혈전제를 권장되는 중단일보다 오래 복용 중단하게 된 점, ③ 수술 후 출혈위

험이 안정되면 항혈전제 복용을 바로 시작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례

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복용 관리는 환자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을 앞둔 경우 항혈전제를 처

방한 전문의(내과, 신경과 등)와 협진을 고려하며 환자마다 혈전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의견을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사는 수술/시술 전 중단 약제 문의를 받았을 경우 ① 환자의 의약품 처방내역(복용 이력)을 확인하여 중단해야 할

약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며, ② 항혈전제 일시적 중단 시 수술/시술 전후 불가피한 혈관질환(뇌졸중/심장질환)이 발생

할 수 있음과 출혈 위험이 안정되면 빨리 다시 복용을 시작해야 함을 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③ 수

술/시술의 출혈 위험과 약 중단시 발생할 혈관질환 발생위험을 고려해야 하므로 무조건 중단하는 것보다 항혈전제를

처방한 의사와 꼭 상담하시기를 권장해야 합니다.

Fig 2. 환자의 항혈전제 복용 중단 타임라인

Fig 1. KOPS 환자안전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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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술 전 복용에 주의해야 할 약물 2

글. 유지윤 약사, 오수아 약사

경희의료원 “수술/시술 전후 항혈전제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내에서 시행되는 수술/시술을 출혈 위험도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에 따른 중단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Tab 1.).

Bleeding Risk NOAC1 Warfarin 항혈소판제2

HIGH RISK
개복/개흉 수술, 복잡 내시경 수술, 
간/신장 생검, 주요 정형외과 수술

48시간 중단
(단, Dabigatran 신기능 저하인 경우

최대 96시간 중단)
5-7일 이상 중단 권고

LOW RISK
생검 포함 내시경, 전립선 또는 방광 생검, 

임플란트 식립(placement)

위험도에 따라
24-48시간 중단 가능

위험도에 따라
5-7일 이내 중단 가능

MINOR RISK
발치, 치주수술, 피부농양절개, 백내장, 
녹내장, 임플란트 위치선정(positioning)

사용하면서 수술 (가능)

Tab 1. Bleeding risk에 따른 중단시기
1. NOAC: apixaban, dabigatran, edoxaban, rivaroxaban
2. 항혈소판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dipyridamole, prasugrel, ticlopidine, ticagrelor, triflusal

종류 중단시점

경구용 피임약 및 호르몬 대체요법 (혈전발생 위험 높은 환자) 수술 전 4주, 수술 후 2주 간 중단

생약 성분의 약, 건강 보조 식품/허브 제제 마황 24시간 전, 인삼 7일 전, Saint John＇s Wort 5일전 중단
출혈위험 평가 안된 약제 ; 수술 1주일 전 중단

Metformin 포함 당뇨병 용제 사구체여과율 (eGFR 60mL/min/1.73m²)미만인 경우, 
요오드계 조영제(X선, CT) 사용 당일 중단(대한 당뇨병학회, 대한신장학회 권고)

고혈압 치료제 약물에 따라 수술 전날 혹은 수술 당일 아침에 중단 → 의료진과 상의

당뇨병 치료제 수술 전 금식 기간 동안 저혈당 위험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고, 수술 후 정상식사
시점부터 다시 복용 권고 → 의료진과 상의

항전간제 수술과 상관없이 계속 복용 권고 → 의료진과 상의

Tab 2. 기타 약물의 중단 시점

NOAC 중 프라닥사(Dabigatran, DDAB110, DDAB150)를 사용하는 사람에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프락스바인

드(Idarucizumab, DIDM2.5J)를 주사하면 Dabigatran의 효과가 4시간 이내로 100% 역전되어 긴급 수술이 가능합니

다. Ischemic high risk가 아닌 경우에는 항응고제 중단 시 가교 요법(수술 전후 반감기 짧은 헤파린이나 저분자량헤

파린을 사용하는 것)의 일괄적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보다 길게 항혈전제를 중단하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필요 기간 이상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단했던 약제는 출혈

