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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관련요인

- 일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자발적 보고를 중심으로 -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자발적 약물유해반응 신고 체계는 1988년 자발적 약물유해반응 

신고 체계 가동을 시작하였다.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약물유해반응은 예

측이나 회피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치료 중 의도되지 않은 약물

유해반응으로 인한 추가 치료로 환자의 경제적 손실과 신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조기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국

제수준의 효율적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2016년 현재 약

물감시사업은 중앙센터로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약사회 2곳과 지역의약품안전

센터 27개의 병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이슈 제기 및 UN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약

물이상반응 집중모니터링 대상 의약품 총 18개 항목을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그 중 진통제로 쓰이는 트라마돌 성분 함유제제의 약품도 포함되어 있으며, 

트라마돌 성분 제제 약품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마약류 전

환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인 C대학병원의 약물유해

반응으로 자발 보고된 자료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을 분석하여 약

물유해반응의 상관관계 및 예방 가능한 요인을 알아보고, 과거 약물유해반응 

기왕력을 살펴본 후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 위험 환자군을 분류하고, 분류된 

위험 환자군에 대해 의약품 처방 시 유해한 약의 재처방 및 재투여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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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료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환자 치료

에 동참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 약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유해반응 보고체

계의 기본이 되는 자발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약물유해반응의 자발보고 자

료가 약물유해 반응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인 서울 소재 C대학병원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원⋅외래 환자 중 약물유해반응으로 자발보

고된 건수 3,299건이었으며, 이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된 

건수는 322건 이었다. WHO-UMC 인과성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가능함

(possible)이상으로 보고된 302건에 해당하는 환자를 트라마돌 약물유해반응

군으로 하였다.  

  동 기간에 트라마돌 제제로 처방받은 전체 환자 중 291,517건 중 위의 트라

마돌 약물유해반응군의 환자는 제외하고, 유해반응군 환자의 진료일, 성별, 연

령, 질병코드 4가지 정보를 적용하여 유해반응군과 짝지은 대조군을 1:3 으로 

색출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약물유해 반응군과 대조군의 진료유형, 

진료과 계열, 수술시행 여부, 통증지수, 트라마돌 제제 유해반응 유무 등의 관

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수행하였고, 유해

반응군과 1:3으로 짝지은 대조군을 합하여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

부를 내원시 최초 통증지수, 진통제 추가 투여시 통증지수, 추가 투약한 진통

제 종류(트라마돌, NSAID, 마약류)별로 분석하여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

응 여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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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트라마돌 제제 유해반응의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치료 중 통증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진통제 중 트라마돌 추가투약 여부에 

대해 ‘추가투약 있음’이 ‘추가투약 없음(기준집단)’에 비해 2.71배(95% CI 

1.91-3.83), NSAID 추가투약 여부에서 ‘NSAID 추가투약 1번’ 이 ‘NSAID 

추가투약 없음(기준집단)’에 비해 2.61배(95% CI 1.83-3.70), ‘NSAID 추가

투약 2번 이상’이 4.75배((95% CI 1.38-16.29)로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입원 후 수술환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

는 자가통증조절기 PCA 사용여부 는 ‘PCA 사용있음’이 ‘PCA 사용없음’

에 비해 0.57배((95% CI 0.39-0.83) 낮은 오즈비를 나타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는 PCA는 수술 후 환자에게 부착하는데, 한번 부착한 PCA 진통제

는 약제 소모시까지 며칠간 진통제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통증억제 및 관리

가 잘 되고 돌발적인 통증이 없어 이로 인한 진통제 투약의 노출이 적어 트라

마돌의 약물 유해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관련요인은 환자치료 중 통증관리를 위하여 

트라마돌 제제를 지속적으로 추가 투약하였을 때 유해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NSAID 추가투약 여부도 트라마돌 유해반응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라마돌 추가투약 안함에 비해 트라마돌, NSAID 

두가지 모두 투약했을 때 약물유해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진통제는 그 특성상 환자 통증치료를 위해 약물유해반응 발생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약물투여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따라서 트라

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을 보인 경우 다른 진통제로 변경할 때 유해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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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현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것이고, 약물유해반응 보고 시점

에만 그치지 않고 유해반응으로 진행양상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피며 보건의

료인의 집중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약물유해반응의 자발적 보고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핵심어 : 트라마돌, 약물유해반응, 의약품부작용, 자발적 보고, 약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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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정의에 의하면, 약물유

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s, ADR)이란 질병의 치료, 진단, 예방을 위하여 

적정 용량 및 용법으로 약물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해로운 

반응으로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WHO, 2002).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이하 식약

처)에서는, ‘약물유해반응(ADR)이란 의약품등을 정상적으로 투여⋅사용하여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자발적으로 보고된 유해사례 중에서 의약품등

과의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유해반응으로 간주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원 환자 중 1.3% ~ 37.3%가 약물유

해반응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van den Bemt et al., 2000). 또한 전

체 입원 환자의 약 5.3%가 약물 유해반응으로 인한 입원으로 조사되었고, 특

히 노인환자에서는 10.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ngkaew et al., 

2008). 

