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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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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ethylthiotetrazole 곁사슬(NMTT side chain) 구조는 일부

항생제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고리 구조로, 비타민 K 의존적

응고촉진제의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 NMTT

구조는 cefamandole, cefbuperazone, cefmenoxime, cefmetazole,

cefminox,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 (latamoxef)과 같은 일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서 발견되는데, 이 중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은 cefotetan으로 허가된 NMTT 항생제가 한 가지

종류에 불과한 반면, 국내에는 cefamandole, cefmenoxime, cefmetazole,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 (latamoxef) 등 여섯 가지 NMTT

항생제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NMTT 구조와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의 연관성은 이미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NMTT 항생제의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 연관성을

발표한 해외 문헌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국내 임상에서 항생제 중 가장 큰 빈도로 처방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혈액학적 부작용과 NMTT 항생제 및 비 NMTT 항생제의 연관성

비교나 개별 NMTT 항생제의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에 관한 국내

연구 보고물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국내외 NMTT 항생제의 허가

현황을 분석하고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의

저프로트롬빈혈증 연관성을 메타분석을 통해 비교하여 안전성 평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본 연구의 문헌 수집은 2017년 10월에 시행되었으며, 논문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는 PubMed, EMBASE, COCHRANE, RISS,

ProQuest 등이 사용되었다. 문헌 수집을 위해 “methylthiotetrazole”,

“adverse effect”, “hypoprothrombinemia” 등에 해당하는 MeSH 용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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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항생제의 성분명을 검색어로 사용하였으며,

“hypoprothrombinemia”의 지표 증상으로서 “bleeding”, “prothrombin

time (PT)” 등을 검색 키워드로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한 문헌의 연구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로 제한하였으며, 검색된 총 958개의 논문

중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의 저프로트롬빈혈증의 발생

빈도를 비교한 8개의 무작위 비교 시험 연구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임상 결과값에 따라 저프로트롬빈혈증, PT 증가, 출혈별로 분석

모델을 정의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관련 부작용의 연관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분석

모델에 포함된 NMTT 항생제별로 하위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NMTT 항생제는 cefamandole, cefmenoxime,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이었으며, 분석 결과, NMTT

항생제는 저프로트롬빈혈증 (OR: 1.872, 95% CI: 1.343-2.608)과 PT

증가 (OR: 1.749, 95% CI: 1.245-2.459) 부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개별 NMTT 항생제의 하위 분석 결과,

cefoperazone과 moxalactam이 저프로트롬빈혈증과 PT 증가 부작용에서

유의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시판되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중

NMTT 약물과 혈액학적 부작용의 연관성을 정량적 방법을 통해 제시한

드문 연구물 중 하나로서, 국내 임상에서 사용되는 NMTT 항생제의

국내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연구의 필요성과 NMTT 항생제

처방 시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내 환자군을 근거 기반하여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내 실제 임상에서 NMTT 사용에 있어

지속적인 관찰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저프로트롬빈혈증 위험군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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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항생제 처방 시 약사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가 필요하다.

주요어: 세팔로스포린, 저프로트롬빈혈증, NMTT 구조, 항생제

학 번: 2016-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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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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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항균 범위가 넓고 가장 안전한 약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생제 중

하나이다.1) 세팔로스포린이 가지는 베타락탐 고리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페니실린과 약동학적 특성 등이 유사한 약물로 알려지나 항균

범위는 더 넓다고 알려진다.1) 그람양성균 및 그람음성균 모두에 항균

효과가 있으며, 효과적인 항균 영역의 범위와 저항력 여부 등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분류된다. 따라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세대

분류와 항균력의 크기 자체는 무관하며, 세대별로 포함되는 항생제의

성분은 매우 다양하고 접종 경로 또한 각 성분마다 다르다. 각 세대의

분류와 해당되는 항생제를 표에 요약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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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

류
특징 항생제

제 1 세

대

프로토타입: 비경구용 항생제 (cefazolin)

경구용 항생제

중등도 활성

포도상구균 및 장내세균성 β-lacatamase 감수성

MRSA 및 페니실린 내성균에 효과 없음

cephacetrile, cephaloridine,

cephalothin, cefazolin, cefadroxil,

cephalexin

제 2 세

대

프로토타입: 경구 및 비경구용 항생제 (cefuroxime)

중등도 활성

그람양성균보다 그람음성균에 더 효과적

cefoxitin 및 cefotetan은 혐기성 세균에도 효과

cefaclor, cefotetan, cefoxitin,

cefuroxime, cefamandole

제 3 세

대

프로토타입: 경구 및 비경구용 항생제 (cefotaxime, cefixime)

그람음성균에 고도 활성

cefotaxime, ceftiofur,

ceftriaxone, latamoxef

제 4 세

대

비경구용 항생제

그람음성균에 제 3세대보다 높은 활성

제 3 세대와 구조적 관련성

항생제 내성균에 효과

cefepime, cefquinome, cefpirome

[Table 1] Classification of cephalosporin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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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약물의 경구 전환이 자유롭고 국내

대부분의 임상의들이 처방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적응증의

일차 선택제로서 국내 입원 및 외래 환자에게 가장 큰 빈도로 처방되고

있다.2)

