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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요산혈증은 혈액 내 요산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로 고혈압, 

신질환, 대사성 증후군, 통풍,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다. 특히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요산 배설의 감소로 

고요산혈증 발생율이 높고, 이는 다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킨다. 만성신질환 환자(chronic 

kidney disease, CKD)에서 심혈관 질환이 가장 흔한 사망원인인 

만큼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고요산혈증의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만성 고요산혈증의 치료제로 요산생성을 억제하는 잔틴 

산화효소 억제제(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질환 환자에서 allopurniol은 

치명적인 약물 부작용인 allopurinol 과민증후군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또한 allopurinol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하여  만성신질환 환자에서의 

allopurinol의 고용량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는 

allopurinol 불응성 고요산혈증인 만성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allopurinol대체 신약인 febuxostat의 시간에 따른 요산감소 효과와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받은 성인 

만성신질환 환자 중 allopurinol 불응성 고요산혈증으로 

febuxostat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전후 

비교연구이다. Febuxostat 복용 직전, 복용 후 4주, 12주,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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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에서의 혈중 요산 농도와 각 시점에서 치료 목표 요산 

수치(<6.0 mg/dL)에 도달한 환자 비율(response rate)을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subgroup 연구로 CKD stage 3, 4, 5 군에 따른 

요산감소효과 차이를 관찰하고, 환자의 특징들 중 치료 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였다. Febuxostat의 안전성으로 

연구기간 동안 총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관련 이상반응을 보고자 

하였다.  

 

  총 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febuxostat 복용 전에 비해 

복용 후 모든 시점에서 요산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p=.0001), 

치료 반응률 또한 복용 전에 비해 복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p=.0001). Subgroup 분석 연구 결과 CKD stage 3, 

4, 5 군에 따른 febuxostat의 효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신장기능의 악화와 관계없이 febuxostat의 효과가 유효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Febuxostat 치료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풍이 있는 환자에서 치료반응 실패 위험률이 4.32 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95% CI, p=.029). 총 36주의 

연구기간 동안 보고된 이상반응은 통풍성 관절염 2.53%(2/79), 

간수치(AST/ALT) 상승 1.26%(1/79), 발진 1.26% (1/79), 

기타(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원인 1.26%(1/79)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약물관련 이상반응은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중증의 신장애 환자를 포함한 만성신질환 

환자 중 allopurinol 불응성인 고요산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febuxostat 사용 시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하는 첫 연구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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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으며, allopurinol에 불내약성(intolerable)이 있거나 

비반응성(non-response)인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febuxsostat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어 : Febuxostat, Allopurinol, 만성신질환, 고요산혈증, 

allopurinol 불응성, 통풍 

학   번 : 201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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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1 고요산혈증 (Hyperuricemia) 

고요산혈증은 혈액 내에 요산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로 퓨린 

함유 식이1, 음주2, 고요산혈증 유발 약제, 가족성 소아 고요산혈증 

신병증(Familial juvenile hyperuricemic nephropathy; FJHN)와 

같은 유전성 질환 및 대사성 질환 등에 의해 유발3되며  

고요산혈증으로 인해 고혈압,4, 5 신질환,6, 7 대사성 증후군,8 통풍,9 

및 심혈관질환10-13의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정상적으로 70%의 

요산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데14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요산의 배설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 고요산혈증의 

발생이 높으며,15 이는 다시 고혈압과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게 된다.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은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고,16, 17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약 15배나 높으므로16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고요산혈증의 조기치료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1.2 고요산혈증 치료제로서의 Allopurinol 

현재 만성 고요산혈증의 치료제로 요산생성을 억제하는 잔틴 

산화효소 억제제(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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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산배설을 촉진제(uricosuric agent)인 benzbromarone 또는 

probenecid를 사용하며, 특히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잔틴 

산화효소 억제제가 첫 번째 치료 요법으로 추천된다(evidence 

A).18 잔틴 산화효소 억제제 중 고요산혈증과 통풍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요산저하제19인 allopurinol은 초기에 100 mg의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일주일 단위로 100 mg씩 증량하여 조절하는 

것이 권장되고18 허가된 용량 범위는 50-800 mg/day이다.20  

 

1.3 Allopurinol의 불응성(Refractory) 

최근들어 allopurinol을 300 mg까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혈중 요산수치에 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용량을 사용하거나 

다른 약제와의 병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9, 21 

뿐만 아니라 allopurinol은 치명적인 약물 부작용인 allopurinol 

과민성 증후군(hypersensitivity syndrome; AHS)으로 중증의 

피부발진, 열, 신기능 악화와 같은 증상22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신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런 부작용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하므로23-26 신질환 환자에게서 주의깊은 사용이 요구된다. 또한 

또한 allopurinol은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기능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증증 신장애 환자에서 allopurinol의 

고용량 사용은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목표하는 혈중 요산수치에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듯 allopurinol의 효과가 부족하거나 AHS 등으로 인해 

불내약성(intolerance)인 만성 고요산혈증 및 통풍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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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febuxostat이 개발되었으며, febuxostat은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신질환 환자들에게 

고요산혈증 및 통풍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4 선택적 잔틴 산화효소 억제제인 Febuxostat 

