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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논문개요논문개요논문개요 

 

Methotrexate를 비롯한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DMARDs)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JRA)에 etanercept, infliximab과 같은 TNF-α inhibitor가 

괄목할만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interleukin (IL)-1, IL-6 receptor, T-cell co-stimulation 등을 target

으로 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다. 2009년에 FDA에서 

TNF-α inhibitor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발생하는 발암성에 대한 

black box warning을 발표하였으며, tuberculosis reactivation을 비

롯한 infection의 증가, autoimmune syndrome, injection site 

reaction, headache, infusion reaction 등의 이상반응이 빈번히 발생

하고 심각한 경우 해당약물의 치료를 중단해야하는 경우도 보고되

고 있으나, 국내 소아환자에서의 이상반응에 대한 분석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

일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JRA로 etanercept, infliximab을 

투여받은 18세 미만 소아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이상반응의 발생여부 및 빈도를 확인하고, 약물과 이상반응의 인과

관계 및 이상반응의 심각도를 평가였으며, 위험인자와 이상반응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83명의 환자 중 총 53명(63.8%)의 환자에서 114건의 이상반응이 발

생하였고 이중 24건에서는 이상반응 발생 이후 해당 약물의 투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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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였다. 다빈도 부작용으로는 감염 44건(upper respiratory 

infection(URI) 37건, pneumonia 3건, chicken pox 2건, herpes zoster 

2건)이었고, 신경정신병적 이상반응이 22건(headache 13건, 

numbness 2건, seizure 1건, tremor 1건, fatigue 1건)이 보고되었다. 

약품군 별로 살펴보면 etanercept을 사용한 환자 83명 중 52명

(62.7%)에서 106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가장 흔한 이상반응

은 URI 36건(34%)와 headache 13건(12.3%), injection site reaction 

17건(16%), 전신피부반응 7건(6.6%) 순이었다. Infliximab을 사용한 

환자 6명 중 5명(83.3%) 에서 8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infusion reaction이 6건(75%)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이었다. 

이상반응의 심각도는 mild adverse event가 57건(50%), moderate 

adverse event가 56건(49.1%), severe adverse event 1건(0.9%)이었으

며, 인과관계는 certain 25건(21.9%), probable 8건(7.0%), possible 80

건(70.1%), unlikely 2건(1.8%)으로 평가되었다. Etanercept 투여군에

서 나타난 다빈도 이상반응과 risk factor와의 상관관계 평가에서는 

감염은 kg당 투여된 steroid 용량만이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경정

신병적 부작용은 위험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어: JRA, TNF-α inhibitor, 이상반응, risk factor 

학  번: 2013-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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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Tumor necrosis factor (TNF)는 rheumatoid arthritis에서 

interleukin-1의 생성에 관여하는 proinflammatory cytokine으로 대

부분의 JRA환자의 혈액 및 관절강내에서 높은 농도로 발견 된

다.1,19 1998년 etanercept가 FDA의 승인을 받은 이후, methotrexate

를 비롯한 disease modifying antirhematic drugs(DMARDs)에 반응

하지 않는 refractory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JRA)에 

etanercept, infliximab, adalimumab과 같은 TNF-α inhibitor가 괄

목할만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3 대부분의 

JRA 환자는 어른이 될 때까지 질환을 앓게되고 따라서 이러한 바

이오의약품을 DMARDs 제제와 병용하여 장기간 투여받게 된다. 또

한 최근에는 어린나이에 바이오의약품 투여를 시작하는 경우가 빈

번해지고 이러한 약품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바이오의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4년부터 사용이 시작된 etanercept는 현재 

vial과 prefilled syringe 제형을 사용중이며, 4세 이상 소아환자의 

JRA에 kg당 0.4mg씩 주2회 피하주사한다. Infliximab은 100mg 

vial 제형을 사용중이며 18세 이상 RA에 kg당 3mg을 IV로 

투여한다. Adalimumab은 40mg prefilled syringe 제형을 사용중이며, 

4세 이상 JRA에 kg당 24-40mg을 2주마다 피하주사로 투여한다(표 

1). 이외에도 T-cell costimulant인 abatacept와 interleukin-1 

receptor antagoist인 anakinra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의 치료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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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소아환자에게 투여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5,16 

그러나, 이러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TNF-α inhibitor 를 

투여한 환자군에서 tuberculosis reactivaton 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infection 및 injection site reaction, headache 등 약물과 관련한 

이상반응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6,15 chimeric antibody 제제인 

infliximab 을 투여한 환자에서는 infusion reaction 등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해당약물을 중단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7 특히 infliximab 과 etanercept 의 경우는 소아환자에서 

lymphoma 등의 발암위험성이 제기되어 FDA 에서 약물의 설명서에 

경고박스를 추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8,17 또한 최근에는 

etanercept 과 infliximab 을 투여한 JRA 환자에서 포도막염의 발생 

및 악화가 큰 화두가 되고 있어 TNF-α inhibitor 를  투여하는 

환자에 대한 안과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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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소아환자에서의 대규모 임상시험은 윤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소아환자라는 특성상 임상시험 진행에 있어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역시 case report 가 대부분이며 