경향을 잘 관찰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수술/시술 익일부터 복용 가능합니다. 항혈전제 외 복용에 주의해야 할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Tab 2.). 원내에서 사용 중인 수술/시술 전 복용에 주의해야 할 약물을 Tab 3.에 정리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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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원내약(코드) 중단시점
(반감기)

기전 비고

항혈소판제

Cyclooxygenase 저해제 (COX 억제제)

Aspirin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DASAC100),
아스피린프로텍트정(DASAP100), 
바이엘아스피린정(DASAR500),
아디녹스캡슐(DASPY),
슈퍼피린캡슐(DCPAS)

7 ~ 10일 전
(15 ~ 20분)

혈소판 COX를 억
제하여 TXA2 생성
을 저해하고 혈소
판 과립 유리 반응
및 응집을 억제

혈전증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투여지속 고려
수술 후 24시간 이내 투여 시작
고려.

Triflusal 명인디스그렌(DTFSL300) 7일 전 (30분)

Indobufen 이부스트린(DIDB200)
2 ~ 3일 전

(7시간)
COX 가역적 억제 제약사 권고

ADP 수용체 경로 저해제

Ticagrelor 브릴린타정(DTCGL60, DTCGL90) 3일 전 (7시간) 경쟁적 억제제
(가역적 결합)

∙ 혈소판 응집을 비가역적으로
저해하는 약물(Aspirin, ADP 수
용체 경로 저해제)은 반감기와
상관없이 혈소판 체내 순환기간
(7~10일) 고려하여 중단함
∙ 출혈위험이 낮은 말초동맥, 경
동맥 수술 시 투여 지속 고려
∙ Ticlopidine은 반복 투여 시 반
감기가 4~5일까지 증가

Clopidogrel

플라빅스정(DCLOPD75),
플라비톨정(DDJCLOPD75),
플래리스정(DSJCLOPD75),
트롬빅스정(DIJCLOPD75),
네오빅스정(DNJCLOPD75),
슈퍼피린캡슐(DCPAS)

5일전
(6시간)

P2Y12 ADP 수용체
와 공유결합하여
수용체 신호를 억
제하고, ADP-의존
적 혈소판 활성화
경로를 억제

Prasugrel 에피언트정(DPUGL5, DPUGL10) 7일 전 (7~8시간)

Ticlopidine 유크리드정(DGINKT), 
크리드정(DTPD250)

10 ~ 14일 전
(13시간)

Phosphodiesterase 저해제 (PDE 억제제)

Cilostazol

프레탈정(DCLZ100),
시렌탈정(DCLZ50),
실로스탄씨알정(DCLZCR200),
프레탈서방캡슐(DCLZSR100),
실렌타서방캡슐(DJCLZSR100, JCLZSR200),
리넥신정(DRNEX)

2 ~ 3일 전
(11~13시간)

혈소판 cAMP 분해
를 억제함으로써
혈소판 응집 감소
시킴Dipyridamole 아디녹스캡슐(DASPY)

2 ~ 3일 전
(10~12시간)

Pentoxifylline 트렌탈서방정(DPTF400)
7 ~ 10일 전
(0.4~1.6시간)

제약사 권고

GPⅡb-Ⅲa 길항제

Abciximab 클로티냅주(DACXM10J)
1~2일 전

(30분, plasma)
혈소판 GPⅡb-Ⅲa
수용체에 결합하여, 
섬유소원과 다른
부착성 효현제의
결합 방해

GP IIb/IIIa receptors로부터
dissociation half-life는 4시간

Tirofiban 아그라스타트주(DTRFB12.5J) (1.5~3시간)
혈소판 기능은 중단 8시간 후에
baseline 값으로 돌아감

기타

Beraprost 베라실정(DBEP0.02) 1일 전
(0.9~1.1시간)

PGI2 analog

Limaprost 동아오팔몬정(DLIP5)
1일 전

(0.45~1.6시간)
PGE1 analog 제약사 권고

Sarpogrelate 안플레이드정(DJSPGT100), 포레이서방정
(DSPGSR300), 안플라그정(DSPGT100)