30년 동안 시행되었던 39개 전향적인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환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인하여 입원을 요하거나 재원기간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유해반응은 6.7%였으며 사망을 초

래한 치명적인 유해반응은 0.32%로 미국 내 사망 원인의 여섯 번째에 이를 만

큼 약물유해반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Lazaro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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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해 3%의 환자가 입원치료를 요하였고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6.6%가 심각한 약물 유해반응을 경험하고 있다 하였으며 전체 입원 

비의 5~9%가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Nicholas et al., 

1998)

  또한 구현경(2009)은 약물부작용 발생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약물부작

용 경험군의 평균 총 진료비가 6,676,288원, 비경험군이 5,671,979원으로 약물

부작용 경험군의 진료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재원일수에 미친 영향은 약물

부작용 경험군이 14.3일, 비경험군이 10.7일로 경험군의 평균 재원일수가 3.6일 

더 길었다고 분석하였다.

  응급실 내원환자 중에서도 약 12%가 약물과 관련된 내원이었으며, 그 중 

48%가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한 내원이었고, 5%는 심각한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한 내원이었다(Zed et al., 2008).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약물 시판 전후로 다양한 

조사가 수행된다. 약물 시판 전에는 동물 실험 및 임상 시험을 통하여 약물의 

위험도를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유해반응들을 조사하는 시판 전 조사를 수행

한다. 시판 전 약물감시를 통한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시판 전에는 짧은 기

간 동안에 특정 연구 대상 집단에게만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유해반응을 조사할 수 없으며 실제로 시판 후 새

로운 유해반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약품이 시판된 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감시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시판 

후 약물 감시(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라고 한다(Vlug et al., 

1999).  

  PMS 는 새로운 유해반응에 대한 가설 수립 단계와 이를 증명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가설 수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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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전히 기술된 적이 없지만, 약물과 유해반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로 정의 되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다(Stahl 

등, 2003; Trifiro 등, 2009).  

  실마리 탐지를 위해서 자발적 보고 시스템 자료, 보험 청구 자료 등이 사용

되어 왔다. 자발적 보고 시스템(Spontaneous reporting system, SRS)은 약물

유해반응 의심 사례 발생시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 

등이 해당 사례를 보고하고 이들 데이터를 모아 놓는 시스템이다. SRS 데이터

는 약물 부작용 연구를 위해 전통적으로 수집되어 온 자료이므로, 분석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활발히 진

행되어 왔기 때문에 시판 후 약물 감시 연구에서 가장 신뢰 받고 있는 자료이

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에서 SRS 을 구축하여 약물 유해반응 탐지에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SRS 들로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의 Uppsala Monitoring 

Center에서 운영중인 the international pharmacovigilance programme, 미국 

FDA의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AERS), 그리고 The Medicine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MHRA)에서 운영하는 Yellow Card 

Scheme 등이 있다. 하지만 자료를 보고하거나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사나 환

자에 의해 비뚤림이 발생할 수 있고, 수집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

한다는 단점이 있다(Hinrichsen 등, 2007; Stephenson 와 Hauben, 2007). 

  자발적 약물부작용신고제도가 미국 FDA에서는 1961년부터 WHO는 1968

년부터 시행되는 등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나라에서 높은 신고율을 기반으

로 능동적으로 약물유해반응 수집 및 실마리정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FDA 2012). 국내에서는 1988년 자발적 약물유해반응 신고 체계 가동을 시

작으로 미국과 유사한 약물유해반응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식

품의약품안전처, 2012). 이를 활성화하고, 국제 수준의 효율적인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3개의 약물감시센터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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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9년 6월 24일 식약청에서 지원하는 약물감시사업단(Pharmacovigilan

ce research Network, PVNet)이 공식 출범하였고 2008년 9개였던 지역약물

감시센터가 2012년 10월 20개의 병원으로 확대 지정, 운영되고 있다. 2012년 

5월 15일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2012-18호)이 개정됨에 따라 의

약품 유해사례 보고기관이 식약청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 risk management, KIDS)으로 변경되어 2012년 10월 1일

