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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Drug-Induced Anaphylaxis

Hye-Kyung Park,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Anaphylaxis is an acute, severe, systemic hypersensitivity reaction from the sudden release of mediators by mast cells 

and basophils. Drugs are the most common triggers of anaphylaxis in adults. Moreover, drug-induced anaphylaxis is the 

most common cause of fatal anaphylaxis, with antibiotics and radiocontrast accounting for most fatalities. Diagnosis of 

the causative drug is difficult, and includes clinical history and in vitro and in vivo test based on mechanisms. Skin 

tests are useful only for IgE-mediated anaphylaxis. Drug-induced anaphylaxis is a potentially life-threatening reaction and 

the prevalence and incidence are increasing. Therefore, accurate diagnosis and identification of the culprit drug is crucial 

to avoid recurrence of drug-induced anaphylaxis. (JPERM 201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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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나필락시스는 중증,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성 과민반응

으로 단시간 내 여러 장기의 급격한 증상을 유발하여 사망

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1)

 아나필락시스의 유병률은 정확

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평생 유병률은 0.05-2% 정도이

며 매년 백만 명당 0.4명이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한다.
2)

  아나필락시스는 표적장기에 따라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

이는데, 피부, 점막, 호흡기계, 소화기계, 심혈관계 그리고 

신경계 등의 최소 두 개 이상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증상이 전형적이다. 가장 흔히 침범하는 장기는 피부로 아

나필락시스 환자의 약 88%에서 피부 증상이 나타나며, 호

흡기계, 순환기계 및 소화기 순의 빈도로 증상이 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음식물, 약물, 곤충독, 

운동 등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약물이 성인에서 아

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

다.
4,5)

 특히, 저혈압을 동반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약물

에 의한 경우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6)

 본 원고에서는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현황과 임상양상 및 진단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발생현황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지역, 연령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유병률은 0.04-3.1%로 알

려져 있으며, 응급실 방문 4000건당 1건으로 조사된 바 있

다.
7)

 최근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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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997년과 2005년을 비교하였을 때 약 150% 증가하였으

며 사망률은 약 30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6)

 국내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2008년 10만명 당 16.02

에서 2014년 10만명 당 32.19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8)

  아나필락시스를 흔히 유발하는 약물은 연구마다 다양하

지만 일반적으로 베타락탐을 포함하는 항생제, 방사성 조영

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알레르겐 면역치료제 등이 

흔히 보고되는 원인 약물이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 시행

된 연구에서는 항생제가 가장 흔한 원인 약물이었고, 마취

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방사성 조영제, 백신의 순

이었다.
9,10)

 반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가장 흔한 원인 약물로 보

고되고 있어서,
11)

 지역별로 다빈도로 보고되는 원인 약물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국내 1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2011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및 

임상 양상을 평가한 연구에서 한국에서도 약물은 성인 아나

필락시스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 원인 약물의 빈도는 진

통소염제, 항생제, 방사성 조영제의 순이었다.
12)

 국내 단일

기관에서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가장 흔한 원인 약물이 방사

성 조영제였으며, 임상증상으로는 심혈관 증상이 가장 많았

다.
13)

 단일 기관에서 병원 내에서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를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는 가장 흔한 원인 약물이 백금(pla-

tinum)계 항암제로 보고된 바 있어서 동일한 지역에서 시행

하였더라도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14)

 여러 연구에

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원인 약물의 빈도가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아나필락시스의 정의와 진단 기준이 연구마다 동

일하지 않고, 연구를 시행한 기관이나 지역마다 흔히 사용

되는 약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 관여한다. 또한, 약물감

시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사례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에는 상

대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중중의 사례가 많이 포함되고 경증

이나 중등증 반응에 대한 보고가 누락될 수 있어서 아나필

락시스의 발생 빈도 및 원인 약물의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10)

흔한 원인 약물

1.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의 가장 흔한 원인 약물로 보고된 바 있고,
15)

 특히 라틴아

메리카 지역에서의 연구에서는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의 48-57%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
11)

 IgE 매개 반응을 

통해 특정 진통소염제에 노출 시에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

할 수도 있으나, 시클로옥시게나아제 억제를 통한 비면역학

적 기전으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더 흔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진통소염제와 교차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16)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계열은 pyrazolones, propionic acid계, 

diclofenac, paracetamol 등이다. 