1일 전
(0.6~0.9시간)

5-HT2A antagonist

Nafronyl 
oxalate

두소릴캡슐(DCDON100) 7일 전
(3~4시간)

제약사 권고

Tab 3-1. 수술/시술 전 복용에 주의해야할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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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원내약(코드) 중단시점
(반감기) 기전 비고

항응고제

Warfarin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DWFR2)
제일와파린정(DWFR5)

5일 전
(평균 40시간)

Vitamin K epoxide 
reductase inhibitor

∙ 반감기 개인차 큼 (20~60시간)
∙ 수술 12시간 후 재복용
필요 시 헤파린으로 대체

Heparin 파인주사(D1000HPR5J)
중외헤파린주(DHPR25J)

4시간 전
(1.5시간)

Unfractionated 
Heparin 반감기 age-dependent, dose related

Enoxaparin 크녹산주(DEXPR20F, DEXPR40F, 
DEXPR60F)

24시간 전
(4.5~7시간)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반감기 heparin보다 2~4시간 김

Dalteparin 프라그민주(DDAL25F, DDAL75F) 24시간 전
(SQ: 3~5시간) IV 반감기: 2.1 ~ 2.3시간

선택적인자 Xa억제제

Rivaroxaban 자렐토정(DRIVA10, DRIVA15, 
DRIVA2.5, DRIVA20)

24시간 전
(5~9시간)

효소의 활성부위에
결합하여 인자 Xa
를 경쟁적으로 억
제

∙ 2.5mg : 12시간 전 중단
∙ 만성신질환, 출혈위험 높은 경우 더 빨
리 중단
∙ 수술 24시간 후 재복용

Apixaban 엘리퀴스정(DAPXB2.5, DAPXB5) 1~2일 전
(12시간)

∙ 출혈위험이 높은 수술: 2일 전
∙ 출혈위험이 낮은 수술: 1일 전
∙ CrCL에 따라 중단 시점 다름

Edoxaban 릭시아나정(DEDXB15, DEDXB30, 
DEDXB60)

최소 24시간 전
(10~14시간)

Thrombin 직접억제제

Argatroban 노바스탄하이주(DAG10J) (51분)

Thrombin과 직접
결합해서 2차 지혈
을 억제

∙ 2시간이면 체내에서 wash off 됨
(제약사 문의)

∙ 간 손상 시 반감기 3시간

Dabigatran 프라닥사캡슐(DDAB110, DDAB150) 1~2일 전
(12~17시간)

∙ 중증 신부전인 경우, 반감기 28시간
∙ Idarucizumab(프락스바인드 주, 
DIDM2.5J) 주사 시 몇 분 이내로 약효 소
실되어 응급수술 진행 가능함
∙ 수술 24시간 후 재복용, 단, 출혈 위험
높거나 신기능 나쁠 경우 3~5일 전 중단
후 72시간 후 재복용

Hemorrheologic agents

Mesoglycan 메소칸캅셀(DMESO50) 3~4일 전 (28시간)

Nicergoline 사미온정(DNCG10, DNCG30, DNCG5) 1일 전 (2.5시간)

Ibudilast 케타스캅셀(DIBUT10) 3일 전 (12시간)

Ginkgo biloba 기넥신에프정(DGINK40), 타나민정
(DGINK80), 타나칸정(DJGINK40),

36시간 전
(3~7시간)

Sulodexide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DSX250) 4일 전
(11~25시간) 제약사 권고

Kallidinogenase 뉴본정(DKL50) 7일 전

Tab 3-2. 수술/시술 전 복용에 주의해야할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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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IDs

Aceclofenac
클란자에스연질캡슐(DACFCP100), 
클란자CR정(DACFCR200), 
에어탈정(DACFTB100)

1일 전 (4시간)

Short-
acting 
NSAIDs

Diclofenac 디크놀주사(DDLF90J) 1일 전 (2시간)

Etodolac 건일로딘정(DETDC200)
건일로딘서방정(DETDCSR600) 1일 전 (7시간)