Febuxostat(2-[3-cyano-4(2-methylpropoxy)-phenyl]-

4-mehtylthiazole-5-carboxylacid)은 2009년 FDA에서 

통풍환자의 만성고요산 혈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새로운 경구 

비퓨린계 고활성 잔틴 산화효소 억제제(nonepurine based 

xanthine oxidase inhibitor)이다. Febuxostat의 기전은 잔틴 

산화효소의 활성화 부위에 단단히 결합하여 퓨린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고, 하이포잔틴(hypoxanthine)과 잔틴으로부터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Allopurinol의 기전과 주요한 

차이점은 allopurinol이 산화형의 잔틴에만 결합하는 것과 달리 

febuxostat은 산화형과 환원형 모두에 결합하여 빠르고 강하게 

잔틴을 억제하므로26, 27 allopurinol에 비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동물시험에서는 febuxostat이 allopurinol에 비해 10-

30배 더 잔틴효소의 억제 효능이 우월했음이 밝혀졌으며,28 시험관 

실험에서 소우유에서 추출된 잔틴 산화효소의 산화형과 환원형을 

각각 Ki 0.6 nM, Ki’3.1 nM의 크기로 억제하였음을 보고하였다.27 

뿐만 아니라 febuxostat은 초기 투여 2주 후에 요산 수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만큼 효과 발현 시점이 빠르므로29 효과적인 

allopurinol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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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ebuxostat의 약동•약력학적 특성 

Febuxostat은 경구로의 흡수가 용이하며 (경구 생체이용률 

84%), 음식물이 febuxostat의 흡수 속도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식사와 상관 없이 투여할 수 있다.30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한 febuxostat 용량증가에 대한 안전성, 약동학 및 약력학 

연구에서 10-240 mg을 14일 동안 경구투여 후 항정상태(steady 

sate)에서 측정된 분포용적의 범위는 33-64 L였으며30 대부분 

혈중에서 알부민과 같은 단백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결합력 

99%).31 Febuxostat의 반감기는 5-8시간이며31 최대 혈중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0.5-1.3 hr로 나타났다.32 

Febuxostat의 대사는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며, 이인산 우리딘 

글루크론산 전이효소(Uridine diphosphate glucuronosyl 

transferase) 시스템을 통해 대사되어 시토크롬 P-450 

(cytochrome P450) 시스템에 의해 산화된 후 소변과 대변을 통해 

대사체(67M-1, 67M-2, 67M-4)가 배설된다.33 경증 및 중등도 

간장애가 febuxostat의 약물동태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33 

간장애 환자에서는 특별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며, 경증 및 

중등도 신장애 환자(CLcr 30-80 mL/min)에서도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아,34 신질환 환자에서도 febuxostat 용량조절이 

용이하다. 하지면 여전히 사구체 여과율(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 MDRD-GFR)이 30 

mL/min/1.73m2 미만인 환자에서의 febuxostat의 안전성과 효과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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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Febuxostat의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현황 

 

1.6.1 Febuxostat의 유효성 연구 

총 3978환자를 대상으로 한 Tayer JH, et al. (2012)29 

연구에서 febuxostat과 allopurinol의 목표 요산 수치에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febuxostat 40 mg 투여군을 

제외하고는 (allopurinol 300 mg 투여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RR1.1; 95% CI 0.94 - 1.2]) 모든 용량(80 mg, 120 mg, 

240 mg)에서 febuxostat 투여군이 allopurinol (신기능에 따라 

200 mg 또는 300 mg) 투여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효과를 

보였다(각각 1.8배 [95% CI 1.6-2.1], 2.2배 [95% CI 1.91-

2.45], 2.3배 [95% CI 1.7-3.0]). 임상적인 면에서도 febuxostat 

투여군에서 통풍발작(gout flare) 빈도수 감소, 통풍결절(tophi)의 

크기와 개수의 감소를 보였다.29 그러므로 febuxostat 투여는 

allopurinol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요산 수치를 6 mg/dL 

미만으로 감소시키고 통풍발작과 통풍결절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1.6.2 Febuxostat의 안전성 연구 

4개의 대표적인 무작위 비교(febuxostat과 allopurinol),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19, 35-37과 장기 연구(3년, 5년)인 

2개의 개방형 임상시험38, 39을 대상으로한 Tayer JH, et al. 

(2012)29에서 보고된 febuxostat의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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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간기능 수치, 설사, 두통, 관절관련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와 결합조직 관련 징후 및 증상이었으며; 관찰된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mild)이거나 중등도(moderate)였다. 심혈관계 

관련 중증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으나, febuxostat과 관련된 

중증의 부작용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29  

 

그러나 기존에 진행 되었던 febuxostat과 allopurinol의 비교 

연구는 대부분 통풍 환자의 고요산혈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거나, 통풍 발작의 예방효과를 줄인다는 보고이거나, 소수의 

만성신질환 환자만을 포함시키고 있어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고요산 혈증에 대한 febuxostat과 allopurinol의 요산 강하효과 

연구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febuxostat과 allopurinol을 

동시간에 비교한 논문은 존재하나 allopurinol에 반응이 없거나 

불내약성(intolerance)이어서 febuxostat으로 전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무하고, 한국에서 만성신질환 환자의 

고요산혈증 치료에 대한 febuxostat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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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중증의 신장애 환자를 포함한 

만성신질환 환자 중 allopurinol 불응성인 고요산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febuxostat 사용 시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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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받는 18세 

이상의 성인 만성신질환 환자 중 allopurinol 불응성 

고요산혈증으로 febuxostat을 처방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Allopurinol 불응성 고요산혈증이란 환자 개인의 신기능 및 