2. 항생제

  베타락탐계 항생제가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를 유발

하는 두 번째로 흔한 원인 약물로 약 14.3%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11)

 베타락탐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빈도

는 10,000번 투여당 1-5회로 예상되며,
17)

 미국에서 연간 발

생하는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

로 평가된다.
18)

 중증 약물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을 조

사한 프랑스 연구에서는 항생제가 전체 약물 중 49.6%를 차

지하여 가장 흔한 원인 약물이었고, amoxicillin에 의한 경우

가 전체 333례 중 97례를 차지하여 중증 약물 유발성 아나

필락시스의 가장 흔한 원인 약물로 조사된 바 있다.
9)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국내 12개 기관에서 조사한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빈도는 

10만 번 당 6.8,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10만 번 당 0.1로 조

사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가장 흔

한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는 ceftizoxime으로 그 빈도는 10만 

번 당 13.0이었다.
19)

 

  퀴놀론계 항생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항생제에 의한 

중증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약 9%를 차지한다고 보

고된 바 있고, moxifloxacin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ipro-

floxacin의 순이었다.
9)

  반코마이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IgE 매개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20)

 대부분 직접적으로 비만세포를 자극하

여 히스타민과 같은 유도체를 분비함으로써 아나필락시스

를 유발한다.
21)

3. 방사성 조영제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비이온성, 저삼투압 조영

제를 사용한 이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치명적인 약물 유

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약 27%를 차지한다.
15)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비면역학적 기전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왔으나, IgE 매개 기전으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
22)

 고령과 이전에 노출력이 있는 경우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위험은 증가한다. 

  가돌리늄(gadolinium)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률은 

0.004-0.01%로 방사성 조영제에 의한 경우보다 드물게 발생

한다.
23)

 국내 보고에서 가돌리늄에 의한 즉시형 과민반응의 

발생률은 0.079%로 이 중 91.1%는 두드러기 등의 경한 반

응이었다.
24)

 이 연구에서 가돌리늄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9.8%에서 나타났으며,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경우, 여성, 천

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가 위험 인자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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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

4. 신경근차단제 

  수술 중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의 발생빈도는 1/1,250에

서 1/18,600로 보고되고 있고, 여성에서 호발한다.
25)

 수술 중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약물은 근이완제

로 약 59%를 차지하며, suxamethonium과 rocuronium이 가장 

흔한 유발약제로 보고된 바 있다.
26)

 

5. 아편유사제(Opioids)

  아편유사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비면역학적 

기전으로 발생하며 약물이 히스타민 분비를 유도함으로써 

발생한다. 고효능 제제보다는 meperidine, codeine, morphine

과 같은 저효능 아편유사제에서 호발한다.
27)

 

위험인자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에는 항원 감작뿐 아니라 개인의 특

성이 관여하며, 이는 아나필락시스의 중증도에도 영향을 미

친다.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아서, 인종

에 따라 아나필락시스의 발생률이 차이를 보인다.
15)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흔히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

나,
28)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15)

  또한, 운동, 열, 감염이나 스트레스 등 보조 인자가 아나

필락시스의 발생에 관여하며, 병용약물과 기저질환에 의해

서도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29)

 특히, 약물 유발성 아나필

락시스는 병용 투여하는 다양한 약물들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ngiotensin convert-

ting enzyme, ACE) 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ngio-

tensin II receptor blockers),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진

통소염제 등이 아나필락시스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

려져 있다.
21,29)

 

  베타차단제의 경우에는 특히 방사성 조영제에 의한 아나

필락시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아나필락시스가 발생

하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투여되는 치료제에 대한 반응을 감

소시킬 수 있다.
30)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

신 수용체 차단제는 안지오텐신-2 활성에 의해 유도된 저혈

압에 대한 보상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아나필락시스의 중증

도를 증가시킨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입원환자에서 발생

한 약물유발성 아나필락시스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위 저류 동안 알레

르기 항원성의 단백이 지속되면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위

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1)

  중증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에 있어서 약물의 

정맥 투여와 고령은 유의한 위험인자이다.
15)

 아토피는 음식, 

운동이나 라텍스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인자로 알려

져 있으나,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발생의 위험인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1)

 비만세포 질환 환자에게 아

편유사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근이완제를 투여한 

이후에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비만세포 질환 자체가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다.
32)

기      전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는 크게 IgE-매개 또는 비IgE-