FDA 의 PMS data 분석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이 해외의 

연구에서 보고된 자료이다. 또한 국내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이상반응 보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소아 

환자에서의 이상반응에 대한 분석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refractory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JRA)로 

etanercept 또는 infliximab 을 사용한 소아환자의 이상반응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해외에서 보고된 자료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약물과의 인과관계 및 심각도를 평가하고, 나이, 성별, 

투약기간, 약물용량, 병용약물 등 risk factor 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여 소아환자에서의 이상반응과 관련한 모니터링 항목과 처방 

및 복약지도시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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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환자 정보 수집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JRA)로 etanercept, infliximab을 

투여받은 18세 미만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 적응증이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 

환자, 투약 이후 지속적인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환자 기본특성은 성별, 연령, 체중, JRA 유병기간, 바이오의약품과 

병용한 DMARD의 개수, methotrexate 또는 스테로이드의 병용 

여부 및 용량을 조사하였다. 이상반응 발생정보는 투여한 

바이오의약품의 종류, 투여기간, 투여용량, 투여속도(infliximab의 

경우만 해당), 발현된 이상반응의 종류, 이상반응 발현까지 소요시간, 

이상반응으로 인한 약품 중단 또는 감량 여부 및 감량 이후 

이상반응의 호전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이상반응의 정의 

 

이상반응 발생여부는 etanercept, infliximab을 투여한 환자의 의

무기록을 확인하여 환자가 호소한 이상반응과 진단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WHO-ART 092 version). 

A. Infection: tuberculosis, herpes zoster, pneumonia, upper 

respiratory infection, chicken pox 

B. Injection site reaction: injection site rash, itching, pain 

C. Infusion reaction: rash, urticaria, itching, dyspnea,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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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europsychiatric manifestation: headache, depression, 

anxiety, seizure, tremor, fatigue 

E. Autoimmune disorder: lupus-like syndrome, uveitis, 

demyelinating disease, psoriasis 

F. Neoplasms: lymphoma 

 

3. 자료의 분석 

 

WHO-UMC criteria(표 2)와 Naranjo algorithm(표 3)으로 

이상반응과 바이오의약품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Hartwig’s 

severity assessmet scale(표 4)로 이상반응의 심각도를 평가하였다.  

이상반응과 risk factor(나이, 성별, 질환의 종류, 바이오의약품과 

병용한 DMARD 의 개수, methotrexate 의 병용여부 및 용량, 

스테로이드의 병용여부 및 용량)와의 상관관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단변수 분석으로 

유의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다변수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p 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1.0 for statistics 

program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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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환자 기본특성 

 

연구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etanercept, infliximab

을 처방받은 환자 중 기준조건을 충족시키는 환자는 83명으로, 이 

중 etanercept를 처방받은 환자는 83명, infliximab을 처방받은 환자

는 6명이었다. 여성의 비율은 etanercept 군은 44명(52.3%), 

infliximab군은 3명(50%)였으며, etanercept를 시작한 평균나이는 

10.4세, infliximab을 시작한 평균나이는 13.7세로 조사되었다. JRA 

유병기간은 etanercept 투여환자는 2608일, infliximab 투여환자는 

3823일이었고, 평균투약기간은 etanercept 투여환자는 1447일, 

infliximab 투여환자는 172일이었다(표 5). 전체 환자 중 9명은 기

존에 사용하던 바이오의약품에서 다른 바이오의약품으로 치료약물

을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는 증상조절실패, 이상반응 발현, 보험미

적용 등으로 파악되었다(표 6). 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대부분의 

환자가 methotrexate(MTX)를 병용사용하였으며(etanercept 92.8%, 

infliximab 100%) MTX만을 병행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etanercept 투여군의 68.7%, infliximab 투여군의 66.7%) MTX 이

외에 sulfasalazine, hydroxychlorquine을 병행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표 7, 표 8). 

Etanercept 투여환자의 39.8%, infliximab 투여환자의 33.3%가 스

테로이드를 병행사용하였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prednisolone을 처

방받았고 deflazacort를 처방받은 환자도 각 군에 1명씩 있었다(표 

7). NSAID를 병행사용한 환자는 77명(54%)이었으며, celecoxib, 

piroxicam, tenoxicam, meloxicam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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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 이상반응 평가 

 

위 2가지 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한 83명의 환자 중, 총 53명(63.8%)

