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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Linezolid는 그람양성균 감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로 대표적
부작용인 혈소판감소증에 대해 여러 연구가 국외에서 수행되어 왔
다. 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하며 혈소판감소증
의 위험요인에 대해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가 없는 바 본 연구에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 및
발생시기를 알아보고 그 위험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200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에 입원하였
던 환자 중 linezolid를 정맥주사로 600 mg씩 12시간 간격으로 투여
하는 용법으로 2일 이상 연속적으로 투여 받은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때 혈
액암, 고형암, 골수 이식 환자 등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나 부적절한 혈소판 수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
는 제외하였다. 혈소판감소증은 약물 투여 중 혈소판 수치의 100 x
103/㎣ 미만으로의 감소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혈소판감소증의 발
생률 및 발생시기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요
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저 질환, 투여기간, 투여 적응증, 혈소판 수치,
병용 약제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를 평가하였다.
총 264명의 연구대상자 중 81명(30.7%)에서 약물 투여를 시작한지
평균 11.0(± 7.3)일 만에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하였다. 혈소판감소증
이 발생한 81명 중 혈소판 수치 50 x 103/㎣ 미만의 grade 3 이상의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난 환자는 41명(15.5%)이었고, 35명(43.2%)이

혈소판 수혈을 받았으며, 33명(40.7%)에서 약물 투여 중단이 필요하
였다. 단변량 분석 시 위험요인으로 판명된 인자들만을 포함하여 다
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7개의 변수가 최종 선택되었다. 14일 이
상의 linezolid 투여(ORadj, 4.49; 95% CI, 2.30-8.76; P≤0.001), 기저
혈소판 수치가 200 x 103/㎣ 미만(ORadj, 2.97; 95% CI, 1.54-5.70;
P=0.001), 기저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 mL/min 미만(ORadj, 2.62;
95% CI, 1.35-5.09; P=0.004), heparin (ORadj, 2.75; 95% CI,
1.21-6.23; P=0.016) 및 aspirin (ORadj, 2.58; 95% CI, 1.19-5.61;
P=0.016) 병용 투여, 균혈증을 동반한 감염(ORadj, 2.57; 95% CI,
1.34-4.92; P=0.004),

65세 이상의 노인(ORadj, 2.42; 95% CI,

1.23-4.76; P=0.011)이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을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linezolid 투여 전 기저 혈소
판 수치가 낮으면서 동시에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보다 더
높은 비율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할 뿐 아니라 발생시기 또한 유의
하게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ezolid 투여 전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가진 한국인 성인 환자
의 경우 보다 면밀한 혈소판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주요어: Linezolid, 혈소판감소증, 위험요인, 한국인

학번: 2015-21902

목

차

Ⅰ. 서론 ····································································································· 1

Ⅱ. 연구 방법 ························································································· 4
2.1. 연구 대상 ························································································ 4
2.1.1 대상 환자 ···················································································· 4
2.1.2 대상 약물 ···················································································· 4
2.2. 연구 자료 ························································································ 7
2.3. 통계 분석 ······················································································ 9

Ⅲ. 연구 결과 ······················································································· 10
3.1. 대상 환자의 특성 ········································································ 10
3.2.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 및 발생시기 ······································ 14
3.3.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요인 분석 ·············································· 15

Ⅳ. 고찰 ································································································· 22

Ⅴ. 결론 ································································································· 28

참고문헌 ······························································································· 29

표

목

차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 11
Table 2.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with and without thrombocytopenia during linezolid therapy
················································································································· 17
Table 3. Risk factors for linezolid-associated thrombocytopenia
················································································································· 19

그

림

목

차

Figure 1. Patient selection scheme ··················································· 6
Figure 2. Comparison of the onset of linezolid-associated
thrombocytopenia according to baseline platelet count and
baseline creatinine clearance ····························································· 21

Ⅰ. 서론
Linezolid는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vancomycin-intermediate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Enterococci

aureus

(VRE),

(VISA),

penicillin-resistant

Streptococcus pneumoniae (PRSP) 등의 다제내성균을 포함한 사실
상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의미 있는 모든 그람양성균에 우수한 항
균력을 가진 광범위항생제이다 [1]. Linezolid는 oxazolidinone 계열
의 항생제로 50S ribosome에 부착하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Staphylococci

및

Enterococci

균주에

정균

작용을

하지만,

Streptococci 균주 대부분에는 살균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Linezolid는 다른 MRSA 치료 항생제에 비해 신기능 저하
시에도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며, 폐조직, 뇌척수액, 뼈조직에의
침투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3, 4].