Ibuprofen

맥시부펜이알정(DDXIPFER300), 
맥스프로시럽(DDXIPFS), 
캐롤에프정(DIBAR200), 
부루펜정(DIPF200), 
마이폴캡슐(DN-MYP), 
아모부로펜주(DIBPF400J, DIBPF800J), 
페데아주(DIPF10J)

1일 전 (2시간)

Indomethacin 인도메타캡슐(DIDC25) 1일 전 (4.5시간)

Ketorolac 케토라신정(DKEOR10),
케토신주(DKEOR30J) 1일 전 (5.6시간)

Talniflumate 소말겐정(DTNFM370) 1일 전 (3.8시간)

Meloxicam
메로콕스캡슐(DJMXC7.5), 
멜로캄캡슐(DMXC15), 
모빅캡슐(DMXC7.5)

7~10일 전
(15~20시간)

Long-acting 
NSAIDs

Nabumetone 프로닥정(DNMT500) 7~10일 전 (24시간)

Naproxen
나프메드정(DJVIMO), 
낙센에프서방정(DNAXCR1G), 
비모보정(DVIMO)

2~3일 전
(12~17시간)

Pelubiprofen 펠루비서방정(DPELCR45) 2~3일전

Piroxicam 코오롱브렉신정(DPXCB10) 7~10일 전 (50시간)

Sulindac 크리돌정(DSLD100)
2~3일 전

(대사체 18시간)

Zaltoprofen 솔레톤정(DZAPF80) 2~3일 전 (11시간)

Celecoxib

쎄레브렉스캡슐(DCCOX200), 
쎄레원정(DCCOXT200), 
셀베스타캡슐(DJCCOX200), 
콕스비토캡슐(DJJCCOX200), 
세비콕캡슐(DNJCCOX100,DNJCCOX200),
크리콕스캡슐(DSJCCOX200)

2~3일 전
(11시간)

Cox-2 
inhibitor

혈소판 응집에 관한 영향은
적으나 신독성 우려로 중단
고려

Polmacoxib 아셀렉스정(DPCOX2) 3일 전
기존 celecoxib 제제보다 출
혈 위험이 적음(제약사 문의)

Etoricoxib 알콕시아정(DECOX30) (22시간)
항혈전효과 없음, 중단시점
은 의사의 판단(제약사 문의)

수술/시술 전 복용에 주의해야 할 약물 1, 2의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지침이며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수술/시술 전후 항혈전제 관리 가이드라인” (경희의료원), 2018 뇌졸중 예방지침(대한부정맥학회) Management of Antithrombotic
Therapy in Patients Undergoing Invasive Procedures (NEJM), 2017 ESC focused update on dual antiplatelet therapy in coronary
artery diseas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EACTS (EHJ), 국립암센터 의약정보(17년2월), KIMS 의약정보, Micromedex, 제약사 문의

Tab 3-3. 수술/시술 전 복용에 주의해야할 약물



2021년 4월 원내 도입된 크레셈바 캡슐(Isavuconazole)에 관련된 문헌입니다. 크레셈바는 넓은 항진균 스펙트럼
을 갖으며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과 털곰팡이증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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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Isavuconazole treatment for mucormycosis: 
a single-arm open-label trial and case-control analysis

Francisco M Marty, Luis Ostrosky-Zeichner, Oliver A Cornely et al

단일군 공개 시험인 VITAL study를 통해 전세계 34개 센터에서 모균증을 포함한 침습성 진균 질환을 갖는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모집 하였습니다. Isavuconazole 200mg은 정맥 혹은 경구로 투여 되었으며, 침습성

진균질환의 치료 성공 혹은 치료 실패를 종료점으로 하였고, 기간은 180일(또는 그 이상까지도)까지 관찰 하였습

니다. 1차 종결점(End point)인 전체 반응 결과를 치료성공(완전반응, 부분적 반응) 또는 치료실패(질환상태 변

동 없음, 질환 악화)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나누었고, 데이터 검토 위원회(Independent data review

committee)에서 연구자와 독립적으로 그 결과를 검토 하였습니다..