의 환자에서 114건의 이상반응이 발생하였고 이중 24건에서는 이상

반응 발생 이후 해당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특이적으로 

etanercept를 사용한 환자 중 injection site reaction으로 인해 약물 

투여를 중단한 사례는 모두 syringe 제형을 투여한 환자였다. 세부

적인 이상반응 내역으로는 청력저하가 2건, 코피 등 출혈이 2건, 발

열 6건, 주사부위 발진이나 통증이 동반된 주사부위 반응은 17건, 

주사부위 이외의 피부에 나타나는 전신발진 등 피부반응은 7건, 정

맥주사 주입 후 나타나는 오한 발열, 호흡곤란 및 발진 등 주입관련 

반응은 6, 포도막염 5건이 보고되었으며 두통, 저림증세 등의 신경

정신적 이상반응은 22건, 감염이상반응은 44건이 보고되었다. 감염 

이상반응은 세부적으로 단순 URI가 37건, pneumonia 3건, chicken 

pox 2건, herpes zoster 2건이었다. 신경정신병적 이상반응은 두통이 

13, 저림증세 2건, seizure 1건, tremor 1건, fatigue 1건, 의식잃고 쓰

러짐 2건이 보고되었다. 약품군별로 살펴보면 etanercept을 사용한 

환자 83명 중 52명(62.7%)에서 106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단순 URI 36건(34%)와 headache 13건

(12.3%), injection site reaction 17건(16%), 전신피부반응 7건(6.6%) 

순이었다. Infliximab을 사용한 환자 6명 중 5명(83.3%)에서 8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infusion reaction이 6건(75%)로 가장 흔

한 이상반응이었다. Infusion reaction 은 투여 1시간 후부터 수일 

후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표 9). 

Hartwig’s severity assessment scale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상반응

의 심각도는 mild adverse event가 57건(50%), moderate ad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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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가 56건(49.1%), severe adverse event 1건(0.9%)이었다(그림 1).    

WHO-UMC criteria를 이용한 이상반응과 약물의 인과관계 평가

에서는 etanercept의 경우 certain 20건(18.8%), probable 7건(6.6%), 

possible 78건(73.6%), unlikely 1건(0.9%)으로 평가되었으며, Naranjo 

algorithm을 이용한 평가에서는 probable 17건(16.0%), possible 

89(84.0%)건으로 평가되었다(그림 2). Infliximab의 경우 WHO-

UMC criteria로 평가시 certain 5건(62.5%), probable 1건(12.5%), 

possible 2건(25%)이었으며, Naranjo algorithm 이용시 probable 5건

(62.5%), possible 3건(37.5%)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 각 약물별로 

이상반응으로 인해 약물을 중단한 사례는 etanercept 22건, 

infliximab 8건 발생하였으며, 중단 후 호전된 사례는 각각 15건, 5

건이었다(표 10, 11). 

 

3. Risk factor와의 상관관계 평가 

 

이상반응 발생빈도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etanercept에서의 다빈도 발생 이상반응인 신경정신병적 이상반응, 

감염 이상반응과 risk factor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tanercept 투여를 시작한 나이, 성별, etanercept 용량, etanercept

와 병용한 DMARD의 개수(MTX 제외), 투약기간, methotrexate의 

용량, steroid 병용여부 및 투여용량(deflazacort를 사용한 경우 

prednisolone으로 환산한 용량) 등의 risk factor를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단변수 분석(univariable analysis)한 후 유의한 변수

만을 대상으로 다변수 분석(multivariable analysis)하였다. 감염 이

상반응에 대한 단변수 분석에서는 약물을 시작한 나이, 성별, 

etanercept 투여기간, kg당 투여된 steroid 용량이 상관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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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다변수 분석한 결과 kg당 

투여된 steroid 용량만이 감염 이상반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g당 1mg씩 prednisolone용량이 증가할수록 감염 이상

반응은 9.674배 증가하는 결과(P=0.022)를 보였다(표 12). 신경정신

병적 이상반응과 risk factor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어떤 변수

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13). 

 

 

 

 

 

 

 

 

 

 

 

 

 

 

 

 

 

 

 

 

 

 

 



１０ 

 

ⅤⅤⅤⅤ. . . . 고찰고찰고찰고찰    

    

    
4-17세 소아특발성 관절염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한 etanercept 

공개임상시험10 결과에 따르면 43명(62%)가 감염을 경험했으며 

대부분 경미한 감염이었다. 또한 두통(19%, 환자당 연간 1.7건), 

구역(9%, 환자당 연간 1.0건), 복통 (19%, 환자당 연간 0.74건), 

구토(13%, 환자당 연간 0.74건) 등 몇몇 이상반응은 성인환자보다 

소아환자에서 더 자주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 (36.1%, 

환자당 연간 0.128건), 두통(15.7%, 환자당 연간 0.004건), 소화기계 

이상반응(6.0%,환자당 연간 0.015건)이 공개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수치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4-8주 간격으로 진료를 보는 

외래환자의 특성상18 이상반응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기간 중에 이미 이상반응이 해소되어 다음 진료시 환자가 해당 

이상반응을 기억하지 못하는 원인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18세 

미만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JIA)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한 

prospective study6와 비교시 본 연구에서는 높은 비율의 환자에서 

감염과 신경정신병적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신경정신병적 

이상반응의 경우 patient year 당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본 연구에서 

좀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표14). TNF-α inhibitor를 투여한 

환자들에서 이슈가 되어왔던6,20,21 잠재 결핵균의 재활성화는 본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etanercept 투여한 83명의 환자 중 17명

(20.5%)의 환자에서 17건의 injection site reaction이 발생하였는데, 

syringe 제형을 투약한 환자군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으며(시린

지 제형을 투여한 20명의 환자 중 11명(55%)에서 발생), 투약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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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17건 중 11건도 모두 syringe 제형이었다. 이들은 모두 

syringe 제형을 중단한 후 vial 제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중 10건

은 syringe 제형 중단 후 injection site reaction이 호전되었다. 두 

제형의 injection site reaction 발생빈도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진 바 없으나, 두 제형간의 첨가제 차이로 인한 pH, 삼투압의 

차이 및 냉장보관 중인 약을 꺼내어 주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표 15). 두 제형의 첨부 

주사침 크기는 27-gauge, ½-inch needle로 동일하였다.  