Linezolid는 2000년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병원내감염
폐렴, 세균혈증을 동반한 지역감염 폐렴, 피부 및 연조직 감염, VRE
감염의 적응증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승인을 받아
2002년 4월 국내에서 발매되었다.
Linezolid 투여로 인해 빈혈, 혈소판감소증, 백혈구감소증 등의 혈
액학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혈소판감소증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약물 투여시 적어도 1주마다 혈액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혈소판감소증은 linezolid 투여로 인한 골수 억제로
혈소판 생산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까지
기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5]. 다만 혈소판감소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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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으로 인해 linezolid 투여 중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거나, 종종 치
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linezolid의 투약을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 7]. 따라서 linezolid 투여로 인한
혈소판감소증의 발현 양상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Linezolid 부작용인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은 10.5%에서 53.2%까
지 비교적 넓은 범위로 보고되어 있다 [7-12]. Minson Q 등의 연구
결과 linezolid를 투여한 환자의 12.8%에서 평균 12일 후에 혈소판감
소증이 발생하였는데 [9], Takahashi 등은 linezolid 투여 평균 7.4일
이후 전체 환자의 38.7%에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10].
Linezolid로 인한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에 대해서도 몇몇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14일 이상
의 linezolid 투여 [10, 12, 16], linezolid 투여량≥22 mg/kg/일 [13],
낮은 크레아티닌 청소율 [10, 12, 18] 혹은 높은 혈중 크레아티닌 농
도 [14], 호흡기 감염 [10], linezolid 투여 전 혈소판 수치<200 x
103/ mm3 [15], linezolid 투여 전 백혈구 수치>12 x 103/mm3 [17],
혈액투석 시행 [18], 낮은 albumin 수치 및 caspofungin 병용 투여
[19] 등 연구마다 각기 다른 위험요인이 제시되었다. 또한 linezolid
를 경구 투약하는 경우 정맥 주사하는 것에 비해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10].
이처럼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이하
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바,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인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linezolid 투약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의 발생률 및 발생시기에 대해 알아보고 혈소판감소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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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요인 분석을 통해 linezolid 투약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발현을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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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2.1.1 대상 환자
200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
원한 환자들 중, linezolid를 정맥주사로 600 mg씩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용법으로 2일 이상 연속적으로 투여 받은 19세 이상의
한국인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Fig. 1).

가. 혈액암, 고형암 및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 등(주병명이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C 혹은 D 코드에 해당)으로 진단 받
아 치료 중인 환자
나. 기저 혈소판 수치가 >400 x 103/mm3 혹은 <100 x 103/mm3 에
해당하거나 수치가 없는 환자
다. Linezolid 투여 중 혈소판 수치 검사 결과가 없는 환자
라. Linezolid 투여 전 1주일 이내 혈소판 수혈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

2.1.2 대상 약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linezolid 주사제제는 단일 품목
인 자이복스주 2 mg/mL(300 mL, 제조원 Pharmacia & Up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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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수입판매원 한국화이자제약)로 서울대병원에 2004년 2월
원내 처방약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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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tient selec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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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자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s)을 통하여
대상 환자의 linezolid 투여에 따른 혈소판감소증의 발생율 및 발생
시기,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후향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과 임상적 정보, 생화학적 검사 정보를 수집
하였다. 인구학적 정보는 성별과 치료시작 시점의 연령을 포함하였
으며, 임상적 정보는 기저질환 및 linezolid 투여 관련 정보를 포함하
였다. 기저질환은 당뇨, 만성신부전 및 만성간부전, 장기이식 수술의
여부에 대해 수집하였다. Linezolid 투여 관련 정보는 linezolid 총
투여 일수 및 투여 용법의 변화 여부, 약물 투여 적응증에 해당하는
감염종류 및 해당 감염부위의 동정균주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 때
동일 균주가 혈액에서도 검출되었는지의 여부(균혈증 동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였다. 생화학적 검사 정보는 백혈구(White Blood Cell),
절대호중구수(Absolute Neutrophil Count), 혈소판(Platelet), 헤모글
로빈(Hemoglobin),