매개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IgE-매개 반응에 의한 탈과립

반응은 세포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IgE 항체와 원인 항원과

의 결합에 의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약물은 합텐(hapten) 

또는 프로합텐(prohapten)으로 작용한다. 합텐 기전으로 작

용하는 약물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체내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약물-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는 충분한 크

기를 가지므로 체내에서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프로

합텐은 그 자체로는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합텐의 역할을 하

지 않지만 간 등에서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된 대사물질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합텐의 역할을 하여 약물-단백 복합체를 

생성한다. T 세포 매개 약물알레르기에서는 약물이 단백질

과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면역반응을 유

발할 수도 있는데, 이를 “p-i concept” (pharmacologic interac-

tion of drugs with immune receptors)이라 한다.
33)

 이는 약물

이 직접적으로 TCR (T cell receptor)이나 HLA molecule과 상

호작용하여 T 세포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기전을 통

해 약물은 superantigen처럼 작용하기도 한다.

  비 IgE-매개 반응의 경우 직접적인 비만세포 활성화, 보체 

활성화, arachidonic acid 대사산물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한다. 

기전에 관계없이 히스타민, 트립신분해효소, 혈소판활성인

자, 류코트리엔 등의 매개체 분비를 통해 반응이 일어나며 

임상 증상은 유사하다.
3)

 

진단 및 치료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 임상 

증상 및 징후를 근거로 판단한다. 약물 투여 후 증상 발현까

지의 시간, 두드러기, 혈관부종, 저혈압 등의 임상 양상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검사로는 

혈청 트립신분해효소를 아나필락시스의 확진 및 다른 질환

과의 감별진단에 이용할 수 있다. 혈청 트립신분해효소는 

증상 발현 후 1-2시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5시간까지 상승

을 보인다.
3)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치료는 다른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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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락시스와 동일하다.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급성 치료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확보와 호흡 및 순환 유지의 

기본 처치와 함께 에피네프린과 생리식염수를 빠른 시간 내

에 투여하는 것이다.
3)

  또한, 아나필락시스의 치료 후에는 원인 약물 확인을 위

한 진단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

스를 경험한 환자에서 동일한 약물을 재투여하는 경우에 중

증 반응이 발생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투여는 금기로 되

어있으며, 자세한 병력 청취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약

물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가 

IgE 매개 반응에 의한 경우에 대개 희석하지 않은 약물로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한다. 피부단자시험에서 음성을 보이

면 1/10,000에서 1/10까지 희석한 약물로 피내시험을 시행한

다. 피부시험은 불응기를 고려하여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후 3-4주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베타락

탐 항생제의 경우 피부반응시험의 검사법과 해석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으나, 다른 약제들은 표준화된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34)

 베타락탐 이외 기타 항생제, 근이완제, 인슐린, 

헤파린, 국소마취제, 스트렙토키나제, 키모파파인과 프로타

민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비자극 농도를 확인한 후 피부

반응시험을 시행해 볼 수 있다.
35,36)

 

  일부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혈청 특이 IgE검사를 통해 측

정 가능하며, 검사의 특이도는 높으나 민감도는 낮다.
3)

 약물

은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원인대사물질이 알려지지 않

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시험 또는 혈액검사를 통한 진

단이 어렵고 유발시험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
37)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한 약물은 재투여가 금기시되나 약

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탈감작을 통해 투여할 수 있

다. 탈감작요법은 비만세포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비

만세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다.
38)

 고전적으로 IgE-매개 반응에 의한 약물 알레르기의 치

료에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발생기전에 관계없이 약제가 

필요하지만 다른 대체약물이 없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적은 용량부터 시작하여 치료 용량까지 증량시키고 이후 지

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유지 투여가 중단되었

을 경우 다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급속 탈감작 

요법은 인슐린, 페니실린, 이종혈청, 아스피린, 항생제, 항결

핵제, 독소루비신(doxorubicin), 백금 계열(platinums) 및 탁센

(taxens)계 항암제 및 단클론성 항체 등에도 성공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38,39)

결      론

  약물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는 성인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반응으로 나타난다. 

아나필락시스의 급성기 치료를 위해서는 임상 양상의 평가

를 통한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 유발성 아

나필락시스 환자에서 동일 약물의 재투여시 중증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병력 청취와 함께 발

생기전을 기반으로 한 검사를 통해 원인 약물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약물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탈감

작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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