최근들어 etanercept의 이상반응으로 주목받고 있는 uveitis는 5

명(4.7%)에서 5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약물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으며 steroid 안약을 점안하면서 안과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소아환자에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lymphoma 등의 

malignancy는 본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Etanercept 투여군

에서 1건의 사망환자가 발생하였는데 DCMP(dilated 

cardiomyopathy) 동반환자로 respiratory infection으로 입원한 후 

heart failure 및 rheumatoid lung aggravation으로 PICU care 받

았으나, acute airway obstruction에 의한 respiratory arrest 발생 

후 뒤이어 이에 따른 cardiac arrest 동반되어 사망하였다. 

Etanercept를 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감염 이상반응과 스테로이

드의 체중당 용량이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etanercept 투여하는 

JRA 환자에서는 발열, 인후통 등 감염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조절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infliximab을 투여받은 6명의 환자들은 평균 

2.9mg/kg의 infliximab을 2-4시간 동안 주입하였는데, 4명(66.7%)에

서 6건의 infusion reaction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1명은 dyspnea, 

fever, rash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Infus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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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투여 1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6건 중 4건

(66.7%)는 약물 사용을 중단하였다. 4-18세 JRA환자 120명을 대상

으로 한 연구결과23에서 Infliximab을 3mg/kg로 투여한 환자군에서 

6mg/kg로 투여한 환자군에 비해 주입관련반응이 더 높은 비율(35% 

vs 17.5%)이 보고되었다. Infliximab에 대한 antibody가 생성된 환

자의 비율 역시 3mg/kg 투여군이 6mg/kg 투여군에 비해 높게(38% 

vs 12%) 보고되었으며, high antibody titer(>1:320)를 보인 환자의 

비율도 3mg/kg 투여군이 6mg/kg 투여군에 비해 높은(40% vs 33%)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중대한 주입관련 반응(아나필락시스)을 경

험한 6명 중 2명은 주사약을 짧은 시간(2시간 미만)동안 주입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 임상시험22에서 3mg/kg로 투여한 환자군의 68%, 6mg/kg로 투

여한 환자군의 65%에서 감염이상반응이 보고되었고, 상기도 감염, 

인후염 등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폐렴 등 중증 감염도 보고되

었다. 이외 1명에서 수두 감염, 다른 1명에서 대상포진이 보고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위 임상시험에서 보다 낮은 비율(33%)로 감염 이

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각각 상기도 감염 1건, 수두 감염 1건이었다.    

Infliximab은 현재 18세 미만 류마티스관절염환자의 치료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7세 이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환자가 약가

의 100%를 부담해야하므로 소아 류마티스환자에서는 사용량이 많

지 않으며 과거에 사용했던 환자들도 비용부담 때문에 투여를 중단

해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도 10년간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으나, 단 6명만의 투여사례만을 확인할 수 있어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1번 이상 바이오의약품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환자의 변경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두번째 바이오의약품으로 변경한 9건 중 8건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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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절 실패로 인한 경우였고, 1건은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경우였

다. 또한, 세번째 약물로 변경한 6건 중 4건은 증상조절 실패, 1건

은 증상조절 실패 및 이상반응 발현, 다른 한건은 보험 미적용 사

례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tanercept와 infliximab의 경우 아

래(표 17)와 같은 보험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환

자본인 부담을 적용하고 있어 환자치료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에 Dutch National Register의 보고자료14에 따르면 

etanercept로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시작한 JIA환자의 26%가 두번

째 바이오의약품으로 변경하였으며, 7%는 3번째 바이오의약품으로 

변경하고 있었다. 두번째 바이오의약품으로 변경한 80명 중 가장 

많은 49명으로 adalimumab이 가장 많았으며, infliximab(28명), 

anakinra(17명), abatacept(4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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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론결론결론결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소아환자의 

JRA에 사용된 etanercept와 infliximab의 이상반응에 대하여 분석

한 결과, 이상반응의 심각도는 대부분이 mild-moderate에 해당하였

다. 감염 이상반응은 해외의 이상반응6,22 보고와 비교시 etanercept

에서는 높은 비율로 infliximab에서는 낮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성

인 류마티스환자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으나 소아환자에서는 아직 

드문것으로 보고되어 온 결핵의 재활성화6는 본 연구에서도 보고되

지 않았다. Etanercept의 감염 이상반응은 환자체중당 사용된 스테

로이드 용량이 증가할수록 발생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임에 따

라 etanercept를 사용하는 환자군에서 스테로이드 증량시 발열, 인

후통 등 감염의 징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Etanercept 사용군에서 주로 발현되는 두통은 해외에서 보고된 