알부민(Albumin),

간세포

효소인

Aspartate

aminotransferase 및 Alanine aminotransferase, 혈중 크레아티닌
(Serum creatinine) 등을 포함하였다.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의 경우 혈중 크레아티닌과 이상체중 (Ideal body weight)
으로부터 Cockgroft Gault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투여 시작 1일 후부터 투여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혈소판 수치와
혈소판감소증 발생여부를 조사하였다. 혈소판감소증은 약물 투여 중
혈소판 수치가 100 x 103/mm3 미만으로 감소하였을 때로 정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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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18]. 또한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NCI CTCAE)를 참고하여 혈소판감소
증의 중증도를 평가하였다: Grade 1, platelets <100–75 x 103/mm3;
Grade 2, platelets <75–50 x 103/mm3; Grade 3, platelets <50–25
x 103/mm3; Grade 4, platelets <25 x 103/mm3 [20].
혈소판감소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약제의 병용 여부에 대해
서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혈소판감소증 유발 가능한 약제에 대해
서는 Arnold DM 등이 저술한 논문을 참고로 하였다 [21]. 혈소판감
소증 이외의 이상반응의 경우 임상의가 linezolid와 관련하여 발생하
였다고 판단하여 EMR에 기록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각 수치의 기저 값은 linezolid 첫 투약일의 검사 값 혹은 투여 전
1주일 이내의 값 중 첫 투약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검사 값으로 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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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 분석

결과 값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 표준편차)의 형태 또는 중
앙값(최소 - 최대)의 형태로, 범주형 변수의 경우 n(%)의 형태로 기
술하였다.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발
생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대상 환자들을 혈소판감
소증 발생군과 비발생군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혈소판감소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단변량 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Student’s

t-test를,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단변량 분
석에서 P value가 0.1 미만으로 확인된 변수에 대해 전진 단계별 다
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variate forward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또한 위험요인으로 파악된 변수
들에 의한 혈소판감소증 발생시기의 변화를 보기 위해 Log rank
test를 시행하고 이를 Kaplan-Meier curve로 표현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유의수준 95%을 적용하여 p-value 0.05 미
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IBM® SPSS version 22.0 (SPSS Inc., Chicago, I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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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3.1 대상 환자의 특성

연구 기간 중 linezolid를 정맥주사로 600 mg씩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용법으로 2일 이상 투여 받은 한국인 성인 입원환자가
1252명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64명의 환자가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의 약 58.3%가 남성이고, 평균 연령(± 표준편차)은
63.4(±

15.8)세,

체중(±

표준편차)는

58.4(±

11.0)

kg

이었다.

Linezolid의 투여기간은 평균 13.3(± 9.7)일, 중앙값 약 11(2-64)일로
나타났다. Linezolid 투약 전 기저 혈소판 수치는 평균 223(± 75.7)
x 103/mm3 이었으며 기저 크레아틴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는
53.0(± 39.6) mL/min 이었다.
Linezolid를 투여하게 된 적응증으로는 뼈와 관절의 감염이 64명
(2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32명
(12.1%), 하기도감염 32명(12.1%), 복강 내 감염 30명(11.4%), 요로
계 감염 20명(7.6%), 중추신경계 감염 13명(4.9%), 피부 및 연조직
감염 13명(4.9%) 등이 있었다. 주요 원인균으로는 MRSA 98명
(37.1%), VRE 74명(28.0%), MRCNS 51명(19.3%)이었다(Table 1).
혈소판감소증 외 linezolid 투여와 관련된 부작용으로는 백혈구 감
소증(22명, 8.3%) 및 빈혈(15명, 5.7%), 오심 혹은 구토(7명, 2.7%),
피부 발진(2명), 질소혈증(1명), 미각이상(1명), 간기능이상(1명), 대
사성산증(1명)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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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264)
Characteristics