예로 국내 임상에서 부비동염의 일차 선택제로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중 cefpodoxime, cefuroxime, cefdinir, cefditoren,

ceftriaxone 등이 권장3)되며, 폐렴구균에는 cefotaxime과 ceftriaxone이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폐렴구균이 의심되는

지역사회폐렴의 경우 정맥용으로 우선 선택되며, 경구 제제로는

cefpodoxime, cefuroxime, 주사제로는 ceftriaxone, cefuroxime 등이

사용되고 있다.4) 또한 혐기성 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cefometazole, cefotetan, cefoxitin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혐기성균에 의한 감염 치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중 일부 항생제는 공통적으로

N-methylthiotetrazole (NMTT) 곁사슬 고리 구조를 가지는데[Figure

1]5), 이 구조는 비타민 K 의존적 응고촉진제의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6) 간에서 비타민 K는 비타민 K 의존적 효소들에

의해 산화환원반응을 거쳐 에폭사이드(epoxide)형태에서 퀴논(quinone)의

형태로, 퀴논 형태에서 퀴놀(quinol)로 변환된다. 활성화된 환원 형태의

퀴놀은 최종적으로 응고 인자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에폭사이드 형태로

되돌아간다. 이 메커니즘에서 NMTT 구조는 비타민 K가 퀴논 형태에서

퀴놀 형태로, 퀴놀 형태에서 에폭사이드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프로트롬빈 시간을 연장시킨다고 알려져 있다7). 이와 같이

NMTT 구조를 가진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관련 부작용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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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은 이미 제시되어 있지만,8)9) 본 연관성을 임상 자료를 이용하여

규명한 연구물은 많이 검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실제 임상에서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의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 발생

빈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관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또한

매우 드물다.



6

[Figure 1] NMTT side chai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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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구조는 cefamandole, cefbuperazone, cefmenoxime,

cefmetazole, cefminox,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 (latamoxef)

등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서 나타나며, 제 2세대와 제 3세대 두

세대 분류에서만 발견된다. NMTT 항생제 중 cefamandole,

cefbuperazone, cefmetazole, cefminox, cefotetan은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포함되며, cefmenoxime, cefoperazone,

moxalactam은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해당한다.

NMTT 항생제와 NMTT 구조가 없는 비 NMTT 항생제 간의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 발생 경향 비교 연구는 해외에서 다수 보고된

바 있다.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 발생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연구물은 상충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NMTT 항생제가

비 NMTT 항생제보다 본 부작용의 발생이 높다는 데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10)11) 1980년대 발표 연구물의 주된 주장은 NMTT 항생제가

저프로트롬빈혈증을 심각하게 유도한다는 것이었으나, 그에 대한

반박으로서 같은 시기의 비교 연구에서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 간 혈액학적 부작용의 빈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 또한

발표되었으며12) 2013년 141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연구물에서도 NMTT 항생제는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8) 그러나 1990년대부터 NM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연구물의 보고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하여13) 관련된 최근의 자료는 찾기가 힘들며, 기존

연구물의 결과를 정리한 리뷰 연구 또한 잘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의 상관성을 연구한

리뷰 문헌이 보고된 바는 있었으나, 분석 대상 항생제가 cefamandole,

cefoperazone, moxalactam 등과 같이 한정적인 항생제가 대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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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고 및 비교연구 디자인의 문헌이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14)

가장 최근에 발표된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관련

부작용 간 연관성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cefoperazone의 출혈 부작용

유도 사례보고 연구15)이며, 관련된 주제의 무작위 비교 시험 연구 중

가장 최근의 문헌은 1994년 발표되었다.16) 무작위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 연구의 경우 2015년 NMTT 약물로 인한 저프로트롬빈혈증

발생률을 연구한 전향적 비교 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된 문헌이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아동으로 국한되어,17) NMTT 항생제와 해당

약물의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을 총체적으로 조명하여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물은 드물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

발생의 연관성을 근거 기반하여 통계적 분석평가 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NMTT 항생제의 국내외 허가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하였으며,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의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 발생 빈도를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개별

NMTT 항생제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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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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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항생제의 국내외 허가사항 비교분석

2017년 12월 기준으로 NMTT 항생제의 한국,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유럽,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캐나다에서 허가 여부와 약물별

안전성 정보지의 주의사항을 검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로는 NMTT 항생제 성분명의 영문명

“cefamandole”, “cefbuperazone”, “cefmenoxime”, “cefmetazole”,

“cefminox”,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 (latamoxef）”을

사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영문명을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보충

검색하였다. 각 성분명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 국내의 경우 약품 성분명

자료원으로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html/index.jsp)18)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본어 번역은 weblio 영일사전(http://ejje.weblio.jp/)을

번역을 참고하였다. 각 기관의 번역에 따라 한국의 경우, 각각

“세파만돌”, “세프부페라존”, “세프메녹심”, “세프메타졸”, “세프미녹스”,

“세포페라존”, “세포테탄”, “라타목세프”가 추가 검색어로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セファマンドール”, “セファマンドル”, “セフブペラゾン”,

“セフメノキシム”, “セフメタゾル; セフメタゾール”, “セフミノクス”,

“セフォペラゾン”, “セフォテタン”, “モキサラクタム; ラタモキセフ”가

검색어에 포함되었다. 한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영문명 키워드

검색 결과를 제공하였으므로, 영문 키워드 외에 다른 키워드를 추가하지

않았다.