자료6에 비해 낮은 비율로 발현되었으며, 기존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용량과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약물중단 

빈도가 높았던 etanercept 시린지 제형 사용군에 대해서는 사용방

법에 대한 복약지도 및 주사부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하며 vial 제형과 syringe 제형에서의 통증발생차이에 대한 원인규

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nfliximab 투여시 infusion reaction

의 발생은 해외보고22에 비해 본 연구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보고되

었으나 본 연구의 환자수가 적어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infliximab 투여시 발생하는 infusion reaction은 매우 치명

적일 수 있고 투여가 완료되고 수일 후에 delayed infusion reaction

이 발생가능하므로 투여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귀가 후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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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증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infliximab과 etanercept를 사

용한 환자군에서 lymphoma 등의 malignancy 위험성이 제기8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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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JRA에 사용되는 TNF-α inhibitor 

Drug 함량/제형 
용법/용량 

(소아) 

FDA 승인 

(SNUH 도입) 
Type 

엔브렐 

(Etanercept) 

25mg vial 

25mg PFS 

4 세 이상 소아환자 

0.4mg/kg (max: 25mg) 주 2 회 SC 

1998 

(2004) 

Fusion protein 

(TNF-α Rc-IgG1) 

레미케이드 

(Infliximab) 

100mg vial 

소아 RA 적응증 없음 

18 세 이상: 3mg/kg over 2hr IV 

(D1, D28, D42 이후 q8week) 

1998 

(2002) 

Monoclonal Ab 

(chimeric) 

휴미라 

(Adalimumab) 

40mg PFS 

4 세 이상 소아환자 

4-12 세: 24mg/m2 SC q2Week (max: 40mg) 

13-17 세: 40mg SC q2week 

2002 

(2008) 

Monoclonal Ab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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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WHO-UMC causality categories25 

Casualty term Assessment criteria 

Certain 

•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 with plausible time 

relationship to drug intake 

• Cannot be explained by disease or other drugs 

• Response to withdrawal plausible (pharmacologically, 

pathologically) 

• Event definitive pharmacologically or phenomenologically (i.e. an 

objective and specific medical disorder or a recognized 

pharmacological phenomenon) 

• Rechallenge satisfactory, if necessary 

Probable 

/likely 

•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 with reasonable time 

relationship to drug intake 

• Unlikely to be attributed to disease or other drugs 

• Response to withdrawal clinically reasonable 

• Rechallenge not required 

Possible 

•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 with reasonable time 

relationship to drug intake 

• Could also be explained by disease or other drugs 

• Information on drug withdrawal may be lacking or unclear 

Unlikely 

•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 with a time to drug intake 

that makes a relationship improbable (but not impossible) 

• Disease or other drugs provide plausible explanations 

Conditional 

/Unclassified 

•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 

• More data for proper assessment needed, or 

• Additional data under examination 

Unassessable 

/Unclassifiable 

• Report suggesting an adverse reaction 

• Cannot be judged because information is insufficient or 

contradictory 

• Data cannot be supplemented or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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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aranjo algorithm23 

Question Yes No Do not know 

1. Are there previous conclusive reports on this reaction? +1 0 0 

2. Did the adverse event appear after the suspected drug was 

administered? 

+2 -1 0 

3. Did the adverse reaction improve when the drug was 

discontinued or a specific antagonist was administered? 

+1 0 0 

4. Did the adverse reaction reappear when the drug was 

readministered? 

+2 -1 0 

5. Are there alternative causes (other than the drug) that 

could on their own have caused the reaction? 

-1 +2 0 

6. Did the reaction reappear when a placebo was given? -1 +1 0 

7. Was the drug detected in the blood (or other fluids) in 

concentrations known to be toxic? 

+1 0 0 

8. Was the reaction more severe when the dose was 

increased, or less severe when the dose was decreased? 

+1 0 0 

9. Did the patient have a similar reaction to the same or 

similar drugs in any previous exposure? 

+1 0 0 

10. Was the adverse event confirmed by any objective 

evidence? 

+1 0 0 

Naranjo scores of 9 or 10 indicate that an event was "definitely" an ADR; scores of 5-8 
rate the likelihood as "probable"; scores of 1-4 are "possible"; and scores of less than 1 are 
"doub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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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artwig’s severity assessment scale24 

Level Assessment criteria 

Level 1 
An ADR occurred but required no change in treatment with the suspected 

drug. 