Value

Gender, n(%)
Male
Female
Age, years*
Body weight (kg)*
Duration of linezolid therapy, days
median (range)
Baseline biochemical test*
Platelet (x 103/mm3)
WBC (x 103/mm3)
ANC (/mm3)
hemoglobin (g/dL)
albumin (g/dL)
Creatinine clearance (mL/min)

154 (58.3)
110 (41.7)
63.4 ± 15.8
58.4 ± 11.0
11 (2-64)

223 ± 75.7
10.2 ± 6.6
7825 ± 6010
10.2 ± 1.6
3.0 ± 0.6
53.0 ± 39.6

(다음 장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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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 이어서 표 계속)

Characteristics

Value

Types of Infection, n(%)
Bone and Joint Infection
Catheter 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Intra-abdominal Infection
Urinary tract Infection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Skin and soft tissue Infection
Infective endocarditis
Surgical wound Infection
Others
Unknown
Accompanying bacteremia, n(%)

64 (24.2)
32 (12.1)
32 (12.1)
30 (11.4)
20 (7.6)
13 (4.9)
13 (4.9)
10 (3.8)
8 (3.0)
20 (7.6)
22 (8.3)
111 (42.0)

(다음 장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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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 이어서 표 계속)

Characteristics

Value

Microbiological isolate, n(%)
MRSA
VRE
MRCNS
VSE
VISA
Others
Unknown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n(%)
Diabetes mellitus
Chronic liver disease
Chronic kidney disease
Solid organ transplantation

98 (37.1)
74 (28.0)
51 (19.3)
16 (6.0)
5 (1.9)
8 (3.0)
24 (9.1)
88
11
62
17

(33.3)
(4.2)
(23.5)
(6.4)

* mean±SD
Abbreviations: MRCNS, methicillin-resistant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ISA,
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VSE, vancomycin-sensitive Enterococci,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 13 -

3.2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 및 발생시기

총 81명(30.7%)에서 linezolid 투여 중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하였으
며 linezolid 투여 평균 11.0(± 7.3)일, 중앙값 10일(범위 2-43일) 만
에 발생하였다. 투여 중 측정된 가장 낮은 혈소판 수치를 기준으로
기저 혈소판 수치에서 평균 70.7(± 15.4)%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NCI CTCAE에 따라 Grade 3 또는 Grade 4의 혈소판감소증이 41명
(15.5%)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35명(43.2%)이 혈소판 수혈을 받았다.
총 33명(40.7%)의 환자에서 혈소판감소증으로 인해 linezolid 투약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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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요인 분석

혈소판감소증 발생군과 비발생군간 단변량 분석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수와 14일 이상 linezolid를 투여한 환자수가 혈소판감소증 발생
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 생화학적검사 항목들
을 비교한 결과, albumin 수치가 3.0 g/dL 미만에 해당하는 환자수,
혈소판 수치가 200 x 103/mm3 미만에 해당하는 환자수 또는 크레아
티닌 청소율이 30 mL/min 미만이었던 환자수 역시 혈소판감소증
발생군에서 비발생군의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만성신부전의 기저질
환이 있는 환자수와 균혈증을 동반한 감염이 발생하였던 환자수 또
한 발생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inezolid와 병용
투여하였던 약제 중에서는 각각 amiodarone, aspirin, carbapenem계
항생제, heparin, piperacillin/tazobactam를 투여하였던 환자수 또한
발생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환자수, 만성간부전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수와 고형장기이
식을 받은 환자수는 혈소판감소증 발생군과 비발생군간 유의한 차
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linezolid와 병용 투여하였던 약제 중
ceftriaxone, rifampin,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valproic acid
를 투약한 환자수 역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다(Table 2).
단변량 분석시 P value가 0.1 미만으로 확인된 변수에 대해 전진
단계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만, 만성신부전
과 크레아티닌 청소율<30 mL/min은 두 변수간 상관 분석 시행시
뚜렷한 음의 선형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r=–0.62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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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크레아티닌 청소율<30 mL/min 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14일 이상 linezolid를 투여하는 경우 혈소판감소증 발생
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adj,

4.49;