간기능에 따른 allopurinol의 최대용량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중요산 수치가 6.0 mg/dL 이상인 경우와18, 40 allopurinol 

불내약성으로 allopurinol을 복용할 수 없어 혈중 요산수치가 6.0 

mg/dL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란 변수를 가지거나, 

적절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주 14잔 이상의 

음주력이 있는 환자, 투석환자, AST/ALT(aspartate 

aminotransferase/alanine aminotransferase)가 정상범위의 

상한선보다 2배 높은 수치를 가지거나, 단기적으로 febuxostat을 

사용했거나 자의적으로 febuxostat 복용을 중단한 환자, 

febuxostat이외의 요산 감소 치료제 복용력이 있는 환자, 이차성 

고요산혈증 유발가능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차성 

고요산혈증은 febuxostat 복용 기간 동안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타크롤리무스(tacrolimus), 

티아지드(thiazide) 등의 약물을 병용하거나, 항암치료 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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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polycytemia vera), 자간전증 

(preeclampsia), 악성 고혈압(malignant hypertension), 횡문근 

융해(rhabdomyolysis)로 인한 급성신부전 등의 동반질환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바터 증후군(bartter's 

syndrome), 만성 베릴륨 중독증(chronic beryllium disease), 

FJHN과 같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만성 고요산혈증 환자도 

제외하였다. 

 

제 2 절 연구 디자인 

 

본 연구는 allopurinol 불응성 또는 불내약성 환자에서 

febuxostat 사용의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하는 후향적 전후 

비교연구이다.  

 

제 3 절 연구 내용 

 

3.1 유효성 평가 

1) Febuxostat 복용 후 시간에 따른 평균 요산 수치의 변화 

분석 

 Febuxostat 처방받은 날 또는 allopurinol 마지막 

복용일 후 첫 febuxostat 복용 날짜와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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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과 febuxostat 처방 후 4주, 12주, 24 주, 36 주 째 

각 시점에서 평균 혈중 요산 수치를 평가함. 

2) Febuxostat 복용 후 시간에 따른 목표 요산 수치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 분석 

 Febuxostat 처방받은 날 또는 allopurinol 마지막 

복용일 후 첫 febuxostat 복용 날짜와 가장 가까운 

시점과 febuxostat 처방 후 4주, 12주, 24 주, 36 주 째 

각 시점에서의 혈중 요산 수치가 6.0 mg/dL 미만인 

환자 비율을 평가함.18 

 

3.2 안전성 평가 

3) 약물유해반응(Treatment-related adverse drug event; 

ADR) 

 Febuxostat 복용 전에 관찰되지 않은 증상이 복용 후 

새로이 나타나는 증상을 평가함. 

 

3.3 Subgroup Analysis 

4) GFR에 따른 세군 (CKD stage 3, 4, 5)을 대상으로 febuxostat 

복용 후 시간에 따른 평균 요산 수치의 차이 비교 

 CKD stage 3 (30<GFR≤60 mL/min), CKD stage 4 

(15<GFR≤30 mL/min), CKD stage 5 (15≤GFR 

ml/min) 군에서 febuxostat 복용 전, 복용 후 4주, 

12주, 24 주, 36 주 째 평균 요산 수치를 구함(각 C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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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KDOQI guideline에 따라 분류한다.41). 

 세 군의 시간에 따른 평균 요산 수치의 변화 정도를 

비교함. 

2) GFR에 따른 세군(CKD stage 3, 4, 5)을 대상으로 

febuxostat 복용 후 시간에 따라 혈중 요산 수치가 6.0 

mg/dL 미만에 도달하는 피험자의 비율 

 CKD stage 3-5군에서 febuxostat 복용 전, 복용 후 

4주, 12주, 24 주, 36 주째 혈중 요산 수치가 6.0 

mg/dL 미만인 환자 비율을 구함. 

 세 군의 시간에 따른 치료 반응률(혈중 요산 수치가 6 

mg/dL 미만에 도달한 환자 비율)을 비교함. 

3) 치료 반응율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징 

 Febuxostat 복용 전 환자들의 각 baseline 특징(성별, 

나이, 신체비만지수 (Body mass index, BMI), GFR, 

알코올 복용 유무, allopurinol 사용기간, 병용질환, 

병용약물) 중 치료 반응이 없을 위험율(Odds ratio, 

OR)를 구함.    

 치료반응에 실패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baseline 특징은 무엇인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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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수집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바탕으로 

대상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후향적으로 수집하였다. 

 

4.1 환자군의 기본 특성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최초 febuxostat 처방 받은 날 

또는 처방 받기 전 마지막 날에 평가 하였다. 

 성별, 나이, BMI, 혈중 요산 수치, 혈중 크레아틴 농도, 

MDRD-GFR, 알코올 섭취량, allopurinol 복용기간, 

만성신질환의 원인 질환, 병용 질환, 통풍 유무, 통풍 

지속기간, 연구기간 동안 약물 이상반응 여부42 

 

4.2 임상적 지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febuxostat 처방 받은 날 또는 

처방 받기 전 마지막 날에 검사 시, febuxostat 처방 받은 

이후 4주, 12주, 24주, 36 주의 검사 수치를 수집하였다. 

