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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Studies on Chinese herbal injections are increasing. But, its safety are still
not well reported. We have reviewed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safety of Chinese
herbal injection, especially those related to anaphylaxis.
Methods The PubMed database was used to select the literatures related to anaphylaxis in China and to study the quality control and safety of Chinese herbal injection.
Results Chinese herbal injection is a major traditional medical treatment in China, but
it is the cause of adverse drug reactions including anaphylaxi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proposals have been made to identify the pharmacological and
chemical causes of major side effects and to use them safely clinically. In addition,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from preclinical to postmarketing surveillance to secure the safety of Chinese herbal injection. Based on this, it was found that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the safety of bee sting needles.
Conclusion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chinese herbal injection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main mechanism of action and the pharmacological components contributing to it, and to develop a standardized formulation based on this. In addition, institutional pharmacovigilance is required. (J Korean Med Rehabil 2020;30(4):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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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 순기능 외에 원하지 않는 기능에 의한 반응도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하게 정의된 학문적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

용어인 약물 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s)은 ‘의약품의

명적일 수 있는 중증의 전신 알레르기, 과민 반응으로

사용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명백하게 위험하거나 불편

비만세포 및 호염구에서 유래한 다양한 매개체들이 순

한 반응. 향후 투여에서 위험할 수 있으며, 예방, 정확한

환계로 갑작스럽게 방출되어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야기

치료, 약물 용량의 조절, 혹은 투약 중지가 필요’한 의학적

1-3)

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 국내에서는 일부

상태를 말한다6). 약물유해반응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한약 약침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위한 정책의 하나로 약물감시(pharmacosurveillance)가 있

4,5)

되기도 하였으나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
약침을 포함한 한약은 의약품으로 예방과 치료를 위

으며, 이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등에서는 한약을 포함
한 다양한 의약품의 부작용 보고가 운영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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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안전성(safety)에 대
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약의 안전성

방법»»»

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PubMed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china” and “anaphylaxis”)

한가지 사례로 봉약침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봉

or (“chinese herbal injection” or “herbal injection” or “Chinese

약침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교육자료를 환자에게 제

Medicine Injection”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

공할 것과 임상의들에게 봉약침과 관련된 다양한 약물

jection”) and (“Risk” or “profile” or “post-marketing” or

유해반응을 교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상적 지

“Adverse” or “Anaphylaxis” or “Review” or “Quality” or

침과 유해반응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을 개발할 것 등

“Safety”) 검색어를 통해 중국에서의 아나필락시스 관련 문

몇 가지 임상적 안전을 위한 제언이 학계에 보고된 바

헌들과 중약주사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련 연구를 선

8)

있다 . 그러나 한약의 약물감시제도는 체계적으로 도입

별하여 관련성이 깊은 문헌들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한약에 의한 유해반응 빈도와
위험성의 정도, 발생기전과 위험인자, 임상적인 예방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중국에서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안전성을

결과»»»

확보하기 위해 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Good

선별과정에서 608건의 문헌이 검토대상이 되었으며,

Laboratory Practice (GL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중약주사제의 안전성

(GMP) 등 다양한 제도들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식

중 특히 아나필락시스와의 관련성이 있는 문헌들을 선

약처(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CFDA])는 2000

별하였다. 통상적인 중약주사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다

년 이후 한국의 한약 약침과 투여경로 및 제형이 유사한

룬 메타분석 및 중문(中文) 문헌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

중약주사제(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injection)

하였고, 최종적으로 38개의 문헌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의 품질개선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중약주사제의 품질

각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09년 2건의 연구가 발

관리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핑거프린트(fingerprint) 관련

표된 이래 연도별로 2-9건 내외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 등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에

발표되고 있었다(Fig. 1).

중약주사제의 하나인 어성초주사제가 중국식약처의 약

특히 관련 문헌으로는 최초로 보고된 2009년 연구에

물감시를 통해 중증의 약물유해반응이 있음이 확인되어

서는 중약주사제 관리에서 특히 문제가 된 어성초주사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후 소수의 허가된 생산자에 의해

제(Houttuynia cordata injection)의 아나필락시스에 의

9,10)

.