부터 KIDS(www.drugsafe.or.kr)에서 의약품유해사례 접수를 시작하였다(김

민강 등, 2009; 최윤희, 2013). 2016년 현재 약물감시사업은 중앙센터로 국

립중앙의료원, 대한약사회 2곳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7개의 병원이 지정되

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적인 주력사업으로서 제약회사, 대학, 의료기관 및 정부가 협력하여 약

물감시활성화, 약물역학 및 분석, 교육 및 홍보 컨텐츠 개발, 국제협력 및 용

어표준화 연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들에서는 의무기록이 전산화 

되어가는 추세에 부응하여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과 

연계된 자발적 약물유해반응 보고체계를 도입하여 보고와 평가의 정확성과 신

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일 기관 및 식약처에 자발 보고된 약물유해반응 보

고 건수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민강 등, 2009; 

최윤희, 2013).  

  하지만, 자발적 보고는 실제 발생하는 약물 유해반응의 일부분만 보고되며, 

자료들이 모이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전체 약물 사용 환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어 발생률을 계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약물 부작용 이외에는 추가적인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 보험 청구 자료 역시 

보험 청구 관련 정보 이외의 다양한 환자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자료 모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약물 감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윤덕용, 2011).  치료 중 약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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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반응으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입원치료와 입원환자에서 입원기간의 연장 및 

추가 치료 등은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체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약물유해반응은 예측이나 회피가 불가피하

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을 찾는다면 이러한 경제적 손실과 환자의 신체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류지현, 20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이슈 제기 및 UN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안

전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

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시행할 목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  2015년 식약처는 약물이상반응 집중모니터링 대상 의약품 

총 18개 항목을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그 중 진통제로 쓰이는 트라마돌 성분 

함유제제의 약품도 포함되어 있다. 트라마돌 성분 제제 약품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마약류 전환을 검토하기 위함이며, 미국에서도 트라

마돌 성분은 내성, 의존성, 남용 등의 우려로 4급 약물로 관리하는 약제이다. 

이는 트라마돌 성분이 중독 및 경련, 발작, Serotonin 신드롬과 자살 위험성의 

위험, 의존성, 습관성, 내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향후  

WHO 결정 결과 및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을 통해 마약류 지정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라 하며, 내부 안전성 정보 지침도 마련한다고 한다. 

환자의 통증완화 치료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진통제이다. 세계보건

기구(WHO)는 암성통증환자 치료지침으로 3단계 치료법이 있다(마취통증의학, 

2010). WHO 진통제 사다리 치료지침에 따라 진통제 투여는 통증지수와 통증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한다.  이 중 트라마돌은 2단계인 중등도 통증에서 

사용되는 약제로 암성 통증이나 류마티스, 근골격계 질환 통증, 수술 후 통증 

완화 효과가 커 사용빈도가 높으나 최근 안전성 문제 및 약물유해반응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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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개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인 서울 소재 C대학병원의 

약물유해반응으로 자발 보고된 자료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을 분석

하여 약물유해반응의 상관관계 및 예방 가능한 요인을 알아보고, 과거 약물유

해반응 기왕력을 살펴본 후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 위험 환자군을 분류하고, 

분류된 위험 환자군에 대해 의약품 처방 시 유해한 약의 재처방 및 재투여 방

지를 위한 진료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환

자 치료에 동참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 약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유해반응 

보고체계의 기본이 되는 자발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약물유해반응의 자발보

고 자료가 약물유해 반응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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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인 서울 소재 C대학병원의 2014년 ~ 

2015년 약물유해반응으로 자발 보고된 자료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

응을 분석하여 약물유해반응의 상관관계 및 예방 가능한 요인, 과거 약물에 

대한 유해반응 기왕력 여부를 살펴보고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 위험 환자군

을 분류하여 분류된 위험 환자군에 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진료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환자 치료에 동참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 약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유해반응 보고체계의 기본이 되는 자발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약물유해반응

의 자발보고 자료가 약물유해 반응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 여부와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군 환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 환자

군 대비 대조군의 약물유해반응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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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용어정의

1. 약물감시 관련 용어의 정의

1.1 약물감시

  1.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 의약품등의 유해사례 또는 안전성 관련 

문제의 탐지⋅평가⋅해석⋅예방에 관한 과학적 활동을 말한다.