 Serum uric acid, serum creatinine, GFR, AST/A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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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전성 

  

 Febuxostat 복용 전에 관찰되지 않던 증상이 복용 후 새로이 

나타난 증상으로 아래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인과관계 18 

① 확정 (Definite) 

- 이 약 투여와 이상반응 발현의 시작 순서가 타당하거나 

독성 수치가 혈중 또는 조직에서 발견되는 경우 

- 다른 어떤 이유보다 본 제 투여에 의해 가장 개연성 

있게 설명되는 경우 

- 투여 중단으로 이상반응이 사라지거나 재투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이상반응이 이 약 또는 동일계열의 약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와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 

② 가능 (Probable) 

- 이 약 투여와 이상반응 발현의 시작 순서가 타당한 경우 

- 이상반응이 이 약 또는 동일계열의 약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와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  

- 투여 중단으로 이상반응이 사라지는 경우 

-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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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정 (Possible) 

- 이 약 투여와 이상반응 발현의 시간적 순서가 타당한 

경우 

- 이상반응이 이 약 또는 동일계열의 약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와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이상반응이 환자의 질환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④ 불확실 (Doubtful) 

- 이상반응이 이 약의 투여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더욱 

개연성 있게 설명되는 경우 

 추정 (Possible) 이상을 약물 관련 이상반응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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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통계 방법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피험자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 및 

임상병력자료에 관하여 기술통계량을 구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febuxostat 복용 전에 비해 복용 후 각 

시점에서의 평균 요산 수치 변화량은 Wilcoxon signed rank test 

사용하였고, febuxostat 복용 전에 비해 복 용 후 각 시점에서 목표 

혈중 요산 수치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response rate)을 평가할 

때에는 Fisher’s exact test로 유의성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만성신질환 환자 세 군(CKD stage 3, 4, 5)을 대상으로 GFR 

감소에 따른 febuxostat 복용 후 4주, 12주, 24주, 36주마다 평균 

요산수치의 차이를 평가할 때에는 Kruskal-Walis test로 측정하고; 

세 군의 치료 반응률 평가 시에는 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Kruskal-Walis test 측정 시 유의성은 bonferroni 

correction으로 교정 후 판단하였다.  

 

모든 기저선 특징들과 febuxostat 복용 24주 후 치료 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단변량으로 각각 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요인들(통풍 질환이 있는 그룹,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s, ARB] 복용한 

그룹)만으로 다시 Logistic regresssion으로 평가하였다. 단변량 

분석 시 이뇨제복용, statin 복용, CCB (calciu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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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ers)복용, BB(β-blocker)복용, 고지혈증과 치료 반응률간의 

관계는 chi-squaure test; 성별, 통풍, 음주, 흡연, 살리실산 

복용(≥325 mg), 혈압약 복용, ARB 복용, ACEi  (Angiotensin-

converting-enzyme inhibitor) 복용, 심혈관질환 (cardiovascular 

disease, CVD), 고혈압, 당뇨, 간질환과 치료 반응률 간의 관계는 

칸 수가 5이하인 변수가 존재하여 Fisher’s exact test로 

검증하였다.  Two by K test를 사용한 단변량으로는 CKD (stage 

3, 4, 5) 군, 기저선에서 sUA군, BMI군이 있다. 또한 연속변수인 

나이, BMI, GFR은 student t- test로 측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변수들 간의 교호작용(Interaction)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을 최소화하였다.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은 후향적으로 모집한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intention to treat (ITT)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통계 분석의 

결과는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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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대상환자 특성 

 

2012년 12월까지 외래에서 febuxostat을 처방받은 

allopurinol 불응성 고요산혈증 환자 중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총 79명이며 환자군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성이 

72명(85.7%), 연령은 평균 56세(19-93), 평균 BMI는 24.35 

kg/m2로 정상이었다. 기저선 혈중 요산 수치는 9.5 mg/dL, 

MDRD-GFR은 총 평균 24.5 mL/min/1.73m2로 CKD stage 3 

군의 경우 20 mL/min/1.73m2, CKD 4 stage 군은 38 

mL/min/1.73m2, CKD stage 5 군의 경우 24 mL/min/1.73m2였다. 

일주일에 14잔 이하의 음주력이 있는 환자는 총 11명 이며, 

febuxostat 복용 이전 allopurinol 복용기간은 평균 3년 (0.04-

12.38년)이였다. 만성신질환의 원인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사구체신염(Glomerulonephritis)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이 18%, 당뇨 13%, 기타 질병 5% 순으로 나타났다. 

병존질환의 경우 고혈압이 78.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순서대로 고지혈증 36%, 통풍 34%, 심혈관질환 24%, 

당뇨 19%, 갑상선질환 8%, 간질환 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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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효성 평가 

 

1) Febuxostat 복용 전과 복용 후 4주, 12주, 24주, 36주의 평균 

혈중 요산 수치 비교 

Febuxostat 복용 전에 비해 복용 후 시간에 따른 평균 혈중 

요산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004) 

[Table 2]. 기저선 평균 혈중 요산 수치인 9.5 mg/dL에서 

febuxostat 복용 4주 후 평균 혈중 요산 수치는 6.11 mg/dL로 

감소하였으며, 12주 후부터는 5.72 mg/dL, 24주째에 5.63 mg/dL, 

36주째에 5.64 mg/dL로 치료목표수치인 6.0 mg/dL이하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12 주).  