각국의 약물 허가사항 및 안전성 정보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html/index.jsp), 독일

P h a r m N e t . B u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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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armnet-bund.de/dynamic/de/arzneimittel-informationssy

stem/index.html)19), 미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er/daf/)20), 스위스

Compendium (https://compendium.ch/home/de?start=1)21), 영국

electronic Medicines Compendium (eMC,

http://www.medicines.org.uk/emc/)22), 유럽(EMA) Community Register

of Medicinal Products

(http://ec.europa.eu/health/documents/community-register/html)23),

이탈리아 Agenzia Italiana del Farmaco (AIFA,

https://farmaci.agenziafarmaco.gov.it/bancadatifarmaci/home)24), 일본

Pharmacea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http://www.pmda.go.jp/)25), 프랑스 Base de Donnees publique des

Medicaments (http://base-donnees-publique.medicaments.gouv.fr/)26),

캐나다 Health Canada (http://webprod5.hc-sc.gc.ca/index-eng.html)

등의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였다.27)

NMTT 항생제의 허가 및 퇴출 여부를 국가에 따라 분류하고

허가받은 항생제의 제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안전선 정보지 상에서

국내와 다르게 기재된 이상반응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국내의 NMTT 항생제의 안전성 정보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승인된 NMTT 항생제의 각 환자용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를

조사하였으며, 약물의 성분별 시판되는 제품이 다수인 경우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제품의 안전성 정보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현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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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의

연관성을 연구한 무작위 비교 시험연구 문헌의

메타분석

2017년 3월 5일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검색을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코어(Core) 데이터베이스로 PubMed

(www.pubmed.com), EMBASE (https://www.elsevier.com/),

COCHRANE (http://www.cochranelibrary.com/)를 주된 자료원으로

이용하였으며, 회색 문헌 중 RISS (www.riss.kr), ProQuest

(http://www.proquest.com/APAC-KO/)을 추가 검색원으로 이용하였다.

검색으로 수집된 문헌 외에 검색된 문헌의 관련된 레퍼런스를

참고하였다.

자료 수집의 검색어는 "cephalosporins" AND

“hypoprothrombinemia"를 기본 조합으로 설정하였으며, 관련된

키워드로서 “bleeding”,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prothrombin

time”, “methylthiotetrazole”, "adverse effect" 등을 포함하였다. 각

키워드의 MeSH term과 ENTREE term을 각각 PubMed와 Embase를

사용한 검색에 포함하여 검색하였으며, NMTT 항생제인 ‘cefamandole’,

‘cefbuperazone’, ‘cefmenoxime’, ‘cefmetazole’, ‘cefminox’,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 (latamoxef)’약물 명칭을 개별로 이상 반응 관련

키워드와 조합하여 각각 문헌을 수집하였다.

검색 시 논문 작성 언어 및 연구 디자인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상기 키워드의 조합만으로 검색하였다. 검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NMMTT 항생제의 각 명칭과 부작용의 각 명칭을 조합하여



13

생기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RISS 검색의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에 맞게 영어 검색과 한국어 검색을 모두

실시하였다.

분석에 이용할 문헌의 선정 기준은 ‘연구 대상을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로 제한할 것’, ‘연구 디자인이 RCT일 것’, ‘NMTT 항생제를 단독

투여할 것’이었으며, 환자의 나이, 질병, 성별, 약물 투여 기간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과 변수는 NMTT 약물의 부작용으로서

저프로트롬빈혈증과 관련된 증상이 결과값으로 관찰된 연구가 모두

수집되었으며, 저프로트롬빈혈증의 지표 증상으로는 prothrombin time

(PT)의 증가 여부와 출혈 증상을 포함하였다.28) 두 명의 독립된

연구자가 동일한 검색어로 각각 문헌 검색을 시행한 후 결과물을

추출하여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최종 추출 문헌 중 불일치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분석에 선정된 문헌은 저프로트롬빈혈증의 증상별 및 NMTT

항생제의 종류별로 저프로트롬빈혈증, PT 증가, 출혈 이상 반응의 발생

빈도수를 이분형 자료 분석하였으며, 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version 2 (Biostat, Englewood, New Jersey, USA)를

사용하여 odds ratio,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를

계산하였다. 문헌의 동질성이 확보될 경우 고정 효과 모델(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고, 확보되지 않을 경우 랜덤 효과 모델(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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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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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항생제의 국내외 허가사항 비교분석

한국과 미국, 일본, EMA,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등에서 NMTT 항생제의 허가 여부를 검색한 결과 국내에서는 총

8개의 NMTT 항생제 중 cefamandole, cefmenoxime, cefmetazole,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 등 6가지 NMTT 주사 항생제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Table 1] 반면 검색을

실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NMTT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NMTT 항생제를 허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승인된 NMTT 항생제는 한

가지 종류에 불과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NMTT 항생제를 허가 후

취소한 전례가 많았으며20, 국내에서 승인 받은 cefamandole,

cefmenoxime, cefmetazole, cefoperazone, moxalactam 등의 약물들이

허가된 이력이 있었으나, 현재 1985년 허가 받은 cefotetan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판이 중단되었다.20) 국내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NMTT 항생제가

다른 국가에서 허가 취소된 경우는 위 약물 외에도 cefamandole이 있다.