  2. “부작용(side effect)”: 의약품등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

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효과를 포

함한다.

  3. “유해사례(Adverse Event, AE)” : 의약품등의 투여ㆍ사용 중 발생한 바람

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sign, 예 ; 실험실적 검사치의 이상), 증상

(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의약품등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실마리정보(Signal)” : 유해사례와 약물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

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

을 말하며, 유해사례의 중대성과 정보의 질에 따라 다르나 보통 둘 이상의 보

고로부터 도출된다.

  5.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 의약품등을 정상적으로 

투여⋅사용하여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등

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자발적으로 보고된 유해사례 

중에서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유해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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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6. 중대한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Serious AE/ADR)은 유해사례⋅약물유해반

응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나.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라.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마.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7.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Unexpected ADR)” :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품목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항과 비교하여 그 양상(nature)이나 위

해정도(severity), 특이성(specificity) 또는 그 결과(outcome)에 차이가 있

는 약물유해반응을 말한다.

  8. “안전성 정보” : 약물감시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9.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Monitoring)” :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를 약물감시

체계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0. “실태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 고시 및 계획에 따라 약물감시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품목허

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의료기관, 약국 등의 모든 시설⋅

문서⋅기록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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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정의

중증

(Severe)

증상이 일어나 일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불편감을 야기하며, 의심약물을 중단할 만큼 불편감이 

있다.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중등증

(Moderate)

증상이 일상의 활동을 방해할 만큼 불편하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경증

(Mild)

증상 또는 징후를 자각할 수 있으나 불편감을 주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며, 행동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1.2. 약물부작용 중등도 기준

  약물유해반응 부작용 중등도는 경증, 중등증, 중증의 세가지로 분류하여 평

가한다(약물부작용보고평가 사례집 제1호, 2013)(표 1).

표 1. 약물 부작용 중등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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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약물부작용 인과성 평가 기준 및 도구

1.3.1. World Health Organization-Uppsala Monitoring Centre

(WHO-UMC) 인과성 평가 기준

WHO-UMC 인과성 평가는 시간적 전⋅후 관계 및 재투여 여부, 투여중단, 

동반질환 등의 정보를 판단하여 확실함(Certain), 상당히 확실함

(Probable/Likely), 가능함(Possible), 가능성 적음(Unlikely), 평가곤란

(Conditional/Uncalssified), 평가불가(Unassessable/Unclassifiable) 의 여섯가지 평

가 결과로 판단한다(약물부작용보고평가 사례집 제1호, 2013)(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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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정의

확실함

(Certain)

의약품 등의 투여⋅사용과의 전후관계가 타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며, 그 의약품 등의 투여 중단시 임상적으로 타당

한 반응을 보이고, 필요에 따른 그 의약품 등의 재투여

시, 약물학적 또는 현상학적으로 결정적인 경우

상당히 확실함

(Probable/likely)

의약품 등의 투여⋅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의약품 등의 투여중단 시 

임상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재투여 정보 없

음)

가능함

(Possible)

의약품 등의 투여⋅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나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설명되며, 그 의약품 등의 투여 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가능성 적음

(unlikely)

의약품 등의 투여·사용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시적 사례이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잠재된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경

우

평가곤란

(Conditional/

unclassified)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경우

평가불가

(Unassessable/

Unclassifiable)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표 2. WHO-UMC 기준에 따른 인과성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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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약물유해반응 증상

  1.4.1. World Health Organization-Adverse Reactions

Terminology(WHO-ART) 약물유해반응 증상

  약물유해반응 사례(부작용)로 보고된 반응은 의약품 유해반응 용어 국제 표

준 분류체계인 WHO-ART 092 용어집의 WHO-ART의 SOC명을 기준으로 활용

하여 분류하였다. 국제적인 약물유해반응 용어는 WHO-ART, MedDRA, 

COSTART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유해반응 보고에 사용되는 

WHO-ART 코드를 활용하였으며, 나타나는 유해반응 증상과 그 유해반응이 

나타나는 기관별로 분류하였고, 이것은 System-Organ Classes(SOC)를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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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증지수 및 약물치료 지침

2.1.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진통제 사다리

  통증 정도에 따른 진통제 사용은 세계보건기구(WHO) 진통제 사다리의 약

물 사용 지침을 따른다. 암성통증환자를 위한 치료지침으로 권장하는 3단계 

치료법이다. 투여의 기본원칙은 가능한 경구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개인의 적정용량을 지속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투여

하는 것이다.  