VITAL study에서 Isavuconazole로 1차 치료 받은 시험군은 FungiScope Registry로 전세계 17개 센터에서

모집된 Amphotericin B로 1차 치료를 받은 대조군과 매치되었고, 42일 동안 사망률을 분석 하였습니다.

모균증(Mucormycosis)은 흔히 발

생하지는 않지만 사망률이 높고 치료

방법이 거의 없는 침습성 진균 질환

입니다.

Isavuconazole은 생체 외 검사 실

험(in vitro)과 동물시험에서 털곰팡

이목(order Mucorales)에 대한 활성

을 나타내는 Triazole계 약물 입니다.

모균증 치료에 대한 Isavuconazole

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하

고 , 환 자 - 대 조 군 분 석 을 통 해

Amphotericin B와의 효과를 비교

하였습니다.

VITAL study 에서 2008년 4월 22일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37명(1차 치료군 21명, 재발치료군 11명, 타

항진균제 내성군 5명) 의 모균증 환자들이 84일의 중앙값(IQR 19-179, range 2-882) 동안 Isavuconazole로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 시작 42일 후 4명의 환자(11%)가 부분 반응을 보였고, 16명(43%)은 질환 상태의 변동이

없었으며, 1명(3%)은 질환이 악화 되었습니다. 3명(8%)은 평가가 누락 되었고, 13(35%)명이 사망 하였습니다.

35명의 환자(95%)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며 그 중 28명(76%)에서는 심각했습니다. 42일 째의 모든 원인의 조

(crude)사망률은 Isavuconazole 1차 치료군에서 33%(7/21) Amphotericin B 치료군 41%로 유사하였습니다

(weighted all-cause mortality: 33% vs 41%; p=0.595).

Isavuconazole은 모균증에 대한 활성이 amphotericin B과 efficacy 측면에서 유사함을 보였습니다.

Isavuconazole은 모균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며 좋은 내약성을 보였습니다.

Lancet Infect Dis . 2016 Jul;16(7):828-837. doi: 10.1016/S1473-3099(16)00071-2. Epub 2016 Mar 9.

논문 리뷰. 이형우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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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제정보 - 항균효과가 있는 한약

글. 이유나 한약사

세균과 곰팡이 등의 미생물은 많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이에 한방에서의 항균작용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천연 항균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한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Reference
1) Kim MS, et al. Korean J Food Sci Technol. 2000;32(4):949-958  2) Yoon JM, et al. J Korean Wood Sci Technol.   
2021;49(2):142-153  3) Cha JY, et al. Journal Of Life Science. 2008;18(2):228-233  4) Lee DY, et al. Korean J Clin Lab Sci. 
2019;51(2):214-220  5) Jang GH, et al. Korean J Food Sci Technol. 2000;32(6):1396-1402  6) Kim IS, et al. J Int Korean 
Med. 2014;35(4):455-471 *기원 : 대한민국약전(KP)

1. 한약재

1) 육두구
기원 : 육두구 Myristica fragrans Houttuyn (육두구과 Myristicaceae)의 잘 익은 씨로서 씨껍질을 제거한 것.
효능 : 육두구에서 분리된 limonene과 caprylic acid가 대장균, 포도상구균, 녹농균, 칸디다균, 검정곰팡이에 대한

항균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 식물 150종 중 가장 항균력이 우수하였습니다.1)

2) 정향
기원: 정향 Syzygium aromaticum Merrill et Perry (정향나무과 Myrtaceae)의 꽃봉오리
효능: 정향에서 분리된 eugenol은 칸디다 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nystatin (피부, 
질, 입안에 발생한 진균 감염 치료제)과 병용하여 사용했을 때 상승효과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2)

3) 황련
기원: 황련 Coptis japonica Makino, 중국황련 Coptis chinensis Franchet, 삼각엽황련 Coptis deltoidea C. Y. Cheng e

t Hsiao 또는 운련 Coptis teeta Wallich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의 뿌리줄기
효능: 

① 황련의 대표 구성 성분 중 하나인 berberine은 세균의 탄수화물 대사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균체내의
DNA복제에 영향을 미쳐 생장과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항균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장내 세균과 감염에 대해
강한 항균력이 있습니다.3),4)