캐나다 및 이탈리아에서 cefamandole은 허가 후 승인 취소되었으며,

국내에서 수출용으로만 허가된 moxalactam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관련 허가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31)

국내 다음으로 다수 NMTT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일본은 cefmenoxime, cefmetazole, cefminox, cefoperazone 등

4가지 약물을 허가하였으며, 스위스와 프랑스는 cefamandole의 사용을

승인하였다.21),24) 이탈리아의 경우 NMTT 항생제 중 cefoperazone을

허가하고 있으나, 허가 초기 14가지 종류의 cefoperazone 제품을

승인하였던 반면 현재는 한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 퇴출된

상태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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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NMTT 항생제 중 유일하게 승인 받아 유통되고 있는

cefotetan은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기존에

허가되었던 cefotetan이 허가 후 취소되어 시판되지 않고 있다.27)

각국에서 허가된 NMTT 항생제의 제형은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주사제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만 cefmenoxime 주사제 외에 점안제,

점이제, 점후제 등이 추가적으로 허가되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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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명 한국 미국 일본 EMA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cefamandole O X - - O - O X X -

cefbuperazone - - - - - - - - - -

cefmenoxime O X O - - - - - - -

cefmetazole O X O - - - - - - -

cefminox - - O - - - - - - -

cefoperazone O X O - - - - O - -

cefotetan O O - - - - - - X -

moxalactam O X - - - - - - - -

[Table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NMTT antibiotics approval status (2017. 12). (O: approved, -: no result, X: cancelled pos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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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에 선정된 10개국 중 승인 받은 NMTT 항생제의 종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였으며, EMA, 독일, 영국에서는 NMTT 항생제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NMTT 항생제와 유사한 성분의

NMTT 항생제를 다수 허가한 이력이 있었으나, 그 중 대부분이 현재 승인 후

취소된 상태이다.20)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NMTT 항생제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3개국에서 허가 후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20),21),27)

국내외 NMTT 항생제의 안전관리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다음으로

시판되고 있는 NMTT 항생제의 종류가 많은 일본과 국내의 안전성 정보지를

비교분석하였다. NMTT 항생제의 종류별로 포함되는 제품이 다수이므로 두

국가에서 각각 최초로 허가 받은 제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의 사용상 주의사항의 기재사항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국가에서

공통으로 승인된 NMTT 항생제의 저프로트롬빈혈증 관련 주의사항이 두

안전성정보지에서 매우 유사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cefoperazone 안전성 정보지의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해당 부작용에 관한 빈도를 ‘빈도 불명’으로 명시한 반면,

국내에서는 같은 사항을 ‘드물게’로 표시하고 있었다. 해당 비교 결과는 표에

요약하였다.[Table 2]

국내 시판되고 있는 각 NMTT 항생제의 환자용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의

업데이트 현황을 조사하였을 때 부작용을 포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약물은 cefotetan으로서 2016년에 업데이트되었으나,

저프로트롬빈혈증에 관련한 내용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업데이트된 cefotetan과 moxalactam을 제외한 국내 NMTT 항생제는 모두 2005년

이후로 저프로트롬빈혈증 관련 주의사항이 이후로 업데이트된 이력이 없으며,

moxalactam은 2011년 허가 받은 이후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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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명 한국 일본

cefoperazone

비타민결핍증 : 드물게 비타민 K

결핍증상(저프로트롬빈혈증, 출혈경향 등),

비타민 B군 결핍증상(혀염, 구내염,

식욕부진, 신경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빈도 불명

비타민 K 결핍증상 (저프로트롬빈혈증, 출혈

경향 등), 비타민 B 군 결핍 증상 (혀염, 구

내염, 식욕 부진, 신경염 등)

[Table 3] Comparison of cefoperazone's adverse reactions of prescribing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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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의

연관성을 연구한 무작위 비교시험 연구 문헌의

메타분석

문헌 검색을 통해 총 1,332건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 간의

저프로트롬빈혈증의 발생 빈도를 비교한 24개 RCT 문헌이 추출되었다.

최종 추출된 문헌 중 국내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는

없었으며, 24개 외국 문헌을 환자 적응증 및 연구 대상 약물과 임상

결과값을 비교하고 그 중 효과 크기 계산이 가능한 8개의 무작위 비교

시험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Figure 2].

PubMed에서 267건, EMBASE 455건, COCHRANE에서 434건,

RISS에서 2건, 기타 회색문헌에서 174건이 검색되었으며, 이중 중복되는

문헌 374건을 제외한 958건의 문헌 중 논문의 제목, 키워드, 초록에서

491건을 먼저 추출하였으며, 다시 491건 중 원문을 바탕으로 24건을

추출하였다. 논문 선정 시 제외 문헌은 in vitro/동물 연구, 소아 대상

연구, 연구 디자인이 무작위 비교 시험 연구가 아닌 연구, NMTT

항생제 단독요법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 비 NMTT 항생제만을 사용한

연구, 부작용을 결과값의 지표로 하지 않았거나 저프로트롬빈혈증 관련

부작용의 발생을 관찰하지 않은 연구, 원문을 찾을 수 없는 연구, 원문

상에서 다시 중복되는 것이 발견된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독립된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 문헌 검색 과정을 거쳐 결과를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추출 결과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추출된 24건의 무작위 비교시험 연구 중 효과크기를 계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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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8건의 논문을 메타분석에 이용하였다.