  1. 1단계 : 경한 통증(숫자통증등급에서 1~3점의 통증) 

  Acetaminophen, Aspirine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

steroidal  anti-inflammatory, NSAIDs)를 투여하며 보조제는 진통효과를 강

화시키거나 통증을 악화시키는 다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나 

투여하는 것을 권하며, 그럼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경우 2단계 약한 

아편 유사제를 추가해서 투여한다. 

  2. 2단계 : 중등도 통증(숫자통증등급에서 4~6점의 통증) 

  Codeine이나 Hydrocodone 같은 약한 아편유사제를 추가해서 투약한다. 아편

유사제 용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제3단계로 넘어간다. 

  3. 3단계 : 중증 통증(숫자통증등급에서 7~10점의 통증) 

  강력한 Morphine, Hydromorphone, Methadone, Fentanyl, Levophanol 등을 

사용한다(마취통증의학, 2010)(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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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세계보건기구(WHO) 진통제 사다리

2.2. 통증의 측정과 평가

2.2.1. 숫자 통증 등급(Numerical rating scale, NRS)

  통증의 정도를 환자로 하여금 0(통증 없음)부터 10(상상할수 있는 가장 심

한 통증)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법이다. 가장 간단하며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력이나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숫자를 말로 표현

하게 하기도 한다. 이해 및 사용이 쉽고 환자가 답을 못할 가능성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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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 scale, VAS)

  보통 10cm의 선을 이용하여 한편에는 “통증없음”으로, 다른 편에는“상

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으로 표시한 후 통증의 강도를 그 선상에 표시

하게 한 후 검사자가 그 길이를 재는 방법이다. 치료에 대한 통증의 변화를 

잘 반영하며 다른 측정법 보다 대체로 정확하지만, 적당한 시각적 사고 능력

과 운동기능이 있어야 하므로 수술 후 및 마취 후에는 사용이 곤란하고 환자

가 답을 하지 못할 확률도 숫자통증등급보다 높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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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증 측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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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대학병원의 2014년 ~ 2015년 약물유해반응 자발보고 자료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 

보고 환자 색출

2014. 1. 1. ~ 2015. 12. 31. 

트라마돌 제제 처방받은 환자 색출

� �

WHO-UMC 기준 ‘가능함(possible)’ 

이상으로 보고된 환자를 유해반응

군으로 선정

보고된 유해반응군 환자 제외 후

진단일, 성별, 연령, 질병코드 기준 

적용하여 1:3 짝지은 대조군 색출

� �

트라마돌 제제 유해반응여부 및 

각 변수별 카이제곱 검정

트라마돌 제제 유해반응여부 및 

각 변수별 카이제곱 검정

트라마돌 제제 유해반응 관련요인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구축방안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된 환자의 유해반응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자발 보고된 유

해반응 환자를 색출한 후 분석한다.  또한 동일한 기간에 트라마돌 제제로 처

방받은 전체 환자 중 유해반응으로 자발 보고된 환자는 제외하고, 유해반응군 

환자의 진료일, 성별, 연령,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1:3 짝지은 대조군을 색출하

여 연구 자료로 구축하였다(그림 3).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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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인 서울 소재 C대학병원에 2014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원⋅외래 환자 중 약물유해반응으로 자발보고

된 건수는 총 3,299건 이었고, 이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

된 건수는 322건 이었다.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된 322건 중 

WHO-UMC 인과성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가능함(possible)이상으로 보고된 

302건의 환자를 트라마돌 약물유해반응 환자군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트라마돌 제제 의

약품을 처방받은 입원⋅외래 환자 291,517건의 처방건수 중 유해반응군의 환

자를 제외하고 선정하였다. 대조군은 유해반응군 환자의 진료일, 성별, 연령, 

질병코드 4가지 정보를 적용하여 1:3으로 짝지어 선정하였다. 1:3 으로 짝지

은 대조군 색출시 유해반응군과 최대한 동일한 환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진료

일은 동일한 진료 월까지 선정하였고, 연령은 유해반응군 연령 기준으로 5세 

전후로 선정하였고, 질병코드는 3단위 분류까지 동일한 질병코드의 환자를 선

정하였다. 대조군으로 분석과정 중 트라마돌 유해반응이 있었으나 약물유해반

응으로 미보고 된 56건과 유해반응군의 4가지 정보와 짝을 이루지 못해 탈락

군 55건을 제외한 총 795건에 해당하는 환자를 최종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대조군 중 약물유해반응으로 미보고 된 56건과 약물유해반응 환자군 