② 황련에서 분리된 berberine과 palmatine은 충치균에 대한 항균효과, GTase에 대한 활성 억제 효과 등에 기
인하여 충치예방에 매우 우수합니다.5)

2. 한약제제 – 황련해독탕

황련해독탕은 전통적으로 염증을 낮추는 효능을 가진 처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련해독탕은 황련,황금, 황백,치
자가 동량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련의 berberine은 여러 연구에서 항균작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4)

황련해독탕과 그 구성 약재의 항균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균주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을 대상으로 디스
크 확산법을 시행한 결과, 50% 농도까지 항균효과가 확인되었고 억제환의 크기는 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났습니다. 억
제환의 크기에 따르면 황련해독탕의 구성 약재 중 황련이 가장 큰 항균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Table 1.)6)

Table 1. The Size of Inhibition Zone according to Density & Cultivating Time of Five Kinds of Extracts on S. aureus (in 
Standard Microorganism, 80 μl)



약제본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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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물이상반응사례

다음 원내 약물에 대한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변경 명령)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글. 유지윤 약사

1) 기본 정보
환자 : 83세, 여성, 35kg, ADR 증상 : Piperacillin+Tazobactam에 의한 발진(rash), 가려움증(pruritus).

2) 과거 병력 및 상세내역
상기환자 83세 여성으로 골다공증, 양 무릎의 골관절염, 좌측 대퇴골 비정형골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번

압박골절로 정형외과 F/U 하는 환자, 기관지 확장증 과거력 있었으나 특이사항 관찰되지 않은 상태로 내원 1주
일 전부터 발생한 기침, 간헐적인 혈액흔적가래, 근육통, 기침 시 발생하는 흉막의 통증으로 응급실 경유 입원함
(2021.06.04).

3) 이상사례 내용
6월 13일 9시 Piperacillin + Tazobactam(타조락탐 주) 1VL + NS 100mL mixed fluid 투약함. 14시 45

분 전신 발진(rash) 관찰되며 가려움증(pruritus) 호소함. Chlorpheniramine maleate(페니라민 주) 1AP IV
투약함. 타조락탐 주 6월 5일부터 투약되어 감별을 위해 다음 투약에서 투여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15시 타조
락탐 주 천천히 투약함. 투약 2시간 지난 후 발진, 가려움증 더 심해진 소견보이며 13일 새로 추가된 약물 없어
타조락탐 주 다음 투약은 중단함. 증상 치료 위해 Chlorpheniramine maleate(페니라민 주) 1AP IV 투약함.
이 후 항생제는 Levofloxacin(크라비트 주)으로 변경함. 6월 14일 15시 30분 발진 호전된 양상이며, 가려움증
호소 없음.

4) 문헌보고
‘타조락탐 주’의 제품설명서
- 피부 및 피하조직 : 흔하게 발진,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 

5) 평가
상기 환자의 경우 타조락탐 주 투약 9일째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약물 없는 상태에서 타조

락탐 주 투여 및 중단과 이상반응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며, 재투여 시 동일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Certain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허가사항 변경 안내 (2021년 7월, 8월)

⑥ Masi(마시) D10MGSJ
효능효과 : 경련→저마그네슘혈증에 의한 경련.

⑦ Tivicay(티비케이) DTIV50
Triumeq(트리멕) DTRMQ

이상반응 : 편형콘딜로마, 발열 등 추가.

⑧ Contrave ER(콘트라브서방정) DCTER
이상반응 : 세로토닌 증후군, 고혈압 추가.

⑨ Norzyme(노자임) DNOZM
효능효과 : 췌장암으로인한 췌담관폐쇄 적응증 삭제.
용법용량 : (식사 후→ 식사 중) 씹지 않고 복용한다.

필요에 따라 캡슐을 열어 내용물을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다.

⑩ Suglat(슈글렛) DIRFZ50
이상반응 : 고혈당증, 탈수, 발기부전 등 추가.

① Boostrix(부스트릭스) DV-DPTBSF0.5
이상반응 : 길랑-바레 증후군 추가.