해당 문헌에서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NMTT 항생제는 cefamandole,

cefmenoxime,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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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diagram of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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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 간의 저프로트롬빈혈증의 발생

빈도를 연구한 24개 문헌을 비교 분석한 결과, cefamandole

cefmenoxime, cefmetazole,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을

포함한 무작위 비교 시험 연구를 표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Table 3]

문헌들의 환자 대상군은 감염 환자, 폐렴 환자, 외과적 수술 전후

환자, 건강한 지원자, 패혈증 환자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 8건, 6건,

4건, 2건, 1건, 1건씩이었다. 일부 문헌은 대상 환자군의 적응증을

명시하지 않았다.

G. B. Calandra 및 M. M. Grieco 연구 이외에는 모두 연구

디자인에 맹검법이 포함되었으며, 모든 연구에서 NMTT 항생제 및

비교군 항생제는 정맥 투여되었다. 각 문헌에서 비교 대상군으로 사용된

비 NMTT 항생제는 ceftizoxime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았던 약물은 cefoxitin으로 4건 확인되었다.

저프로트롬빈혈증 관련 부작용의 지표로는 PT 증가, 혈구 수 감소,

출혈 증상 등이 포함되었으며, L. J. Eron, G. B. Calandra와 J. J.

Schentag 문헌에서는 저프로트롬빈혈증과 출혈의 연관성을 관찰하기도

하였으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결과값은 없었다. 분석된 연구 중 PT

증가가 관찰된 문헌은 17건, 출혈 증상이 관찰된 문헌은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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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저자 연도
환자

적응증　

대상 약물

(NMTT

항생제)

비교 약물

(비 NMTT 항생제)

결과

지표

메타 분석

포함 여부

R. L. Penn 1982 감염 cefamandole ceftizoxime 혈구 수 X

J. Rodriguez 1982 감염 cefamandole ceftizoxime 혈구 수 X

J. Mills 1982 감염 cefamandole ceftizoxime
출혈

혈구 수
X

J. L. LeFrock 1982 폐렴 cefamandole ceftizoxime 혈구 수 X

M. M. Grieco 1982 폐렴 cefamandole ceftizoxime 혈구 수 X

J. J. Schentag 1983 패혈증 moxalactam tobramycin/clindamycin O

L. J. Eron 1983 감염 moxalactam
imipenem with

MK0791(cilastatin)

PT

출혈
O

G. B. Calandra 1984 감염 moxalactam imipenem/cilastatin
PT

출혈
X

J. S. Tan 1984 감염 cefmenoxime cefoxitin 출혈 O

R. M. Nelson 1986 수술 moxalactam clindamycin and tobramycin PT X

D. J. Weber 1987 폐렴 cefamandole ampicillin PT X

S. S. Kline 1987 자원 cefotetan placebo(saline) PT X

R. J. Mangi 1988 폐렴 cefoperazone combination therapy PT O

[Table 4] A summary of characteristics of the RCT literatures studied relevance between NMTT antibiotics and

hypoprothrombin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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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J. Mangi 1988 폐렴 cefoperazone ceftazidime
PT

혈구 수
O

R. G. Tudor 1988 수술 cefotetan metronidazole+gentamicin PT O

J. J. Schentag 1988 궤양

moxalactam,

cefotetan,

cefoperazone

PT

출혈
X

T. A. Stellato 1988 수술 moxalactam tobramycin/clindamycin PT X

B. M. Burke 1989 cefmetazole cefoxitin PT X

B. G. Yangco 1989 cefmetazole cefoxitin PT X

J. T. DiPiro 1989 수술
PT

혈구 수
X

G. R. Peters 1989 자원
cefmetazole,

moxalactam
placebo(saline) PT X

E. Frank 1989 감염 cefmetazole cefoxitin PT X

K. J. Williams 1991 cefotetan

cefotaxime

benzylpenicillin

ampicillin/metronidazole

gentamicin

cefoxitin+metronidazole

cefoxitin

cephradine+metronidazole

P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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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illiams 1994 폐렴 cefamandole ampicillin/sulbactam P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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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24개 문헌 중에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문헌을

기반으로 8건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저프로트롬빈혈증의 증상별 및

NMTT 항생제별로 이분형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CM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프로트롬빈혈증의 증상은 출혈과 PT 증가로 나누어 각각의

발생 빈도를 도출하였으며, 출혈과 PT 증가를 포함한 전체

저프로트롬빈혈증의 증상 발생 빈도를 계산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문헌은 모두 8건으로 모두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 발표된 문헌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NMTT 항생제는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이 각각 두 문헌에서, cefamandole,

cefmenoxime이 각각 한 문헌씩 추출되었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문헌의

특징은 표에 요약하였다.[Table 4]