 

2) Febuxostat 복용 전과 복용 후 4주, 12주, 24주, 36주의 치료 

목표 혈중 요산 수치에 도달하는 환자 비율 비교 

Febuxostat 복용 직전의 치료 목표 혈중 요산 수치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은 febuxostat 복용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4주째 

45%(33/73), 12주째 53%(39/73), 24주째 66%(35/53)로 

증가했으며, 36주째에는 44%(7/16)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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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ubgroup 분석 평가   

 

1) 만성신질환 환자 세 군(CKD stage 3-5)에서 febuxostat 복용 

후 4주, 12주, 24주, 36주의 평균 혈중 요산 수치 변화 비교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만성신질환 환자 세 군(CKD stage 

3-5)의 febuxostat 복용 후 평균 요산 수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24주째와 

36주째를 제외하고 CKD stage 5 군이 CKD stage 3, 4 군에 비해 

평균 요산 수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CKD 군이 일정할 때에는 

시간에 따른 기저수치와의 평균 혈중 요산 수치의 변화는 총 

79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 CKD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01). 

 

2) 만성신질환 환자 세 군(CKD stage 3-5)에서 febuxostat 복용 

후 4주, 12주, 24주, 36주의 치료 반응률 비교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세 군을 대상으로 febuxostat 복용 후 

요산 수치가 치료목표(<6.0 mg/dL)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5]. Febuxostat 복용 후, 전과 비교 시 모든 

시점에서, 세군 간의 치료 반응률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CKD 

stage 3, 4 군은 CKD stage 5 군에 비해 치료 반응률이 높다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었다. CKD stage 3 군과 4 군의 평균 치료 

반응률은 4주, 12주, 24주, 36주에 각각 50.48%, 55.55%, 72.08%, 

50%였으며, CKD stage 5 군의 경우 40%, 63.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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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3) Febuxostat 복용 24주 후 치료 반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혈중 요산 수치가 치료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환자의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저선 특징과 febuxostat 

복용 후 치료 반응률이 가장 높았던 24 주째에 치료에 실패한 환자 

비율의 관계를 [Table 6]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료반응 실패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ARB 복용 

여부는 치료반응 실패율과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p=.167), 통풍질환만이 유의성을 보였다(p=.029).  

 

통풍이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에 비해 치료반응에 실패할 

환자의 비율, 즉 치료에 실패할 OR이 4.32 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95% CI, p=.029). 그러므로 통풍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febuxostat 복용 24주 후 혈중 요산 

수치가 6.0 mg/dL 이상으로 치료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ARB 복용도 febuxostat 복용 24주 

후 치료에 실패할 위험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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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안전성 평가 

 

총 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Naranjo scale42을 이용하여 

febuxostat 복용 직전부터 복용 후 36주 동안 발생하는 약물관련 

이상반응을 관찰하였다. 관찰한 약물 관련 이상반응으로는 발진, 

가려움증(pruritus), 피부 발진(skin eruption)과 같은 피부 부속기 

질환(skin and appendages disorders); 비정상적 간기능 검사 

결과와 같은 간 및 담도계 질환; 구역, 설사와 같은 소화기관계 

질환; 통풍성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기타 

원인이 있다. 연구 기간 동안 보고된 이상반응은 통풍성 관절염 

2.53%(2/79), AST/ALT 상승 1.26%(1/79), 발진 1.26%(1/79), 

기타(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원인 1.26%(1/79)로 보고되었다 

[Table 7]. 이들 중 febuxostat과 관련 있는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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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만성신질환을 가진 allopurinol 불응성 고요산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febuxostat 복용 후 시간에 따른 요산 감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전후 비교 연구이다. 

 

Febuxostat의 투여는 즉각적(4주 이내)으로 혈중 요산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36주 동안 효과를 지속시켰다. Febuxostat 복용 

전과 복용 후 모든 시점(4주, 12주, 24주, 36주)에서 평균 요산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치료목표 요산 수치(혈중 요산 수치가 

6.0 mg/dL 미만)에 도달한 환자 수의 비율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기존에 allopurinol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febuxostat으로 전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없었으나, 통풍환자를 대상으로 febuxostat과 allopurinol을 

비교한 논문에서 febuxostat 투여군과 allopurinol 투여군 모두에서 

2주 이내로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요산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치료목표 요산 수치(혈청 요산 수치 < 6.0 mg/dL)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은 febuxostat군이 allopurinol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했다19, 35. 뿐만 아니라 Tayar et al. 201229에서는 

febuxostat 80mg과 120mg 투여 군에서 allopurinol 투여 군에 

비해 혈중 요산 수치가 6.0 mg/dL에 도달 한 환자의 비율이 각각 

1.8배와 2.2배 더 높아 febuxostat이 우세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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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 stage 3, 4, 5 세 군에서 febuxostat 복용 후 평균 혈중 

요산 수치의 차이와 치료목표 요산 수치에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CKD 단계 악화(GFR의 

감소)와 관련 없이, febuxostat의 요산 감소 효과가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Mayer MD, et al. 200534와 

Tatsuo H, et al. 201143 연구에서도 경증(CLcr 50-80 

mL/min/1.73m2), 중등도(CLcr 30-49 mL/min/1.73m2), 

중증(CLcr 10-29 mL/min/1.73m2)의 신장애 환자에게 

febuxostat 80mg을 하루에 한번 일주일 동안 투여한 결과 혈중 

요산 수치의 퍼센트 감소가 신기능과 관련 없이 유사한 효과를 

보였음을 보고했다. Schumacher HR, et al. 200939의 5년간의 

장기간 관찰연구로 93%(54/58)의 환자에서 치료목표 요산 수치에 

도달했으며, 환자간 신기능에 따른 약효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3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CKD stage 3, 4 군이 CKD 

stage 5 군에 비해 더 높은 치료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CKD 

stage 5 군이 3, 4 군에 비해 GFR이 더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요산의 청소율의 감소로 혈중 요산수치가 높아지는 것34에 기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 환자에서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치를 