② Vancomycin HCl(반코마이신염산염 주)
DW-VCM1GJ, DW-VCM500J

신경독성 또는 신독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약물(피페라
실린/타조박탐 등)과 투여 시 이상반응 증강시킬 수 있으
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Erizas Nasal Spray(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
DR -DEXA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코건조, 인후자극 등) 이상반응
반영.

④ Anorex(아노렉스) DDTRN25
효능효과 중 발작으로 인한 경직 증상 삭제.

⑤ Xgeva(엑스지바) DDESM120J
Prolia(프롤리아) DJDESM60F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통증, 대퇴골 골절 등) 이상반응
반영.

원내 보고 된 약물이상반응 사례를 재구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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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니실린계 약물에 과민반응 과거력이 있는 환자

1) 페니실린 AST가 양성이고 세팔로스포린 사용이 필요한 경우 : 해당약물 AST 실시

2) 가벼운 페니실린 과민반응 과거력이 있고 AST 가 불가능하나 세팔로스포린 사용이 필요한 경우

: Side chain이 다른 약제를 선택

3) 페니실린 AST가 음성인 경우

: 페니실린계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투여해도 과민반응 위험이 증가하지 않음

그러나 소수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Side chain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고자

하는 약물에 대한 AST도 실시 권장

3. 세팔로스포린계 약물에 과민반응 과거력이 있는 환자

1) 과민반응 병력이 있었던 항생제는 다시 투여하지 않을 것을 권장함

2) 베타락탐이 아닌 다른 계열의 항생제(퀴놀론, 마크로라이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등)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함

3) Side chain 구조가 다른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를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증량 투여 가능

4) AST가 가능한 경우

글. 정선영 약사

AST 결과가 음성 2단계에 걸쳐 증량 투여

AST 결과가 양성 사용하지 않거나 탈감작하여 투여

AST 결과가 음성 점진적으로 증량 투여

AST 결과가 양성 베타락탐이 아닌 다른 계열의 항생제를 투여

1. AST(Antibiotic skin test) :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란?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AST)는 1형 과민반응에 대한 검사로 약물 특이 IgE에 감작된 비만세포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Penicillin계 항생제는 피부반응시험의 적절한 시약과 유용성이 잘 정립되어있고, 반합성
penicillin계, Cephalosporin계 항생제는 적절한 시약과 유용성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피부반응시험
이 과민반응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기타항생제는 피부반응시험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는 않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약물의 비자극성 농도를 확인한 후 피부반응검사를 시
행할 수 있으나 표준화된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Q. 페니실린계 약물에 과거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티암 주사를 맞으셔야 하는데 AST를 시행 해
야 할까요?

약품 정보실 질의응답 사례는 약품정보실에 문의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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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성분 및 함량
상품명

(제약회사)
비고

DC-PCZ50  Procarbazine 50mg/Cap
Natulan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DC-DFNB75 Dabrafenib mesylate 75mg/Cap
Rafinlar

(노바티스)
항악성종양제

DC-TTNB2 Trametinib 2mg/Tab
Meqsel

(노바티스)
항악성종양제

DRVZMB300J Ravulizumab 300mg/Vial 
Ultomiris

(한독)
기타의생물학적제제

DC-PEGASJ Pegaspargase 750U/mL
Oncaspar
(세르비에)

항악성종양제

DOPCN50 Opicapone 50mg
Ongentys
(SK케미칼)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DCPR2 Chlorpheniramine maleate 2mg/Tab
Peniramin

(유한)
항히스타민제

DUNBER15 Upadacitinib 15mg/Tab
Rinvoq ER
(애브비)

자격료법제
(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DRSKMB75F Risankizumab 75mg/0.83mL
Skyrizi PFS
(애브비)

자격료법제
(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DPRAR5
DPRAR10

Perindopril arginine 5mg
Perindopril arginine 10mg

Acertil arginine
(세르비에)

혈압강하제

DTENGMSR
1정 중 Teneligliptin 10mg, 
Metformin hydrochloride 750mg 

Tenelia M SR
(한독)