한 논문 내 다수의 결과값은 독립적인 결과물로 간주하였으므로29),

J. J. Schentag, R. G. Tudor, K. J. Williams 논문에서 증상별 해당

약물의 결과값을 각각 별개의 문헌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N수 139의 R. J. Mangi 문헌의 경우 NMTT 항생제를 두 가지 비

NMTT 항생제와 각각 비교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값이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결과값 또한 별개의 문헌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값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PT 증가 부작용의 결과값은

8가지, 출혈 부작용 결과값은 4가지였다. 분석 시 각 연구에서 예방적

비타민 K의 투여 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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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저자 연도 N수 약물
포함된 결과값 지표 p값

PT 출혈 PT 출혈

J. J. Schentag 1983 98 moxalactam O O 0.003 0.129

L. J. Eron 1983 39 moxalactam O X 0.105 -

J. S. Tan 1984 40 cefmenoxime X O - 0.853

R. G. Tudor 1988 152 cefotetan O O 0.212 0.651

R. J. Mangi 1988 133 cefoperazone O X 0.987 -

R. J. Mangi 1988 139 cefoperazone O X 0.103 -

K. J. Williams 1991 1109 cefotetan O O 0.283 0.391

D. Williams 1994 75 cefamandole O X 0.505 -

[Table 5] A summary of meta-analyzed RCT literatures on hypoprothrombinemia related outcomes for NMTT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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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헌의 임상적 결과값에 따라 분석 모델을 분류하여 각

결과값별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모델은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발생 연관성,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중

출혈 증상 발생 연관성,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중 PT 증가

발생 연관성 총 3가지로 정의되었다. 각 분석모델별로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모델별 특징과

결과값에 따라 메타분석을 진행한 결과값을 표에 요약하였다.[Table 5]

분석 모델 1에서는 저프로트롬빈혈증 관련 증상의 발생을 모두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 발생으로 간주하여 출혈과 PT 증가 부작용이

나타난 문헌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따라서 최종 분석에 선정된

문헌에 해당하는 8개 문헌이 모두 포함되었다. N수는 12, 분석에 포함된

NMTT 항생제는 cefamandole, cefmenoxime, cefmetazole,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이다.

분석 모델 2는 임상적 출혈 증상만을 결과값으로 정의하여 출혈

데이터가 있는 4가지 문헌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분석에는

cefmenoxime, cefotetan, moxalactam 등의 NMTT 항생제가 포함되었다.

분석 모델 3은 PT 증가를 결과값으로 정의하여 총 8가지 문헌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cefamandole,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

등의 항생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 모델 2의 cefmenoxime 및

moxalactam과 마찬가지로 cefamandole은 비교 대상 문헌이 없어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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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류 결과값 N수 분석에 포함된 NMTT 항생제 종류

분석 모델 1 저프로트롬빈혈증 12
cefamandole, cefmenoxime, cefmetazole,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

분석 모델 2 출혈 4 cefmenoxime, cefotetan, moxalactam

분석 모델 3 PT 증가 8 cefamandole, cefoperazone, cefotetan, moxalactam

[Table 6] A summary of each analytic model'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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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항생제별 저프로트롬빈혈증 연관성을 도출하기 위해

유효한 데이터가 있는 문헌에 한하여 NMTT 항생제별로 하위

메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분석 결과는 분석 모델 결과표에 함께

요약하여 나타내었다.[Table 6][Table 7]

각 분석 모델은 모두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고정 효과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의 각

임상적 결과값에 따른 분석모델별 메타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Figure 3][Figure 4][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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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ult of model 1 (relationship between NMTT antibiotics and

hypoprothrombinemia)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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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ult of model 2 (relationship between NMTT antibiotics and bleeding)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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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ult of model 3 (relationship between NMTT antibiotics and PT prolongation)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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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분석 모델 1과 3에서 결과값의 발생의 방향성은 해당

항생제와 부작용 간 상관성이 있음을 뜻하며, 각각의 odds ratio값은

1.592 (95% CI, 1.21-2.10), 1.749 (95% CI, 1.25-2.46)으로서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의 연관성 및 NMTT 항생제와 PT 증가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반면, 분석 모델 2의 경우

odds ratio값이 1.331 (95% CI, 0.83-2.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NMTT 항생제는 비 NMTT 항생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프로트롬빈혈증과 PT 증가의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출혈의

경우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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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약물 동질성 Odds ratio

신뢰 구간 (95% CI)

p 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Cefoperazone 0.223 3.904 1.080 14.113 0.038

Cefotetan 0.926 1.315 0.973 1.778 0.074

Moxalactam 0.719 4.896 2.070 11.582 0.105

Overall 0.220 1.592 1.209 2.097 0.000

[Table 7] Result of subgroup analysis from model 1 (relationship between NMTT antibiotics and

hypoprothrombinemia)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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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약물 동질성 Odds ratio

신뢰 구간 (95% CI)

p 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Cefotetan 0.834 1.261 0.780 2.040 0.343

Overall 0.604 1.331 0.832 2.128 0.233

[Table 8] Result of subgroup analysis from model 2 (relationship between NMTT antibiotics and bleeding)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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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약물 동질성 Odds ratio

신뢰 구간 (95% CI)

p 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Cefoperazone 0.223 3.904 1.080 14.113 0.038