분석하였으므로 만성신질환이 비가역적으로 GFR 감소를 보인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44, 36주째의 요산 수치가 앞의 시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치료 반응률도 감소(4주, 12주, 24주, 36주에 각각 

45.2%, 53.4%, 66.0%, 43.8%)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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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이 낮은 CKD stage 5 군이 CKD stage 3, 4 군에 비해 치료 

반응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febuxostat 

복용 36주째에 보고된 43.8%의 치료 반응률은 기존의 allopurinol 

효과에 비해 비열등한 값이며,29 CKD stage 3, 4 군과 5군의 치료 

반응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GFR 감소가 치료 

반응률을 감소시키는 경향은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 GFR이 

감소하여도 febuxostat의 요산 감소 효과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기존 논문34, 35은 CKD stage 2, 3 군, 또는 소수의 CKD stage 4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CKD stage 5 군과 같은 중증 신질환 

환자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통풍 이력이 있는 환자에서 통풍 이력이 없는 환자에 비해 

치료목표 혈중 요산 수치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통풍의 가장 큰 원인은 고요산혈증이며(sUA ≥6.8 mg/dL)40,45 

고요산 혈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통풍환자에서 febuxostat의 요산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 

통풍은 관절의 활막액과 다른 조직에 요산 일나트륨 결정 

(monosodium urate crystal, MSU)이 침전되어 발생하는 염증성 

관절염으로,18, 40 요산결정체가 신수질의 간질에 침착되어 만성 

염증반응을 일으켜 만성 실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18  

 

두 번째, MSU뿐 아니라 요산자체에서 유도된 혈관 염증반응 

싸이토카인(e.g.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



 

26 

 

a]; 인터루킨[interleukin, IL] 1,6,8; 류코트리엔[leukotriens]; 

알라민[alarmins]; 보체[complements] 등)에 의해 혈관이 

손상되고40, 레닌-안지오텐신계의 활성화와 산화질소합성효소 1 

발현의 억제는 고혈압과 같은 제반 합병증을 발생시켜 간접적으로 

신기능에 영향을 끼친다.46 즉, 혈관손상과 신기능장애가 혈중 요산 

배설을 감소시키고, 고혈압으로 인한 허혈상태는 요산 합성을 

증가시켜 고요산혈증의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또한 요산수치가 9.0 mg/dL 이상으로 5년 이상 지속된 환자의 

22%가 통풍에 걸린다40는 보고가 있는 만큼 통풍이 있거나 이력이 

있는 환자는 통풍이 없는 환자에 비해 고요산혈증에 노출되어 있던 

시간이 평균적으로 길어 신기능 저하로 인한 요산배설 기능이 더욱 

더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통풍 

질환은 febuxostat 복용 후 치료목표 요산 수치에 도달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위험요소이며, 다른 약물치료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통풍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들의 식이 습관이 

고요산혈증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5만 명의 남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1에서 육류, 해산물 

섭취가 통풍의 원인임을 보고했다. 이러한 식생활의 서구화는 비만, 

당뇨, 고혈압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지며, 곧 혈중 요산 증가와 

통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4, 5, 8, 9 식이 요인은 본 연구의 환자가 

이전에 복용하던 allopurinol의 치료에 실패하게 한 원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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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향적 연구의 제한으로 요산수치를 증가 

시키는 식이요인을 조절할 수 없었으므로 febuxostat의 치료반응 

실패율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식이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고요산혈증과 통풍의 치료로 

약물뿐만 아니라 비 약물 요법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18. 

 

Febuxostat 복용 후 총 36주 동안 근골격계 장애 

2.53%(2/79), 간 및 담도계 장애 1.26%(1/79), 피부 부속기의 

장애 1.26%(1/79), 기타 장애 1.26%(1/79)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이는 대상환자의 65%가 경증(eCLcr 60-89 

mL/min)과 중등도(eCLcr 30-59 mL/min)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Becker et al. 201035연구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발생률 5.0-5.7%(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징후와 증상), 6.9-8.3% 

(비정상적 간기능 검사), 5.6-5.8% (발진) 보다 작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이상반응은 febuxostat 약물관련 

이상반응이 아니었으며 중증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아, 36주 동안 

allopurinol 불응성 환자에서의 febuxostat의 안전성을 

입증하였다고 하겠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5년 동안 

116명의 통풍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febuxostat 치료 

연구에서도 febuxostat과 관련된 중증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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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allopurinol에 두드러기(urticaria), 발진, 

가려움증(itching) 등과 같은 피부 부속기의 부작용으로 

febuxostat으로 전환한 환자 14명 중에서, febuxostat 투여 후 

같은 부작용을 보인 환자 1명과 혈청 크레아틴 상승을 보인 1명,  

총 2명을 제외한 12명에서는 febuxostat 복용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febuxostat 연구19, 36-39 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치료기간 동안 중증의 피부발진이나 과민성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중증의 신장애 환자를 포함한 CKD stage 3-5의 만성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allopurinol 불내성환자를 포함한 allopurinol 

