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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그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안

전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약물은 이미 그 특성상 질병치료라는

긍정적인 면과 부작용 발생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물역학이란 역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약물의 개발단계부

터 시판허가 과정, 시판 후 사용 단계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약

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위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

적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학문이다1). 의사의 처방이 올바로

되었음에도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전임상 단계나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는 파악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 부작용을 시판 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약물유해반응 감시체계로는 자발적

부작용신고제도와 재심사제도, 재평가제도 등이 있다.

사상체질 진단방법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수세보

원』「사상인변증론」을 근거로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

간’, ‘병증약리’ 등을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3)

.

체질진단 연구에 있어 허 등4,5)은 주로 체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윤 등6,7)은 주로 안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송 등
8-10)

은 주로 병증에 대한 연구를, 김 등
11,12)

은 주로 음성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13). 이러한 연구들은 체형, 안면, 음

성, 병증 연구를 통해 각각 ‘체형기상’, ‘용모’, ‘사기’, ‘병증’을 파

악하고자 함이었으나 지금까지 체질진단 측면에서의 약리에 대

한 연구는 부재하여 왔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체질별 약재를 구분하고는 있으나 타

체질의 약재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

급은 없다. 현재 임상에 있어서는 김 등14,15) 임상가들이 경험에

근거하여 정리한 타 체질 약재에 대한 반응이 적용되고 있는 경

우가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저자는 약물역학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발적 부작용보고 시

스템과 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체질별 약리 반응을 객

관화하고 이를 통해 체질진단 및 체질치료 효과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약물역학연구 방법론의 적용을 제안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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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의 “약물역학위해관

리학회지”를 중심으로 약물역학연구와 자발적 유해반응보고의

개괄적 내용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대한한의학회지․사

상체질의학회지․동의생리병리학회지․대한한방내과학회지 등

학회지에서 “이상반응” or “부작용” and “사상체질” or “체질”

or “체질약리” 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타 체질과 구별되는 체질약

리 - 체질진단 측면에서의 체질약리 - 에 대한 연구논문을 검색

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약물역학연구 방법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현재까지 진행된 체질약리 연구의 현황을 파악

함으로써, 약물역학연구 방법론을 체질약리 연구에 적용하는 방

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 과

1. 약물역학연구와 자발적 유해반응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부작용(side effect)’은 의약품을 정

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실마리정보(signal)’,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등을 포함한다. ‘유해사례’는 의약품의 투여ㆍ사용 중 발

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sign), 증상(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마리정보’는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

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지만 그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어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 ‘약물유해반응’은 의

약품을 정상적으로 투여ㆍ사용한 때에 발생한 해롭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Fig. 1).

Fig. 1. Terminology about drug safety.(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등안전
성정보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08호. 2009. 12. 22.)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아

주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은 시판 전에 임상시험에서는 발견되

지 않을 수 있다. 약물 시판 전에는 제한된 대상과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작용만 발견되고 수 만 명, 수십 만 명 중 한 명 꼴로

발생하는 드물지만 위험한 부작용은 시판 전 임상시험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실례로 1937년 설파닐아마이드

(sulfanilamide)에 의한 100여 명 소아의 신부전증, 1950년대 클

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로 인한 재생불량성 빈혈, 1961년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에 의한 만 명 이상의 사지결손증을

가진 선천성기형 환아들이 출생한 대규모 약화사고 등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시판 전 충분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

았고 시판 후에는 그 우수한 약효로 많이 사용되었던 시사프라

이드(cisapride),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anolamine), 세리

바스타틴(cerivastatin), 로페콕시브(rofecoxib) 등이 시판 후 밝혀

진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철수되었다2).

이처럼 약물의 시판 후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의약품이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 승인

이 난 다음에도 계속하여 약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시판

후 조사(post-marketing surveillance, PMS) 또는 약물감시

(pharmacovigilance)라고 한다. 시판후 조사는 재심사제도와 같

이 능동적 감시의 측면이 강하고, 약물감시는 자발적 보고제도와

같이 수동적 감시의 측면이 강하다
16)

.

이 중 자발적 부작용보고제도는 약물감시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1960년부터 자발적 부작용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최근에는 매년 46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64년부터 일반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황색카

드체계(Yellow Card Scheme)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약물유해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약물감시재단

(Pharmacovigilance Foundation)을 구축하여 약물유해사례를 조

기 발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1968년 국제약물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1978년부

터는 스웨덴의 웁살라모니터링센터(Uppsala Monitoring Centre,

UMC)에서 전 세계로부터 약물유해사례를 보고받고 있다
2)

. 우리

나라도 1988년 자발적인 약물 부작용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5년 이전에는 그 보고 건수가 미미하였다. 2006년 지역약물감

시센터가 시범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보고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약물감시연구사업단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17).

이러한 자발적 부작용보고가 누적되게 되면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데이터마이

닝 기법을 이용하여 약물 부작용의 발생 패턴이나 그 약물에 의

한 유해반응의 실마리정보(signal)를 감지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과 특정 약물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조기에 약물유해반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18). 자발적 부작용

보고체계는 시판 후 약물유해반응의 실마리정보 검색에 가장 중

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Fig. 2는 자발적 보고를 통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captopril과 기침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 건수가 충분

치 않은 1981년까지만 보면 captopril과 기침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면서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마리정보가

확인되면 심화된 약물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Fig.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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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oxin과 발진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1970년 경까지는

둘 사이의 연관성이 불분명해보이지만 점차 데이터베이스가 축

적되면서 digoxin과 발진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9)

.