Level 2 

The ADR required that treatment with the suspected drug be held, 

discontinued, or otherwise 

changed. No antidote or other treatment requirement was required. No 

increase in length of stay(LOS) 

Level 3 

The ADR required that treatment with the suspected drug be held, 

discontinued, or otherwise 

changed. AND/OR An Antidote or other treatment was required. No 

increase in length of stay (LOS) 

Level 4 
Any level 3 ADR which increases length of stay by at least 1 day . OR 

The ADR was the reason for the admission 

Level 5 Any level 4 ADR which requires intensive medical care 

Level 6 The adverse reaction caused permanent harm to the patient 

Level 7 
The adverse reac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led to the death of the 

patient 

Mild= level 1 and 2, moderate= level 3 and 4, severe= 5, 6 an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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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약제군별 연구대상 환자의 특성 

 Etanercept Infliximab 

N 83 6 

Female No(%) 44(53) 3(50) 

평균나이(2013년) 15 18 

평균나이 

(해당약품 투약시작) 

10.4 13.7 

평균 JRA 투병기간(일) 2608 3823 

평균 투약기간(일) 1447 172 

평균용량(kg당) 0.5mg 2.9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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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바이오의약품 처방현황 및 변경사유 

처방 유형 n 변경사유1 변경사유2 

Etanercept만 투약 

 
74   

Etanercept 

-> Infliximab 

 

1 증상조절 안됨  

Etanercept 

-> Infliximab 

-> Etanercept 

 

4 

3명: 증상조절 안됨 

1명: 최대사용 가능한 

Etanercept 개수 모두  

사용하여 약물변경 

3명: 증상조절 안됨 

1명: Infliximab 연령금기

로 본인부담 100% 적용

되어 약물 변경 

Etanercept 

-> Infliximab  

-> Anakinra 

 

1 증상조절 안됨 

증상조절 안되고  

dyspnea, rash 등  

이상반응 발생  

Etanercept 

-> Adalimumab 

-> Etanercept 

 

1 증상조절 안됨 증상조절 안됨 

Etanercept 

-> Abatacept 

 

1 증상조절 안됨  

Etanercept 

-> Anakinra 

 

1 증상조절 안됨  

Total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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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teroid 및 methotrexate 사용현황 

 Etanercept Infliximab 

No of patients with steroid(%) 33(39.8%) 2(33.3%) 

No of patients with PD 32 1 

PD dose mean(mg/kg/day) 0.34 0.12 

No of patients with DFZ 1 1 

DFZ dose mean(mg/kg/day) 0.05 0.15 

No of patients with MTX(%) 77(92.8%) 6(100%) 

 MTX dose mean(mg/kg/week) 0.26 0.3 

DFZ = Deflazacort, PD = Prednisolone, MTX=methotrex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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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DMARDs 사용현황 

 Etanercept Infliximab 

None 6(7.2%) - 

MTX 57(68.7%) 4(66.7%) 

MTX + SSLZ 17(20.5%) 1(16.7%) 

MTX + HCQ 3(3.6%) - 

MTX + SSLZ + HCQ - 1(16.7%) 

CPM - - 

Total 83 6 

MTX=methotrexate, SSLZ=Sulfasalazine, HCQ=Hydroxychloroquine, 

CPM=Cyclophosph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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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이상반응 발생빈도 
 
 
 
 

Etanercept 
(328 Patient treatment years) 

Infliximab 
(4 Patient treatment years) 

Total 
(332 Patient treatment years) 

No of AEs No of patients No of AEs/Patient year No of AEs No of patients No of AEs/Patient year No of AEs No of patients No of AEs/Patient year 

Infection 42 
(39.6%) 

30 
(36.1%) 

0.128 2 
(25%) 

2 
(33%) 

0.476 44 
(37%) 

30 
(36.1%) 

0.132 

URI 36 
(34%) 

28 
(33.7%) 

0.110 1 
(12.5%) 

1 
(16.7%) 

0.238 37 
(31.1%) 

28 
(33.7%) 

0.111 

Pneumonia 3 
(2.8%) 

2 
(2.4%) 

0.009    3 
(2.5%) 

2 
(2.4%) 

0.009 

Chicken pox 1 
(0.9%) 

1 
(1.2%) 

0.003 1 
(12.5%) 

1 
(16.7%) 

0.238 2 
(1.7%) 

2 
(1.2%) 

0.006 

Herpes zoster 2 
(1.9%) 

2 
(1.2%) 

0.006    2 
(1.7%) 

2 
(1.2%) 

0.006 

Injection 
site reaction 

17 
(16%) 

17 
(20.5%) 

0.052    17 
(14.9%) 

17 
(20.5%) 

0.051 

Neuropscychiatric 
symptom 

22 
(20.8%) 

22 
(26.5%) 

0.067    22 
(19.2%) 

22 
(26.5%) 

0.267 

Headache 13 
(12.3%) 

13 
(15.7%) 

0.040    13 
(11.4%) 

13 
(15.7%) 

0.039 

numbness 2 
(1.9%) 

2 
(2.4%) 

0.006    2 
(1.7%) 

2 
(2.4%) 

0.006 

Hearing 
impairment 

2 
(1.9%) 

2 
(2.4%) 

0.006    2 
(1.7%) 

2 
(2.4%) 

0.006 

Seizure 1 
(0.9%) 

1 
(1.2%) 

0.003    1 
(0.8%) 

1 
(1.2%) 

0.003 

Tremor 1 
(0.9%) 

1 
(1.2%) 

0.003    1 
(0.8%) 

1 
(1.2%) 

0.003 

Fatigue 1 
(0.9%) 

1 
(1.2%) 