한 사망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어성초주

현재 국내에서는 중약주사제와 관련한 문헌들이 소수

사제의 부작용이 매우 중대하고, 중국에서 한약에 대해

발표되어 있지만 중약주사제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많

서도 시판금지와 같은 강력한 안전성 관련 정책을 시행

지 않아 중국에서의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으로, 중약주사제의 안전성

서만 판매재개된 바 있다

11)

확인하기 어렵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약주사제의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널리 보고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안전성과 관련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중대 유해반응인 아

수 있었다9,12).

나필락시스를 중심으로, 중약주사제의 제반 현황과 중국

이들 연구들의 특성은 크게 기초의학적인 분석화학

의 중약주사제 안전성 관리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검토하

및 약리적 검토를 통한 중약주사제의 품질관리 및 아나

였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한약의 안전성 확

필락시스 관련 성분의 규명, 임상의학적인 약물감시에

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른 부작용 현황 검토로 나눌 수 있었으며, 여러 연구
들에서 중약주사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약주사제의 안전
성과 품질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전반적인 특성은 Table I에 정리하였다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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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Summary of Studies
Citations

Study classification
13)

Topics

Li Z (2010)

Basic medicine

Establish anaphylaxis animal model induced by Shuang-Huang-Lian injection

Ren Y (2011)14)

Basic medicine

Establish strategy for quality control of Chinese medicine injection

15)

Basic medicine

Review the risk of anaphylaxis caused by Qingkailing injection

16)

Xiang Z (2013)

Basic medicine

System biological analysis of anaphylaxis mechanism due to Xuesaitong injection

Yu L (2013)17)

Basic medicine

A study on the approach for the rapid detection of hypersensitivity to Chinese herbal injection

Yang W (2014)18)

Basic medicine

Production process and toxicity studies were conducted to prevent the risk of anaphylaxis
caused by Xuesaitong injection

Zhang L (2014)19)

Basic medicine

Quality management study of Shuang-Huang-Lian injection system

Xie YY (2014)

Basic medicin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for quality control of Danhong injection

21)

Xu Y (2015)

Basic medicine

Examination of the suitability of an anaphylaxis animal model by injection

Xu Y (2015)22)

Basic medicine

System biological analysis of anaphylactic mechanism due to Xuesaitong injection

Wang F (2015)23)

Basic medicine

Review of anaphylaxis risk for three phenolic acids by Honeysuckle

Hu X (2015)

Basic medicine

Review of anaphylaxis risk of andrographis paniculate

Han S (2016)25)

Basic medicine

Analytical chemical studies to detect anaphylaxis-causing components on the MaiLouNing
injection

Li JP (2017)26)

Basic medicine

Chemical analysis to evaluate the safety of Danhong Injection

Zuo L (2017)27)

Basic medicine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of Xuebijing injection

Basic medicine

Review the risk of anaphylaxis caused by Qingkailing injection

Basic medicine

Examination of the components causing anaphylaxis to ensure the safety of Kudiezi
injection

Gao X (2018)30)

Basic medicine

Examining the mechanism of anaphylaxis caused by Qingkailing injection

31)

Basic medicine

Investigate the components of anaphylaxis caused by Haqing injection

Wang Z (2012)

20)

24)

28)

Wu BL (2018)

29)

Lin Y (2018)

Han S (2018)

Yang QW (2019)12) Basic medicine

Examine the importance of the andrographlide sulphonate E of andrographis as a
component of Xiayanping injection injection

Wang H (2020)32)

Basic medicine

Quality consistency evalu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Koudizi injection

Ji K (2009)33)

Clinical / Epidemiology Reports on anaphylaxis of Chinese medicine injection used for the treatment of
common cold

Ji KM (2009)34)

Clinical / Epidemiology Report of death of anaphylaxis due to Houttuynia Cordata injection

Li T (2010)35)

Clinical / Epidemiology Suggestion of various strategies to reduce adverse drug reactions caused by Chinese
herbal injection

Sun Z (2013)36)

Clinical / Epidemiology Literature review of irritable shock by Honghua injection

Zhang X (2014)37) Clinical / Epidemiology Analysis of 47 adverse Chinese herbal reactions due to Chinese medicine injection
Li H (2015)38)

Clinical / Epidemiology Review of cases of anaphylaxis suspected of interaction between benzylpenicillin and
Qingkailing injection system based on monitoring data on drug adverse reactions
in Guangdong Province, China

Guo YJ (2015)39)

Clinical / Epidemiology Anaphylaxis caused by 17 Chinese herbal injection used to treat cardiovascular disease

40)

Jiang N (2016)