95%

CI,

2.30-8.76; P<0.001). 기저 혈소판 수치가 200x103/㎣ 미만인 경우
(ORadj, 2.97; 95% CI, 1.54-5.70; P=0.001)와 기저 크레아티닌 청소
율이 30 mL/min 미만 경우(ORadj, 2.62; 95% CI, 1.35-5.09;
P=0.004)에도 모두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heparin (ORadj, 2.75; 95% CI, 1.21-6.23; P=0.016) 및
aspirin (ORadj, 2.58; 95% CI, 1.19-5.61; P=0.016)을 linezolid와 병
용 투약하였을 때 혈소판감소증이 유의하게 높게 발생하였으며 그
외 균혈증을 동반한 감염이거나(ORadj, 2.57; 95% CI, 1.34-4.92;
P=0.004),

65세 이상의 노인에서(ORadj, 2.42; 95% CI, 1.23-4.76;

P=0.011)에서 혈소판감소증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
다(Table 3).
또한 linezolid 투여기간 중 14일 이상의 투여를 다변량 회귀분석
에 변수로 포함시켰으나, 7일 이상의 linezolid 투여에 대해 단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역시 혈소판감소증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ORunadj, 10.35; 95% CI, 3.62-29.59; p<0.001)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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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with and without thrombocytopenia during
linezolid therapy
Thrombocytopenia

Non-thrombocytopenia

group (n=81), n(%)

group (n=183), n(%)

Male Gender

44 (54.3)

110 (60.1)

0.379

Age≥65 years

59 (72.8)

91 (49.7)

<0.001

Duration of linezolid therapy≥14 days
Albumin<3.0 g/dL

49 (60.5)

60 (32.8)

<0.001

55 (67.9)

82 (44.8)

0.001

Baseline platelet<200x10 /mm

51 (63.0)

66 (36.1)

<0.001

Baseline creatinine clearance

46 (56.8)

49 (26.8)

<0.001

36 (44.4)

52 (28.4)

0.011

6 (7.4)

5 (2.7)

0.098

31 (38.3)

31 (16.9)

<0.001

7 (8.6)

10 (5.5)

0.330

Characteristics

3

3

p-value †

<30 mL/min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Diabetes mellitus
Chronic liver disease
Chronic kidney disease
Solid organ transplantation
(다음 장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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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 이어서 표 계속)

Thrombocytopenia

Non-thrombocytopenia

group (n=81)

group (n=183)

50 (61.7)

61 (33.3)

<0.001

Amiodarone

11 (13.6)

8 (4.4)

0.008

Aspirin

24 (29.6)

25 (13.7)

0.002

Carbapenem antibiotics

30 (37.0)

43 (23.5)

0.023

Ceftriaxone

7 (8.6)

9 (4.9)

0.268

Haloperidol

5 (6.2)

7 (3.8)

0.522

Heparin (LMWH or UFH)

23 (28.4)

17 (9.3)

<0.001

Piperacillin/tazobactam

23 (28.4)

32 (17.5)

0.044

Rifampin

8 (9.9)

14 (7.7)

0.550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7 (8.6)

10 (5.5)

0.330

Valproic acid

3 (3.7)

6 (3.3)

1.000

Accompanying bacteremia

p-value †

Concomitant medication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between two groups
Abbreviations: LMWH, low-molecular-weight heparin; UFH, unfractionated hep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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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isk factors for linezolid-associated thrombocytopenia
Crude OR

Risk factor

(95% CI)

p-value

Adjusted OR †
(95% CI)

p-value

Age≥65 years

2.71 (1.54-4.79)

<0.001

2.42 (1.23-4.76)

0.011

Duration of linezolid therapy≥14 days
Albumin<3.0 g/dL

3.14 (1.83-5.40)

<0.001

4.49 (2.30-8.76)

<0.001

2.61 (1.50-4.52)

0.001

1.34 (0.64-2.80)

0.432

Baseline platelet<200x10 /mm

3.01 (1.75-5.19)

<0.001

2.97 (1.54-5.70)

0.001

Baseline creatinine clearance<30 mL/min

3.59 (2.08-6.22)

<0.001

2.62 (1.35-5.09)

0.004

Diabetes mellitus

2.02 (1.17-3.47)

0.011

1.50 (1.28-5.01)

0.263

Chronic liver disease

1.79 (0.51-6.27)

0.355

2.67 (0.62-11.55)

0.189

Accompanying bacteremia

3.23 (1.87-5.55)