0.003    1 
(0.8%) 

1 
(1.2%) 

0.003 

Syncope 2 
(1.9%) 

2 
(2.4%) 

0.006    2 
(1.7%) 

2 
(2.4%) 

0.006 

전신피부반응 7 
(6.6%) 

7 
(8.4%) 

0.021    7 
(6.1%) 

7 
(8.4%) 

0.021 

Infusion reaction 0 0 0 6 
(75%) 

4 
(66.7%) 

1.428 6 
(5.0%) 

4 
(4.7%) 

0.018 

Uveitis 5 
(4.7%) 

5 
(6.0%) 

0.015    5 
(4.2%) 

5 
(6.0%) 

0.015 

Bleeding 2 
(1.9%) 

2 
(2.4%) 

0.006    2 
(1.7%) 

2 
(2.4%) 

0.006 

Fever 6 
(5.7%) 

6 
(7.2%) 

0.018    6 
(5%) 

6 
(7.2%) 

0.018 

GI symptom 5 
(4.7%) 

5 
(6.0%) 

0.015    5 
(4.2%) 

5 
(6.0%) 

0.015 

Dyspnea 1 
(0.9%) 

1 
(1.2%) 

0.003    1 
(0.8%) 

1 
(1.2%) 

0.003 

LFT 상승 2 
(1.7%) 

2 
(2.3%) 

0.006    2 
(1.7%) 

2 
(2.3%) 

0.006 

Total ADR 106 52 0.32 8 5 1.9 114 53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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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Etanercept 주요이상반응의 심각도 및 인과관계 평가 

  No. 

of AEs 

No. of 

drop-out 

Casualty assessment Severity assessment 

certain probable possible unlikely mild moderate severe 

Neuropsychiatric symptom  

Headache 13  1  13  9 4  

Numbness 2   2   2   

Seizure 1         

Tremor 1    1  1   

Fatigue 1    1  1   

Syncope 2 1   2   2  

 Hearing impairment 2    2  1 1  

Infection 

URI(단순) 36 3   36  8 24  

pneumonia 3 1   3   2 1 

chicken pox 1 1   1   1  

Herpes zoster 2 1   2  1 1  

Uveitis 5   3 2  1 4  

Injection site reaction 17 11* 17    17   

전신피부반응 7 2 1 1 4 1 3 4  

GI symptom 5 1   5  3 2  

LFT  2 1   2  1 1  

* 모두 syringe 제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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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Infliximab 주요이상반응의 심각도 및 인과관계 평가 

  No. of AEs No. of drop-out Casualty assessment Severity assessment 

certain probable possible mild moderate severe 

Infusion reaction 6 6 5 1  4 2  

URI 1 1   1  1  

Chicken pox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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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Etanercept 감염 이상반응과 risk factor의 상관관계 

Characteristic No of patients 

with infection 

Univariable Analysis Multivariable Analysis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Age(약물시작), years  0.9(0.832-0.974) 0.009   

Sex      

   Female 27 1 [Reference]    

   Male 3 0.248(0.100-0.614) 0.003 0.402(0.141-1.148) 0.089 

DMARD, No. 

    0 

1 

    2 

 

4 

8 

18 

 

1 [Reference] 

0.929(0.319-2.700) 

1.083(0.309-3.802) 

 

 

0.892 

0.901 

  

Duration, days  1.001(1.000-1.001) 0.001 1.001(1.000-1.001) 0.022 

Methotrexate      

  Dose(mg/kg/wk)  0.554(0.056-5.446) 0.612   

Etanercept 

  Dose(mg/kg/wk) 

  

1.216(0.753-1.963) 

 

0.424 

  

Steroid      

  복용하지 않음 16 1 [Reference]    

  복용 14 2.033(0.971-4.257) 0.060   

  Dose(mg/kg/day)  7.786(1.464-41.399) 0.016 9.674(1.396-67.0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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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Etanercept 신경정신병적 이상반응과 risk factor의 상관관계 

Characteristic 
No of patients with 

Neuropsychiatric AEs 

Univariable Analysis Multivariable Analysis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Age(약물시작), years  1.065(0.959-1.182) 0.239   

Sex      

    Female 12 1 [Reference]    

    Male 5 1.010(0.352-2.896) 0.986   

DMARD, No. 

     0 

1 

     2 

 

3 

8 

6 

 

1 [Reference] 

0.725(0.178-2.956) 

1.667(0.355-7.821) 

 

 

0.653 

0.517 

  

Duration, days  1.000(0.999-1.000) 0.462   

Etanercept 

 Dose(mg/kg/wk) 
 

 

0.638(0.251-1.619) 

 

0.344 
  

Etanercept 

   ≤0.4mg 

   >0.4mg 

 

11 

6 

 

1 [Reference] 

0.851(0.316-2.291) 

 

 

0.750 

  

Methotrexate      

   Dose, (mg/kg/week)  0.224(0.007-7.476) 0.404   

Steroid      

   복용하지 않음 9 1 [Reference]    

   복용 8 1.339(0.501-3.581) 0.561   

   Dose(mg/kg/day)  0.531(0.056-5.018) 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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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Etanercept의 주요 이상반응 비교 