Cefotetan 0.540 1.352 0.918 1.989 0.126

Moxalactam 0.513 4.590 1.866 11.292 0.001

Overall 0.117 1.749 1.245 2.459 0.001

[Table 9] Result of subgroup analysis from model 3 (relationship between NMTT antibiotics and increase of PT)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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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석 모델의 하위그룹 메타분석 결과, 각 NMTT 항생제와 전체

NMTT 항생제의 분석에 동질성 I2값은 모두 0.1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분석 모델 1에서 cefoperazone과 moxalactam은 각 odds ratio값이

3.90 (95% CI, 1.08-14.11), 4.90 (95% CI, 2.07-11.58)로 나타나 두

항생제 모두 비 NMTT 항생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저프로트롬빈혈증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cefotetan은 odds

ratio값이 1.32 (95% CI, 0.97-1.7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분석 모델 2에는 cefmenoxime, cefotetan, moxalactam을

연구대상으로 한 문헌이 포함되었으나, cefmenoxime과 moxalactam의

경우 비교 가능한 문헌이 없어 메타 하위 분석이 가능한 약물은

cefotetan이 유일하였으며, cefotetan의 odds ratio값은 1.26 (95% CI,

0.78-2.04)로서 출혈에서도 cefotetan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분석 모델 3의 경우 cefoperazone과 cefotetan의 PT 증가 발생

빈도는 분석 모델 1의 결과값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moxalactam의

odds ratio값은 4.59 (95% CI, 1.87-11.29)로 나타났다. 따라서

cefoperazone과 moxalactam만이 저프로트롬빈혈증과 같이 PT 증가

발생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NMTT 항생제 중에는 cefoperazone과 moxalactam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cefotetan은 비 NMTT 항생제와

비교하였을 때 저프로트롬빈혈증, 출혈, PT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의

출혈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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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TT 항생제의 허가 여부를 국내외 비교하였을 때,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NMTT 항생제가 국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으며, 특히 미국 FDA를 포함한 일부 국외 정부기관에서 현재

국내에서 승인 받아 사용 중인 NMTT 항생제의 허가 취소한 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실제 국내 임상에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약물들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업데이트가 최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NMTT 항생제와 비 NMTT

항생제 간 또는 NMTT 항생제 간의 부작용 발생을 보고하는 국내

자료가 매우 드물게 검색되고 있어 국내 임상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NMTT 항생제의 사용과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국내 다음으로 NMTT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 안전성 정보지의 주의사항을 비교하였을 때도

해당 항생제의 부작용 빈도 표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내 해당

항생제들의 안전성 정보지의 재검토 및 업데이트와 나아가 안전성

정보의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NMTT 항생제가 비 NMTT 항생제에 비해

저프로트롬빈혈증과 PT 증가가 유의하게 높게 발생하였다. 효과 크기

계산이 가능한 무작위 시험 연구에 포함된 NMTT 항생제들은 모두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승인받은 항생제였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NMTT 항생제에 대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 cefoperazone과

moxalactam은 저프로트롬빈혈증과 PT 증가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반면, cefotetan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

가지 항생제 모두 국내에서는 허가 받은 항생제이며 moxalactam만

수출용으로 승인된 상태인데, moxalactam의 경우 비교 분석한 국가 중

어디에서도 허가받지 못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승인 후 취소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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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efotetan은 국내와 미국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 유통 중인

항생제로, 분석에서 관찰한 부작용 세 가지, 저프로트롬빈혈증, PT 증가,

출혈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 유일한 약물이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허가 후 취소를 받은 바 있어 해당 약물의 안전성에 관한

관찰 연구가 더 필요하다. 반대로 저프로트롬빈혈증과 PT 증가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cefoperazone은 국내 및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국내외 임상에서 본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주의관찰이 요구된다.

출혈 부작용의 경우 전체 NMTT 항생제에 대한 분석 및 개별

NMTT 항생제 메타분석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메타분석에 이용된 문헌의 수가 3개로 매우 적었으며, 분석대상

항생제가 cefotetan 밖에 없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추가 임상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추출된 무작위 비교 시험 연구 중

moxalactam의 출혈 증상이 PT 증가와 동반한 결과가 있었으며,13) 반면

소아를 포함한 무작위 비교 시험 연구 중에는 출혈 부작용이

저프로트롬빈혈증 발생과 관련 없다28)는 결과가 있어 기존에 알려진

비타민 K 메커니즘과 무관한 NMTT 항생제의 출혈 부작용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검증 및 임상 적용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으로서 NMTT 항생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제 임상에서의 지속적인 관찰 연구 및

저프로트롬빈혈증과 PT 증가 부작용의 주의수준에 대한 일관된 연구

결과 업데이트가 요구되며, 국외에서 사용하지 않음에도 국내 처방이

많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권장하는 치료 가이드라인의 재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시판되는 cephalosporin계 항생제 중 NMTT

항생제와 혈액학적 부작용의 연관성을 정량적 방법을 통해 제시한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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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물 중 하나로서, NMTT 항생제 처방 시 저프로트롬빈혈증

위험성의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내

환자군을 근거 기반 하여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전 유사한

연구물에서도 같은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NMTT 항생제의 모든 종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할 연구대상물의 연구 디자인을 무작위