Fig. 2. The change in IC between 1979 to 1996 for the association

captopril-cough. (The IC is plotted at quarterly intervals with 95% confidence

limits shown)
19)

Fig. 3. The change in IC between 1967 to 1996 for the association

digoxin-rash. (The IC is plotted at quarterly intervals with 95% confidence limits

shown)
19)

2. 체질진단의 측면에서 체질약리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체질처방에 따른 체질별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는

이
20)
의 연구와 김

21,22)
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연구는 타체질 약물

에 대한 체질별 반응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김21)의 연구는 일개

의 한의원의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한 처

방의 범위도 소음인, 소양인의 처방을 특정 포함 기준 없이 후향

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김의 다른 연구22) 태음

조위탕 한 개 처방을 조사하고 있어 앞의 연구에 비해서는 조사

범위를 한정 짓고는 있으나 역시 일개 한의원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즉 이상의

두 연구는 피험자들의 반응에 대한 추적기간은 긴 반면, 분석 대

상이 일개 한의원의 후향적 조사라는 점에서 비뚤림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이20)의 연구는 무작위배정 이중맹검시험 방식을

따르고 있어 임상시험이 수행된 객관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의 반응만을 추적하고 있어 그 이후의 예상되지

않은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체질별 체질처방에 따른 이상반응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체질별 반응 양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약물역학연구 방법론의 체질약리연구 적용

현재 여러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체질처방을 임상에 활용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환자가 보이는 약리반응에 따

라 같은 체질 안에서 병증을 재진단하고 처방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의 체질 자체를 재진단하여 치료 방향을 재수립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임상의가 환자의 체질을 재진단하는 경

우, 환자가 보이는 약리반응에 근거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과

환자의 체질을 임상가가 자발적으로 보고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상의가 최초에 환자를 “A”체질이라 진단

하고 “a”라는 처방을 사용한 이후에 환자가 다시 내원하였을 때

“가”라는 이상반응을 확인하여 체질을 “B"체질이라 진단하고

”b"처방을 사용하였다. 추후 추적 관찰하여 환자의 주증과 소증

이 호전되어 “B”체질로 확진되었을 때, 임상의는 “B”체질의 환

자가 “A”체질의 “a”처방을 복용하였을 때 “가”의 증상이 나타났

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가 다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데이터베이스화하였을 때,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사용

하여 “B체질-A체질 처방일반-이상반응” 또는 “B체질-a처방-이상

반응”의 연관성을 조사함으로써 실제로 “B”체질이 보이는 특정

이상반응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체질별 특이

약리반응을 밝힘으로써 체질진단을 재평가하고 치료효과를 확인

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 기준 한의원 및 한방병원으로 등록된 11,611개의 기

관 중 체질의료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은 4,506개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체질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총 8,87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체 전통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26.6%를 차지하는 것이다23). 이와 같은 체

질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웹 기반의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데이터베이스화의 현

실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24).

고찰 및 결론

이제마(1837-1900)는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에서 “太

陰藥은 通外하고 少陽藥은 淸腸하며, 太陽藥은 固中하고 少陰藥

은 溫裏한다”고 하여 체질별 약성을 나누었으며, 『동무유고』

를 통해 “태음인 肺藥은 通力이 유여하고 소음인 脾藥은 升力이

유여하며 소양인 腎藥은 降力이 유여하며 태양인 肝藥은 塞力이

유여하다”고 하여 체질병증을 치료하는 약물에는 각기 일정한

치료의 방향성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타 체질의 약을 凶藥이라 하여 체질 병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氣의 升降通塞을 방해하여 오히려 부

정적인 약리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질별

로 나타나는 반응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 사상인 진단에 유용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21). 현재의 체질의료시장 현장에서 체

질처방은 주요한 치료수단이다. 임상의는 환자의 체질 및 병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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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고 그에 따라 처방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 환자의 주

증 및 소증의 개선 혹은 변화 양상에 따라 치료 효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과정 안에는 환자의 체질진단결과의 재확인 또한 포

함된다. 체질처방에 따른 약리반응은 치료 효과를 파악하는 기준

이 될 뿐만 아니라 체질진단 결과를 재확인하는 방법이 되므로

엄정한 약리반응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그러

나 이러한 과정은 임상의가 환자의 주증 및 소증의 변화를 어떻

게 평가하고 해석하는 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리반응을 확인하

는 기준은 따로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체질별 약리반응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데 약물역학연

구에서 사용하는 자발적 부작용보고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고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

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수의 보고 건수가 누적되어야 한다는 전

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앞서 체질처방의 체질적 이상반응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양식이 논의되고 임상의

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만 할 것

이다. 약물유해반응이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여 적절한 약물

을,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약물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말하는데 한약의 경우 정확한 진단, 적

절한 약물, 적절한 용량에 대한 기준이 이견이 많아 양방에서 사

용하는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보다 진행된 연구를 통하여 체질약리연구에 대한 약물

역학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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