Clinical / Epidemiology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anaphylaxis patients who visited an allergy center
in China

Wang T (2017)41)

Clinical / Epidemiology Review the frequency of epinephrine use based on the Chinese drug monitoring database

42)

Xing Y (2018)

Clinical / Epidemiology Report on the status of anaphylaxis caused by drugs in children in China

Zhao Y (2018)43)

Clinical / Epidemiology Report on the status of anaphylaxis caused by drugs for 10 years through the Chinese
drug monitoring database

Chen S (2018)44)

Clinical / Epidemiology Discuss ways to secure the safety of Chinese herbal injection based on adverse reaction
cases caused by Xiayanping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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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Continued
Citations

Study classification

Topics

45)

Li X (2018)

Clinical / Epidemiology Case study of anaphylaxis by Chinese medicine based on the drug monitoring database
in Beijing, China

Li H (2019)46)

Clinical / Epidemiology Building a safety profile of Chinese herbal injection based on Guangdong Province's
drug reaction database

Wang C (2019)47)
48)

Zheng R (2020)
49)

Li H (2018)

Clinical / Epidemiology Review of risk factors for anaphylaxis caused by Xuebijing injection
Clinical / Epidemiology Comprehensive review of adverse reactions caused by Xiyanping injection
Review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Chinese herbal
injection.

Fig. 1. Annual publication trend of literature related to anaphylaxis of Chinese herbal injection in PubMed database.

1. 중약주사제의 개관

로 추산되며, 중국 병원에서의 한약 처방액 1/3을 차지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2,45). 그러나 중국 내에서 중

중약주사제는 중국의 급성 및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약주사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데 널리 사용되는 제제로 일반적으로 농축 액체제제로

새로운 중약주사제의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13).

생산되어 의료현장에서 적절한 주입용액과 혼합되어
인체에 적용하는 의약품이다22). 중약주사제는 1940년
대 새로운 한약 투여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최초의 중

2. 중약주사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약주사제는 1941년 해열작용을 위해 야전병원에서 개

아나필락시스는 Portier와 Richet이 면역과 관련한 동

발된 시호주사제(Chaihu injection)이다. 이후 중약주사

물 실험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독소에 대한 치명적인 반

제의 종류는 크게 늘어 1980년대에는 1,400종에 이르게

응을 관찰하고 명명한 현상으로 대체로 비만 세포 및

되었다. 이후 안전성과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로 점차

호염구가 생산한 여러 매개체가 전신 순환계로 갑자기

시장에서 그 종류가 감소하였으나 현재도 가장 흔한 한

방출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과민 증후군을 의미한다. 이

약 투여방법이다. 투여경로는 근육과 정맥 등 통상적인

에 대해 보편적인 임상정의는 없으나 피부, 호흡기, 위

주사제형과 동일하며, 주요 효과로는 해열, 활혈, 항암,

장관 및 심혈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통에서 증상이 나

진통 등의 작용이 있다. 2017년 12월 31일 중국식약처

타나며 임상적 중증도나 호흡곤란 및 저혈압, 의식수준

에 등록된 중약주사제는 134종으로 976개 품목이 생산,

등을 평가하여 진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두드러기 및

판매되고 있으며 50종 이상의 품목이 중국 내 건강보험

혈관부종이 아나필락시스의 주요한 증상이며, 대부분

급여 대상이다. 연간 시장 규모는 한화로 약 5조억 원대

원인에 노출된 후 5-30분의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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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지는 않다2).

하는 것 역시도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중약주사제는

본 연구를 통해 중국 내 많은 연구에서 한약의 약물

제형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운송, 보관 과정에서 변질되

유해반응,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주로 중약주사제에 의

어 약물유해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제제를 생

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베이징시의 약물

산하는 과정에서 안료, 탄닌, 전분 및 단백질과 같은 다

감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에서 2004년부터 2014

양한 첨가제(adjuvants)가 함유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년까지 한약에 의한 과민반응은 전체 약물의 18.2%를 차

면역계를 자극하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하는 항체

지하였으나 이 중 중약주사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84.4%

감작 T림프구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중약주사제

였음이 보고되었다.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에서 중

의 아나필락시스 위험은 다른 약물과의 병용에 의해서도

약주사제에 의한 경우는 11.9%로 항생제(39.3%)나 조

증가할 수 있다. 한 예로, 벤질페니실린(benzylpenicillin)