비교시험 연구로 제한하였다는 데 장점이 있다. 대부분 안전성 연구는

허가 후에 관찰연구로서 수행되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무작위 비교시험 연구는 논문의 신뢰 정도가 가장 높은 연구

디자인으로서 연구 결과 자체로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작위 비교시험 연구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

또한 최근 업데이트되지 않은 국내외 NMTT 항생제의 안전성

정보지를 분석하고 임상 사용 현황을 파악 및 허가사항을 국외와

비교분석하여 국내 임상에서의 안전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정보

업데이트 및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NMTT

항생제의 저프로트롬빈혈증의 발생 빈도가 비 NMTT 항생제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다는 통계적 근거로써 성인에서의 NMTT 항생제 임상

사용에 있어 저프로트롬빈혈증 연관성의 총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투여 시 약사를

포함한 의료진과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의의 필요성을

암시하며, 특히 본 연구의 임상 결과값인 저프로트롬빈혈증은 환자의

식이나 병용 약물에 따라 부작용 발생의 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군에서 NMTT 항생제 처방 시 약사의

모니터링 및 지도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임상 약사의 개입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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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근거가 임상 약사의 환자가 알아야 할 약물

부작용 예방에 관한 교육 및 복약 지도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국내

병원에서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에서 약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항생제 부작용에

관하여 임상 약사가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중재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국내에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NMTT 항생제가 소아에게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성인 대상의 연구만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전체 연령군 및

소아에서의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전체 문헌의

개수가 8개로 특히 출혈 증상을 나타낸 연구 문헌 수는 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의 양에 비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환자군의 상태가 제어되지 않았으므로 환자 대상군의 특성을

고려한 부작용 빈도수 차이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작위 비교시험

연구만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으므로 기존의 관찰 연구를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물7)에 비해 분석에 사용된 문헌 수는 적으나 타당도가 높은

연구 설계를 사용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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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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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NMTT 항생제의 허가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NMTT

항생제와 저프로트롬빈혈증 부작용의 연관성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무작위 비교 시험 연구를 이용하여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임상 약사들이 NMTT

항생제의 처방 검토 및 환자 복약지도를 수행 시 최신 자료에 기반한

통계 근거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는 국외에서 이미 허가 후 취소된 NMTT 항생제를 다수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정보지의 업데이트가 최근

이루어지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NMTT 항생제

안전성 관련 연구 자료가 드물어 임상 약사들이 NMTT 항생제의

저프로트롬빈혈증 발생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

약물의 안전성 연구는 관찰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성 고찰이 필요하므로,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료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본

연구는 NMTT 항생제의 안전성을 연구한 무작위 비교 시험 연구만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후속

연구로서 국내 임상에서 사용되는 NMTT 항생제의 지속적인 안전성

검토와 환자군과 저프로트롬빈혈증의 관련 증상별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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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N-methylthiotetrazole-side-chain

containing cephalosporin antibiotics

and hypoprothrombinemia adverse

events: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KIM MIN SOO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methylthiotetrazole (NMTT) side chain is a common cyclic

structure contained in number of antibiotics directly inhibiting vitamin

K-dependent coagulantion related enzymes. NMTT structure is found

in a few cephalosporins including cefmandole, cefbuperazone,

cefmenoxime, cefmetazole, cefminox, cefoperazone, cefotetan, and

moxalactam (latamoxef). Cefotetan, a NMTT antibiotics, cefoteta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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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by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but cefamandole,

cefmenoxime, cefmetazole, cefoperazone, cefotetan, and moxalactam

are not approved in US.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NMTT

antibiotics and hypoprothrombinemia was reported in the literature,

the detailed mechanism is still unclear. The reported relationship is

controversial as some studies insisted that hypoprothrombinemia

adverse event is not directly related to NMTT antibiotics.

Although cephalosporins are one of the most prevalently

prescribed antibiotics in clinical practice, limited number of reports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MTT antibiotics and

hypoprothrombinemia or compare bleeding tendency of NMTT

antibiotics between non-NMTT antibiotics using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published studies. This study therefore was

constructed to assess safety evaluation of NMTT antibiotics on

hypoprothrombinemia using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This study used databases PubMed, EMBASE, COCHRANE,

RISS and ProQuest up to Octber 2017 identifyi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n safety of NMTT antibiotics to assess safety in

adults patients. Total of 8 studies including cefamandole,

cefmenoxime, cefoperazone, cefotetan and moxalactam are finally

included for meta analysis.

Depends on clinical outcomes, hypoprothrombinemia, prothrombin

time (PT) prolongation, and bleeding adverse events, three kinds of

meta analysis was conducted and each NMTT antibiotics included in

analysis were also analyzed through subgroup analysis.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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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prothrombinemia (OR: 1.592, 95% CI: 1.209-2.097) and PT

prolongation (OR: 1.749, 95% CI: 1.245-2.459)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MTT antibiotice, and cefoperazone and moxalactam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ypoprothrombinemia related

adverse events except for bleeding.

Further evaluations are needed to estimate the level of safe use

of NMTT antibiotics. Pharmacists can exert critical role in monitoring

and educating patient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regarding

the safety issue to prevent risk.

keywords: cephalosporins, hypoprothrombinemia, NMTT

structure,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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