이상반응 V Gerloni et al 20076 본연구 

감염 % of patients with AE 22.8 36.1 

No. of AEs/Patient year 0.069 0.128 

신경정신병적 이상반응 % of patients with AE 23.6 26.5 

No. of AEs/Patient year 0.121 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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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엔브렐 주사의 제형간 성분의 차이10 

구분 Enbrel 25mg multiple-use vial Enbrel 25mg prefilled syringe 

Active ingredient 

content 

25mg etanercept with diluent syringe 

(1 mL Sterile Bacteriostatic Water for 

Injection, USP, containing 0.9% benzyl 

alcohol) 

0.51ml of a 50mg/ml solution of 

etanercept 

Inactive ingredient 

content 

40mg mannitol 

10mg sucrose 

1.2mg tromethamine 

1% sucrose 

100mM sodium chloride 

25mM L-arginine hydrochloride 

25mM soldium phosphate 

pH 7.1-7.7 6.1-6.5 

Osmorality 260 -320mOsm/kg 280-340mOsm/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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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Infliximab 투여군에서 infusion reaction발생현황 

 

 

 

 

 

 

 

 

 

환자번호 
Infusion reaction  

이상반응 발생여부 
투여용량(kg 당 용량) 주입시간 

주입속도 

(mg/kg/hr) 

1 Y 100mg/60kg(1.6) 2hr 0.8  

1 Y 200mg/59kg(3.3) 3hr 1.1  

2 Y 200mg/53kg(3.7) 4hr 0.9  

3 Y 100mg/40kg(2.5) 2hr 1.3  

3 Y 100mg/39kg(2.6) 2hr 1.3  

4 Y 160mg/53kg(3.0) 2hr 1.5  

5 N 150mg/48kg(3.1) 2hr 1.6  

6 N 100mg/31kg(3.2) 2hr 1.6  



32 

 

 표 17. Etanercept와 infliximab의 보험심사기준13 

약품명 보험심사 기준 

Etanercept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투약기간은 고시 제

2006-82호('06.11.1)에 의거 첫 3개월은 원칙적으로 지속 투여하

며 이후추가 급여 인정기간은 실제 투여기간을 합산하고 있음. 

즉, 의학적중단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휴약한 경우에는 투여 중

단 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하여 류마티스관절염은 최대 234바이

알(25mg/V), 강직성척추염, 건선성관절염은 각각 최대 208바이

알(25mg/V)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음. 

 

Infliximab 

레미케이드주(infliximab)는 허가사항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

여가능하나 소아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충

분하지 않아 17세 미만의 어린이에서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동 약제의 인정기준(고시 제2009-115호, ‘09.7.1)에서는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에 다른 TNF inhibitor제제(품명: 엔브렐주, 휴미라주, 라히라주)

에 효과가 없거나 이상반응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시 급여 인정하고 있으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 투여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정하고 있음. 

 

 

 

 

 



33 

 

 

그림 1. 이상반응 심각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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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tanercept 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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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nfliximab 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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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tment of refractory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 (JRA) has chang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approach to therapy. The greatest 

advance in treatment of patients with JRA has been the introduction of biologic 

agents. Currently available biologic agents used to treat patients with JRA 

include tumor necrosis factor (TNF) blockers, various agents that target 

interleukin (IL)-1 and the IL-6 receptor, T-cell co-stimulation inhibitors and 

antibodies to B-lymphocyte antigen CD20. In most patients with JRA, the disease 

remains active into adulthood and the majority of patients experience a flare of 

symptoms after discontinuation of biologic therapy. Patients with JRA, therefore, 

might receive many years of biologic therapy. These agents are increasingly used 

early in the course of the disease (often in combination with other 

immunosuppressive medications) and often for long periods of time. Safety 

concerns are, therefore, being examined more closely. For instance, in 2009, the 

FDA issued a warning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alignancies in patients 

with JRA who had used anti-TNF medications for >2.5 years. Other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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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biologic therapy for JRA include an increased risk of infections, particularly 

opportunistic or Mycobacterium infections, autoimmune syndrome, infusion or 

injection-site reactions, neuropsychiatric adverse events(AEs). However, we can 

rarely get the saftey profile of biologic therapy in Korean JRA patien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ports of adverse events of biologics for JRA availabl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2004 to 2013, retrospectively, with a 

particular focus on anti-TNF therapy, the most studied biologic agents for JRA. 

In all, 106 AEs that included 36 cases of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13 cases of 

headaches, 17 cases of injection site reactions were observed in 52 patients(62.7%) 

who treated with etanercept. A total of 5 patients(83.8%) with infliximab 

experienced 8 AEs which included 6 cases of infusion reactions. Most of AEs were 

evaluated as mild to moderate. Risk factor related to infections that were 

occurred in patients treated with etanercept was the dose of steroid per 

weight(kg). Children affected by JRA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so as to limit 

the risk of adverse events during biologic therapies as much as possible. 

 

KeyWords        : JRA, TNF-α inhibitor, safety profiles, risk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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