<0.001

2.57 (1.34-4.92)

0.004

Amiodarone

3.44 (1.33-8.91)

0.008

1.89 (0.55-6.47)

0.312

Aspirin

2.66 (1.41-5.03)

0.002

2.58 (1.19-5.61)

0.016

Carbapenem antibiotics

1.92 (1.09-3.37)

0.023

0.98 (0.47-2.06)

0.956

Heparin (UFH or LMWH)

3.87 (1.93-7.76)

<0.001

2.75 (1.21-6.23)

0.016

Piperacillin/tazobactam

1.87 (1.01-3.46)

0.044

1.29 (0.57-2.92)

0.534

3

3

†Multivariate analysis adjusting for all variables in the table based on 264 patients.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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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체 환자 264명을 기저 혈소판 및 기저 크레아티닌
청소율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4군으로 분류하여 linezolid 투
여 시작 후 혈소판감소증의 발생까지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Log
rank test를 시행하였다.

A군. 혈소판 <200x103/mm3 and 크레아티닌 청소율<30 mL/min
B군. 혈소판 <200x103/mm3 and 크레아티닌 청소율≥30 mL/min
C군. 혈소판 ≥200x103/mm3 and 크레아티닌 청소율<30 mL/min
D군. 혈소판 ≥200x103/mm3 and 크레아티닌 청소율≥30 mL/min

그 결과를 Kaplan-Meier curve로 표현하였는데, 서로간의 생존곡
선이 유의하게 다름(p<0.001)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후 분석을 통
해 이러한 차이는 A군과 B군, C군과 D군 각각에서 나타남 또한 확
인하였다. D군에서 A군으로 갈수록 즉, linezolid 투여 전 혈소판 수
치와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낮을수록 혈소판감소증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투여 전 혈소판 수치와 크레
아티닌 청소율이 모두 낮은 A군의 경우 전체의 50%에서 혈소판감
소증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1일이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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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the onset of linezolid-associated
thrombocytopenia according to baseline platelet count and baseline
creatinine clearance (n=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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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한국인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linezolid 투
여로 인한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 및 발생시기와 혈소판감소증 발
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또한 경구 투여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에의 노출이 달라져 혈소판감소증의 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inezoid의 투여 용법
용량을 600 mg씩 하루 두 번 주사로 투여한 경우만 포함하였다. 이
와 함께 혈액암, 고형암 및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 등 혈소판감소
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및 linezolid 투여 전 비정상적인
혈소판 수치를 가지거나 혈소판 수혈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제외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약물에 의한 혈소판감소증 발생을 보
다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linezolid를 투약한 한국
인 성인 환자의 30.7%에서 투여 평균 11.0일째 혈소판감소증이 발생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Linezolid 투여기간과 기저 혈소판 수치 및 기
저 크레아티닌 청소율 등이 혈소판감소증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특히 기저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서 동시에 신기능이 저하
된 환자의 경우 혈소판감소증이 더 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지금까지 발표된 linezolid 투여로 인한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일치하지 않는 결과
들이 제시되었다. 연구간 다른 발생률과 위험요인을 보인 원인은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을 정의할 때 사용한 기준의 차이와
연구대상군 구성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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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on Q