당뇨병용제

DJIFLM120PEN Infliximab 120mg/Pen
Remsima Pen

(셀트리온)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DN-HMP20J Morphine sulfate 20mg/2mL Amp 
Highmol
(비씨월드)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DN-TGCR80
1정 중 Oxycodone 80mg, Naloxone HCL 
40mg

Targin PR Tab
(먼디파마)

합성마약

DMJTPM25
DMJTPM100

Topiramate 25mg/Tab
Topiramate 100mg/Tab

Topamate Tab
(명인)

항전간제

DJDLX30
DJDLX60

Duloxetine 30mg/Cap
Duloxetine 60mg/Cap

Duxela Cap
(한림)

정신신경용제

DH-JTRI4 Triamcinolone 4mg/Tab
Tracinone Tab

(초당)
부신호르몬제

DD-ESTD
Estradiol hemihydrate 1.033mg/1g(1mg 
as estradiol) Pk

Divigel Gel
(현대)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DJPDNJ
Polydeoxyribonucleotide sodium 
5.625mg/3mL Amp 

New-DN Inj
(대한뉴팜)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DNBVL2.5
Nebivolol hydrochloride 2.725mg 
(Nebivolol 2.5mg)/Tab

Nebistol Tab 
(경풍)

혈압강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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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본부 소식

▶ 2021.07.28-29 AAHRPP(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임상연구분야
의 국제 인증) 2차 재인증 및 인터뷰 수행

▶ 2021.08.03 약대생 필수실습 시작

코드 성분 및 함량
상품명

(제약회사)
비고

DTDF5C
DTDF10C
DTDF20C 

Tadalafil 5mg/Tab
Tadalafil 10mg/Tab
Tadalafil 20mg/Tab

Gugu Chew Tab
(한미)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DJROSZ10
DJROSZ20
DJROSZ5

1정 중 Ezetimibe 10mg, Rosuvastatin 10mg
Ezetimibe 10mg, Rosuvastatin 20mg
Ezetimibe 10mg, Rosuvastatin 5mg

Crezet Tab
(대웅)

동맥경화용제

DJATOZ10
DJATOZ20
DJATOZ40

1정 중 Ezetimibe 10㎎, Atorvastatin 10mg
Ezetimibe 10㎎, Atorvastatin 20mg
Ezetimibe 10㎎, Atorvastatin 40mg

NB-Zet Tab
(NBK)

동맥경화용제

DJCBLSJ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215.2mg/mL/Vial

Cerebrain Inj
(대웅바이오)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DO-LPD0.4 Loteprednol etabonate
0.5%/0.4mL/Tube (30EA/box)

Lotepro Ophthalmic 
Suspension 0.5% 0.4mL

(한림)
안과용제

DCHS5 (향정)Chloral hydrate 500mg/5mL Pocral Syr
(한림)

최면진정제

DJTZD25 Trazodone HCl 25mg/Cap Trazodone HCl Cap
(명인)

정신신경용제

DI-TTPRSM
DI-TTPRSR

Tiotropium 1.02mg(Tiotropium bromide 
monohydrate 1.27mg)/4.5mL Btl

Spiriva Respimat
(베링거인겔하임)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DI-VHVAM
DI-VHVAR

(1BTL=60Puff) 1Puff 중 Tiotropium 2.5mcg, 
Olodaterol 2.5mcg

Vahelva Respimat
(베링거인겔하임)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DC-JBDM100J
DC-JBDM25J

Bendamustine HCl 100mg/Vial
Bendamustine HCl 25mg/Vial

Bencord Inj
(보령)

항악성종양제

DC-LZNB80 Lazertinib 80mg/Tab Leclaza Tab
(유한)

항악성종양제

DBSS5BG

(1Bag=500ml) 100ml 중 NaCl 640mg, Pot. 
chloride 75mg, MgCl2 30mg, Ca chloride 
48mg, Sod. acetate 390mg, Sod. citrate 
170mg(Total Na+ 367.3mg, Total Cl-
457.5mg)

BSS Plastic Bagtype
(알콘)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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