불응성 환자에서의 febuxostat이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Febuxostat 복용 후 처음 통풍 관절염이 발생한 환자는 총 

2명으로 약 복용을 중단할 만큼 중증의 발작(flare)은 아니었다. 2 

명의 환자는 각각 febuxostat 복용 1.2개월 후 요산 수치가 9.3 

mg/dL에서 2.9 mg/dL로 6.4 mg/dL만큼 감소, 1.8개월 후 12.4 

mg/dL에서 3.5 mg/dL로 9 mg/dL만큼 감소 하였다. Allopurinol 

투여군에 비해 febuxostat 투여군에서 짧은 시간 내(8주)에 

급작스런 요산 수치 감소로 인한 반동현상으로 급성 통풍발작 

유의하게 높았다는 보고가 있듯,37 본 연구에서도 빠르고 강력한 

febuxostat의 요산 강하 효과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급성통풍발작의 위험률은 요산감소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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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므로19 적절한 초기 용량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또한 

통풍 이력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62%로 높은47 만큼 예방적으로 cholcicine과 같은 기타 약제와의 

병용이 추천된다.48  

 

본 연구 결과를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첫 번째, 본 연구는 후향적 전 후 비교, 관찰연구로 임상적 

적용에 있어서 혈중 요산 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활습관, 식이요인, 심혈관계와 같은 동반질환, Loop 이뇨제와 

같은 약물의 장기적 사용, 지나친 음주와 같은 인자들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 선택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연구기간이 36주라는 점에서 febuxostat의 

장기적인 효능과 안전성 관찰에 제한이 있었다. Febuxostat은 

2010년 KFDA에서 허가 받은 신약으로 서울대 신장내과 외래 

환자에게 투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포함 기준에 맞는 

대상환자에서 투여된 febuxostat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더욱 짧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규모의 만성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찰 연구를 통해 febuxostat의 요산감소 효과 지속기간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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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만성신질환 환자 중 allopurinol에 불응성인 환자에서 

febuxostat을 투여 시 평균 3.5-4 mg/dL의 감소를 보였고, 목표 

요산 수치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입증하였으므로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febuxostat은 allopurinol 불응성 고요산혈증 

치료제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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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acy and Safety of Febuxostat 

in Reducing Serum Uric Acid  

of Allopurinol Refractory Hyperuricemic 

Chronic Kidney Disease Patients 
 

Chae Hee Kwak 

College of Pharam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yperuricemia is associated strongly with the development of 

hypertension, renal disease and progression, metabolic syndrome, gout, 

and cardiovascular disease (CVD). Especially in renal impairment 

patients, incidence of hyperuricemia is higher than normal population 

and this increases other complications mentioned above. Moreover, as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in chronic kidney disease (CKD) 

patients is CVD, treatment of hyperuricemia in CKD patients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For many years, allopurinol, a xanthine 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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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 has been the most widely used in chronic hyperuricemic and 

gout patients. However allopurinol administration in renal impairment 

increases the one of the fatal adverse events, allopurinol 

hypersensitivity syndrome (AHS). In addition to this, as allopurinol is 

predominantly excreted by kidneys, renal dosing is necessarily required 

to CKD patients and high dose allopurinol therapy to CKD patients has 

been limited. Febuxostat is an alternative xanthine oxidase inhibitor to 

allopurinol but hasn't been proved to CKD patients including severe 

CKD stage for treating hyperuricemi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urate-lowering(UL) efficacy and safety of daily 

febuxostat to allopurinol refractory hyperuricemia patient with CKD.    

This is a retrospective, before and after study dealing with 79 adult 

pati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o are allopurinol 

refractory hyperuricemia and prescribed febuxostat. Endpoints included 

the changes in mean serum uric acid and the proportion of all subjects 

with sUA <6.0 mg/dL at week 0, 4, 12, 36 after taken febuxostat. In 

subgroup analysis, the difference in endpoints among three CKD 

groups (CKD stage 3, 4, 5) was observed and the factors affecting on 

acheiving target sUA were analyzed. Safety assessement included the 

adverse events(AEs) highly counted in febuxostat group than in 

allopurinol group or placebo group based on compar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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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verall 79 patients once treated with allopurinol, a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urate lowering effect occured in a less than 4 

weeks after treated with febuxostat and last week 36 after taken 

febuxostat. A significantly(p=0.0001) higher percentage of subjects 

acheiving target serum uric acid(<6.0 mg/dL) after treated with 

febuxostat at week 4, 12, 24, 36 were reported than these at week 0. 

Regardless of CKD stage, febuxostat UL effect were similar.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gout was identified to be a significant(95% CI, 

p=.029) riskfactor prohibiting 4.32 times more to acheive target serum 

uric acid in CKD patients. During the 36 weeks of study period, the 

proportion of subjects experiencing AEs were 2.53%(2/79) with gouty 

arthritis; 1.26% with LFT abnormalities, skin rash, and elevation in 

serum creatinine level, respectively. Rates of ADR did not shown in 

this study. Neither severe AEs nor death occurred during the study 

period.    

 This is the first study to evaluate the urate lowering efficacy and 

safety of febuxostat to the patients having allopurinol refrectory 

hyperuricemia with chronic kidney disease, including severe renal 

failure in Korea. Considering the comparable effectiveness and safety 

thus far for febuxostat, hyperuricemic patients suffering renal 

impairment who are intolerable or non-responding to allopurinol will 

likely benefit remarkebly from this not only rapid and long lasting but 



 

39 

 

safe alternative therapy. 