영제(11.9%), 항암제(10.3%)에 의한 사례와 함께 주요

과 청개령주사제의 병용투여는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을

39,41)

. 다른 연구에서는 약물에 의한 아

증가시켰으며34), 리바비린(ribavirin)과 소암평 주사제의

나필락시스의 36%가 한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되었

병용투여도 알레르기 반응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고

한 원인이 되었다
36)

다 . 광동성에서의 약물유해반응 보고에 따르면 중약

된 바 있다44).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중약주사제

주사제에 의한 약물유해반응 발생빈도는 다른 주사제

와 다른 약물의 병용투여에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함을

에 비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한약의 부작용 중 다수를

시사한다22). 또한 모든 연령대의 환자들에서 중약주사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약주사제의 부작

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음이 여러 역학

용은 다양하나 이 중 아나필락시스는 사망 위험이 특히

연구들을 통하여 보고되었다. 한 연구에서 350건의 아

42)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각 품목으로는 특히 자오가

나필락시스 중 4명은 근육주사, 346명은 정맥주사에

주사제(Ciwujia injection), 청개령주사제(Qingkailing in-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맥(IV) 투여보

jection, 淸開靈), 어성초주사제, 서혈녕주사제(Shuxuening

다 근육내(IM) 투여의 위험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injection, 舒血宁), 쌍황련(Shuanghuanglian injection, 雙

있다32,35). 이에 중약주사제에 의한 약물유해반응 원인

黃蓮)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3,35,36). 또한

으로 중약주사제가 가진 다성분의 특성, 약물상호작용

중국 국립약물유해반응센터(National Center for Adverse

의 존재, 환자의 과민반응에 대한 취약성, 품질관리의

Drug Reaction)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10가지 중약

미비로 인한 불순물의 유입, 투여경로가 관여함을 알

주사제를 확인하였는데 이 중 7가지 유형이 아나필락

수 있었다32,36,37,39).

시스성 쇼크의 대부분을 유발했다. 이들은 삼맥주사제
(Shenmai injection, 蔘脈), 혈색전(Xuesaitong injection,
血塞通), 단삼 주사제(Salvia miltiorrhiza injection), 복방

3. 중약주사제의 안전성 확보방안

단삼주사제(Compound Danshen injection, 複方丹蔘注射

앞에서 살펴본 중약주사제에 의한 약물유해반응의

液), 생맥주사제(Shengmai injection, 生脈), 주사용 혈색

원인에 따라 다양한 안전성 확보방안이 연구되었다. 기

전(注射用血栓通), 맥락녕(Mailuoning, 脈絡寧) 등이었다.

초수준에서는 중약주사제가 가진 다성분의 특성, 품질

이들은 대체로 유사한 약리적 작용과 임상적 적응증을

관리 미비로 인한 불순물의 유입, 투여경로 등을 파악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의 화학적 조성은 상이하므로 약

하고, 아나필락시스 등의 유해반응과의 관련성을 규명

물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에 중약주사제 종류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약주사제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32)

따라 유해반응이 나타날 위험도 서로 다를 수 있다. .

위한 연구들이 다수였으며, 임상수준에서는 약물유해

중약주사제는 한약의 특성상 그 조성 성분이 매우 복

반응과 관련된 요인과 중약주사제들의 위험성을 평가

잡하며, 여러 거대분자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부작용을

하는 것 등이 주요 연구주제였다.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각 제제에 따라 대부분

주요 기초연구 유형으로는 혈필정(Xuebijing injection,

그 성분들이 철저히 분석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어

血必淨)주사제에 대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UHPLC-

떤 성분들에 의해 이러한 과민반응이 일어나는지 규명

Q-Orbitrap MS)을 통해 중약주사제에 포함된 성분을 규명
www.e-jkm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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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들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과

주사제의 임상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

같이 다양한 분석화학기법을 통해 중약주사제의 화학적

는 등, 중약주사제의 약물유해반응 관련 요인을 평가하

24)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있었다 . 이러한 기법들은 중약주

고 임상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황평가와 이에

사제의 품질 관리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품질 일관성

따른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약주사

16,17,28,30)

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에도 사용되었다

.