등이나 George 등이 시행한 연구에는 혈소판감소증의 기준을 혈소
판 수치가 linezolid 투여 후 100x103/mm3 미만으로 감소하였을 때
로 정의하였던 반면 [9, 22], Takahashi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혈
소판 수치가 100 x 103 /mm3 미만으로의 감소 혹은 linezolid 투여
전 혈소판 수치의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하
였다고 정의하였다 [10].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간주하는 것은 출혈
경향성이며 출혈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혈소판 수혈의
결정은 혈소판수치가 100 x 103/㎣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linezolid 투여 중 혈소판 수치가 100 x 103/㎣
미만으로 감소하였을 때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하였
다고 정의하였다.
연구대상군의 구성조건을 기준으로 Hirano 등은 linezolid 투여 전
혈소판 수혈을 받았다거나 혹은 혈소판 수치가 100 x 103/mm3 이었
던 환자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2], Chao 등의 연구 [19]
에서는 기저질환 자체로 인해 혈소판 감소증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
는 혈액종양 환자나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혹은 등을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Takahashi 등의 연구 [10] 에서는 이러
한 요인들을 배제하지 않아 분석결과에 편향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환자 선정을 통해 혈액암, 조
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시
행 중인 고형암 환자 등 질환상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환
자들을 제외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nezolid를 투여하는 적응증인 MRSA 혹은 VRE
등의 그람 양성균이 해당 감염 부위 이외에 혈중에서도 검출된 경
우를 균혈증을 동반한 감염이라고 정의하고 혈소판감소증 발생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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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생군 간의 균혈증을 동반한 감염의 발생 비율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균혈증을 동반한 감염 발생이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
증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처음
밝혀진 내용이며 아직까지 이의 기전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어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Heparin이나 aspirin의 병용 투여 역시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
소증의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Heparin 단독 투여시 혈소판
감소증 발생률은 5% 이하로 알려져 있다 [24]. Aspirin 단독 복용시
혈소판감소증 발생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본 연
구에서 aspirin을 복용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하루 100 mg의 저용량
을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linezolid와 병용투여시
heparin은 총 40명의 환자 중 23명(57.5%)에서, aspirin은 총 49명
중 24명(49.0%)에서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나 병용으로 발생률이 급격
히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linezolid와 heparin 및 aspirin 병용
투여 시에는 혈소판 수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몇몇 단변량 분석에서 [13, 16]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 mL/min
미만인 환자에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한 환자수가 더 높음이 확인
되었으나, 다변량 분석을 통해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 mL/min 미
만인 경우가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요인임은 본 연구
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Takahashi 등은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50 mL/min 미만인 환자에서 혈소판감소증이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발생함(ORadj 2.32; 95% CI, 1.34-3.74;
P<0.001)을 밝혀낸 바 있다 [10]. 일부 연구를 통해 낮은 크레아티닌
청소율로 인한 linezolid의 혈중농도의 증가를 혈소판감소증 증가의

- 24 -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Hiraki 등은 신기능 장애 환자에
서 linezolid의 최저혈중농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고, linezolid의 최
저혈중농도가 22 mcg/mL 보다 높은 경우 혈소판감소증이 상대적으
로 높게 발생함을 밝혔다 [25]. Sasaki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도 신기
능 저하가 linezolid의 약물동태에 영향을 미치며, linezolid 노출 정
도에 따라 혈소판 수치가 감소함을 확인하여,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 mL/min 미만인 환자의 경우 투여 용량을 감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6].
본 연구에서 기저 혈소판 수치가 200 x 103/mm3 미만인 경우
linezolid로 인한 혈소판감소증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
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각각 일본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에서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Niwa 등은 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기저 혈소판 수치가 200 x 103/mm3 미만인 환자에
서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ORadj, 24.9;
95% CI, 1.53–404.7, P = 0.024)을 확인하였다 [13]. 또한 Chao 등
은 [19] 181 x 103/mm3 미만의 환자에서 혈소판감소증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ORadj, 3.93; 95% CI, 2.24–6.90. P<0.001).
기저 혈소판 수치와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각각 200 x 103/mm3 미
만과 30 mL/min 미만으로 모두 낮은 환자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군들에 비해 혈소판감소증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이 유의하게
앞당겨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linezolid의 투여기간이 증가할수록 혈소판감소증 발
생률이 증가하며, 14일 이상 linezolid를 투여하는 것이 linezolid의
혈소판감소증의 위험 요인임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Stanton L 등은 여러 임상시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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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linezolid를 투여 받은 환자들
중에서 특히 linezolid를 14일 이상 투여 받은 환자들의 경우 혈소판
감소증의 발생률이 보다 높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5]. 이 연구 결
과를 토대로 14일 이상 linezolid를 투여할 경우 혈소판감소증이 상
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함이 인식되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하게 14일 이상의 linezolid 투여가 혈소판
감소증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임이 보고되었다 [10, 11].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가 후향적
인 연구인 만큼 병존질환 및 linezolid 투여 적응증 등의 정보가 일
부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하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 약물
의 투약력 및 검사결과 등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linezolid를 투여받은 환자
중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요인을 밝혀냈으나 이에 따라
혈소판감소증에 linezolid 외의 요인들이 기여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바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을 정확하게 파
악하기는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환상 혈소판감
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을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발생률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다른 요인을 배제한
연구를 시행하거나 linezolid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를 대조군으로 한
코호트 연구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대
상기관이었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linezolid의 혈중농도를 검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linezolid의 혈중 농도와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
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신기능 저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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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이 증가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
신 연구들에서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linezolid 혈중 농도가 증가하
고 혈소판감소증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기능 저하
환자가 정상 신기능 환자에 비해 linezolid의 혈중농도 혹은 AUC 등
이 증가하는지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linezolid 감량에 따른 혈소판감소증의 발생 예방 및 효과 유지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최초로 한국인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linezolid에 의
한 혈소판감소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본 연구에 이어 전향적으로
linezolid에 대한 PK(Pharmacokinetics) 연구와 더불어 혈소판감소증
의 위험요인 분석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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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Linezolid를 투여받은 성인 환자에서 14일 이상의 투여, 낮은 기저
혈소판 수치, 신기능 저하, 균혈증을 동반한 감염, 고령의 나이,
aspirin 혹은 heparin 병용 투여가 linezolid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의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linezolid 투여 전
기저 혈소판 수치가 낮고 신기능 저하 상태인 환자에서 linezolid를
투약할 경우 보다 면밀한 혈소판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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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icrobial