 

Keywords : Febuxostat,  Allopurinol, Chronic kidney disease, 

CKD,  Allopurinol refractory,  Hyperuricemia 

Student Number : 201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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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racteristics of subjects 
 

 

Table 1. Baseline ch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  

Gender, male 
*
    72 (85.71)  

Age (year) 
†
   56 (19-93)  

BMI (kg/m
2
) 

‡
   24.35 ± 3.39  

Serum uric acid (mg/dL)
 ‡
  9.50 ± 1.67 

MDRD-GFR (ml/min/1.73m
2
)

 ‡ 
 24.55 ± 12.41 

  CKD stage III (30 to 60)
 *
  20 (25.32) 

  CKD stage IV(15 to 30)
 *
  38 (48.10) 

  CKD stage V (<15)
 *
    21 (26.58)  

Alcohol use, 1-14 (drinks/wk) 
*
  11 (13.10)  

Allopurinol use (years) 
‡
     3.23 (.04-12.38)  

CKD etiology 
*
   

   Glomerulonephritis 35 (41.67) 

   Hypertension 18 (21.43) 

   Diabetes Mellitus  13 (15.48) 

   Others 13 (15.48) 

   Unknown  5 (5.95) 

Comorbidity 
*
   

   Hypertension 66 (78.57) 

   Dyslipidemia  36 (42.86) 

   Gout 34 (40.48) 

   Cardiovascular disease 24 (28.6) 

   Diabetes Mellitus 19 (22.62) 

   Thyroid disease 8 (9.52) 

   Liver disease 7 (8.33) 

   Others  55 (65.48) 

BMI = body mass index; MDRD-GFR =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study - 

Glomerular filtration rate; CKD = chronic kidney disease 
*
 n (%); 

†
 median (range); 

‡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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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mean serum uric acid levels 

in patients receiving febuxostat 
 

 

Table 2. Changes in mean serum uric acid levels in patients receiving 

febuxostat 

Duration (wk) 0 4 12 24 36 

sUA* (mg/dL) 

(mean±SD) 
9.5±1.67 6.11±.117 5.72±1.79 5.63±1.62 5.64±.649 

p† 
 

.0001 .0001 .0001 .0001 

sUA = serum uric acid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week 0 to each point 

† pairwise comparisons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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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portion of subjects with serum uric 

acid levels <6.0 mg/dL 
 

 

Table 3. Proportion of subjects with serum uric acid levels < 6.0 mg/dL 

Duration (wk) 0 4 12 24 36 

Patients (%) 0  33 (45.20) 39 (53.42) 35 (66.04) 7 (43.75) 

Total N 79 73  73 5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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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mean serum uric acid levels 

according to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5 

 

 

Table 4. Changes in mean serum uric acid levels according to CKD 3-5 

Duration 

(wk) 
0 4 12 24 36 

sUA* 

(mg/dL) 

(mean±SD) 
     

CKD3 8.78±1.00 9.02±1.51 5.24
†
±1.39 4.9±1.76 5.64 

CKD4 9.71±1.87 5.95±2.79 6.09±2.02 5.5±1.50 5.68±1.66 

CKD5 9.85±1.64 6.58±1.88 5.54
†
 ±1.59 6.09±1.65 5.79±1.35 

p† 
  

.0001 
  

CKD 3 =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 (30< GFR ≤60 mL/min); CKD 4 = (15 

<GFR ≤30 mL/min); CKD 5 = (15 ≤GFR mL/min) 

p-values among CKD stage 3-5 are corrected by bonferroni correction 

* In each CK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week 0 to each point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 In each CK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week 4 to each later point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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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sk factors prohibiting on achieving 

target serum uric acid( <6.0 mg/dL) 
 

 

Table 6. Risk factors prohibiting on achieving target serum uric acid 

( <6.0 mg/dL) 

Patient 
sUA ≥ 6 mg/dL 

(case n/total n) (%) 
Odds Ratio (95% CI) p 

Gout (presence) 13/24 (54.17) 4.317 (1.162-16.037) .029 

ARB (taken) 13/27 (48.15) 2.555 (0.676-9.659) .167 

Logistic regression performed with respect to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ing from 

the univariable analyses (Table 1). 

ARB=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s; CI = confidence interval; sUA=serum 

uric acid.  R
2
 = 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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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dverse Events 
 

 

Table 7. Adverse Events
*
  

System Organ class
†
 Preferred Term

†
 

All subjects  

N=79, n (%) 

Musculo-skeletal system 

disorders 
gouty arthritis  2 (2.53) 

Liver and biliary system 

disorders 

hepatic function 

abnormality 
1 (1.26) 

Skin and appendages 

disorders 
rash 1 (1.26) 

 
pruritus 0 

 
skin eruption 0 

Gastro-intestinal system 

disorders 
nausea 0 

 
diarrhea 0 

Urinary system 

disorders
‡
  

creatinine blood increased  1 (1.26) 

*
 
Most frequently reported AEs (reported higher than those with allopurinol or 

placebo based on compartive clinicl trials.) except Urinary system disorders.  
† 
Classyfied by WHO-Adverse Reaction Terminology(WHO-ART)  

‡ Recorded on E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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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portion of subjects with serum uric 

acid levels <6.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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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portion of subjects with serum uric 

acid <6.0 mg/dL according to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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