제와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고, 중약주사

또힌 이를 바탕으로 중약주사제 내 주요 성분들에서 어

제의 약물유해반응은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모

떠한 것이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인지를 규명하는

든 연령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20)

전통적인 실험적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알 수 있었다.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쉽게 알

위해 중약주사제에 의한 과민반응을 확보하기 위한 실

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주의해야

18)

험모델을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 중약주사제의

하고, 특히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환자들은 약물유해

특성 중 하나는 다성분이므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응에 대한 위험이 높기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다양한 방법론을 조합해서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하여 특

서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의

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에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고

발생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치료 시와 치료 후 30분-2

22)

시간동안 주의깊은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

있었다 .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약리연구 및 단백질체학(prote-

되었다35).

momics), 대사체학(metabolomics)과 같은 시스템생물학

종합적으로 중약주사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원인

기초에서 임상에 이르는 연구들은 중약주사제의 주요

26,27,29)

을 규명하는 기전연구들도 있었다

. 한 연구의 사

성분과 이들의 과민반응 유발에 대한 작용 기전을 규명

례에서 보면 혈전통주사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하고 제형화 단계에서 적절한 정제과정과 성분분리가

은 보체경로(complement pathway), 직접자극경로(direct

이뤄져야 하며, 부형제의 첨가에도 주의가 필요함을 보

stimulation pathway)와 칼리크레인-키닌경로(Kallikrein-ki-

여준다. 그리고 생산, 운송, 보관, 투여에 이르는 다양한

nin pathway)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특히 10 kDa 이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상의 고분자들이 주요한 아나필락시스 유발 성분임이

는 것도 말해준다. 이는 제약회사 단계에서 적절한 사용

19)

드러났다 . 이 연구에서 나타난 진세노사이드 Rg1과

지침을 표기하고 이를 의료인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주요한 약리성분이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기도 하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품질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

19)

다는 점은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의 양면을 보여준다 .

인 제제의 성상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행동지침으로 이

다른 연구들에서도 중약주사제의 성분 내 아나필락시

어진다. 또 약물에 따라 유해반응의 빈도가 다르며, 약

스 유발 성분들은 주로 고분자량 성분들이었음이 드러

물유해반응에 관련한 몇몇 인자들이 확인되었으므로 치

13)

료 전 환자에 대한 철저한 병력청취와 임상적 평가를

났다 .
이러한 연구들은 중약주사제 내의 아나필락시스 원

기반으로 주의깊은 치료 적용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인 성분을 규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약주사제

그리고 임상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들의

에 의한 과민반응의 작용기전을 이해하거나 불필요한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위해서 약물 적응증은 이중맹검

성분을 제거하거나 중약주사제의 품질 일관성을 확보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높은 위

하는 등 임상 전 단계에서 중약주사제의 안전성을 높이

험을 감안하면 한약을 전통적이지 않은 주사제형으로

22)

투여하는 것은 중증질환에서의 치료에 제한할 필요가

는데 도움이 될 정보들을 제시한다 .
임상적인 연구들로는 약물감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

있다. 임상의도 약물의 적응증, 사용법, 투여 용량, 투여

으로 중약주사제의 안전성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을

경로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15,28,42-46)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 이러한 연구

약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0,31,35).

들은 기존의 관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예비 안전 모니

특히, 이러한 모든 사전적 준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터링 및 위험 최소화 조치 계획(RiskMAP)을 통해 중약

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발생은 초기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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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에피네프린(ephineprine) 투여가 중요하다50).
이에 아나필락시스 치료에서 에피네프린의 중요성을

결론»»»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훈련 및

일반적인 경구투여와 달리 근육 및 혈관에 약물투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급성알레르기 반응의 가장 중증

하는 중약주사제는 중국의 임상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는 의학적 응급상황으로 드물지만

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며 다양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차 치료는 앞쪽 허

한 연구들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벅지 근육 내 에피네프린 주사이다. 이 외에 코르티코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구

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는 2차 보조요법으로서만 권

투여 한약제의 경우 안전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관

장되며, 천명 및 호흡곤란증상이 있는 경우 베타2 효능

련 규제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제 흡입치료가 필요하며 피부증상 완화에서는 전신성

학계 및 규제당국에서도 한약의 안전성관련 정책수립

H1, H2항히스타민제 병용투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에 있어 한약 성분들의 표준화, 균질한 생산을 위한 노

51)

졌다 .

력, 임상적 근거축적, 제도적 약물 감시 등 중국에서의
다양한 접근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2,53).

4. 한약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사점
중약주사제의 하나인 맥락녕주사제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었는데 위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25) 이는 단순히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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