Abstract

Linezolid-associated
thrombocytopenia
: Incidence and risk factors
Go Wun Choi
Clinical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nezolid has become an important antibiotic for the treatment
of serious infections caused by multidrug-resistant Gram-positive
bacteria

including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and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The major
adverse effect related to its use is myelosuppression, which is
mostly observed as thrombocytopenia.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rombocytopenia but,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have been different and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risk factors of thrombocytopenia in Korea.

- 35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cidence and timing its onset of
linezolid-associated

thrombocytopenia

in

adult

patients,

and

determine the risk factors of thrombocytopenia.
Set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a tertiary 1786
beds hospital.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was

conducted

among

adult

patients who received linezolid 600 mg intravenously every 12
hours for two or more consecutive days. Data were extracted
retrospectively from the hospital’s electronic medical records.
Thrombocytopenia was defined as a decrease in the patient’s
platelet count to <100 x 103/mm3 during linezolid therapy. Risk
factors were

determined

using multivariate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rom January 2005 and June 2016, 264 adult patients included in
this study, with mean (SD) age of 63.4 (15.8) years. Median
duration

of

linezolid

Linezolid-associated
patients

(30.7%),

therapy

was

thrombocytopenia
of

whom

35

11

days

[2-64].

was

identified

in

81

(43.2%)

required

platelet

transfusion, of whom 33 (40.7%) required discontinuation of
therapy. Thrombocytopenia developed 11.0 ± 7.3 days of linezolid
therapy. At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uration of
linezolid therapy≥ 14 days (ORadj, 4.49; 95% CI, 2.30-8.76; P≤
0.001), baseline platelet< 200 x 103/mm3 (ORadj, 2.97; 95% CI,
1.54-5.70; P=0.001), baseline creatinine clearance < 30 mL/min

- 36 -

(ORadj, 2.62; 95% CI, 1.35-5.09; P=0.004), concomitant use of
heparin (ORadj, 2.75; 95% CI, 1.21-6.23; P=0.016) and aspirin
(ORadj,

2.58;

95%

CI,

1.19-5.61;

P=0.016),

accompanying

bacteremia (ORadj, 2.57; 95% CI, 1.34-4.92; P=0.004), Age≥65
years (ORadj, 2.42; 95% CI, 1.23-4.76; P=0.011) were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thrombocytopenia. In particular, patients with low
baseline platelets and renal dysfunction before linezolid treatment
showed

that

the

time

of

onset

of

thrombocytopenia

was

significantly faster.
Long-term linezolid administration, low baseline platelet count,
renal insufficiency, renal insufficiency, accompanying bacteremia,
advanced age and concomitant use of aspirin and heparin have
been

identified

as

risk

factors

of

linezolid-associated

thrombocytopenia. The platelet counts of patients with these risk
factors should be closely monitored, especilally for patients with
low baseline platelet count and renal dysfunction before linezoli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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