302건의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관련 요인을 추가 분석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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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유해반응군 대조군

2014. 1. 1. ~ 2015. 12. 31.까지 

트라마돌 제제 처방받은 291,517건

2014. 1. 1. ~ 2015. 12. 31.까지 

트라마돌 제제 처방받은 291,517건

�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 

자발보고된 322건 
➜

유해반응군 322건에 해당하는 

환자 제외

�

WHO-UMC기준 ‘가능함(possible)’ 

이상으로 보고된 302건에 해당되는 

환자를 유해반응군으로 선정

➜
유해반응군 환자의 진단일, 성별, 

연령, 질병코드를 적용하여 1:3 

짝지은 대조군 색출

�

유해반응군의 4가지 정보와 짝을 

이루지 못한 탈락군 55건 제외

�

대조군 중 약물유해반응 미보고로

제외된 56건 약물유해반응군으로 

추가 분석

�
분석 중 약물유해반응으로 미보고 

된 56건 제외

�

유해반응군 환자의 진단일, 성별, 

연령, 질병코드 기준으로 1:3 

짝지은 795건 최종 대조군으로 

선정

그림 4. 연구 대상자 선정



- 21 -

2.1. 연구 대상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2.1.1. 선정기준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인 서울 소재 C대학병원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

년 12월 31일까지 입원⋅외래 환자 중 약물유해반응으로 자발 보고된 사례 

중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된 환자로 하였다. 

  이 중 WHO-UMC 인과성 평가기준에 따라 ‘가능함(possible)’ , ‘상당히 확

실함(probable/likely)’ ,  ‘확실함(certain)’으로 평가된 사례로 보고된 302건

에 해당하는 환자를 유해반응군으로 선정하였다.  

  대조군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트라마돌 제제 의

약품을 처방받은 입원⋅외래 환자 291,517건의 처방건수 중 유해반응군의 환

자를 제외하고 유해반응군 환자의 진료일, 성별, 연령, 질병코드 4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1:3으로 짝지어 선정하였다. 1:3 으로 짝지은 환자를 대조군으로 선

정하였다. 

    2.1.2. 제외기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원⋅외래 환자 중 약물유해

반응으로 자발 보고된 사례 중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된 환자

에서 WHO-UMC 인과성 평가 기준에 따라 ‘가능성적음(unlikely)’ , ‘평가곤

란(conditional/unclassified)’ , ‘평가불가(unassessible/unclassifiable)’로 평가

된 환자는 유해반응군에서 제외하였다.

  대조군은 유해반응군의 진료일, 성별, 연령, 질병코드 4가지 정보 중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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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짝을 이루지 못하면 제외하였고, 1:3으로 짝지은 대상자 중 분석과정에

서 트라마돌 유해반응이 있는 환자도 제외하였다.

2.2. 연구대상 약물 트라마돌

1. 약효군 : 소염진통제

2. 작용 : 중추 작용 아편 유사체 진통제로 μ-아편 수용체에 결합하여 상  

  행성 통증 경로를 억제하고, 약하게 norepinephrine과 serotonin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진통작용을 나타냄.

3. 효능/효과 

1) 국내 승인 적응증 :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 진단    

     및 수술 후 동통 

2) FDA 승인 적응증 : 

  가. 암성 통증 

  나. 만성 통증, 중등도 - 중증 

  다. 통증, 중등도 - 중증 

3) FDA 미승인 적응증 : 마취 보조, 치통

4. 신중투여

1) 갑작스러운 중단; 금단 증상(즉, 불안, 발한, 구역, 설사, 진전, 불면)을   

     유도할 수 있음 

2) 아편유사체에 의존하는 환자 또는 아편유사체 남용 경향이 있는 환자   

     에서 남용 가능성 

3) 아편유사체 또는 알콜 중독 경향; 자살 위험도를 높임 

4) 코데인이나 다른 아편유사체에 대한 유사아나필락시스반응 또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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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필락시스반응을 경험한 환자; 초기 용량에서 심각하고 흔하지 않은  

     치명적 반응이 보고된 바 있음 

5) 중추 신경계 억제제(알콜, 마취제, 항우울제, 아현유사체, 근이완제,      

     phenothiazine계 약물, 신경안정제, 진정수면제, 불법 약물)의 병용 투여;  

     부가적인 중추신경계효과의 위험성과 호흡기계 억제를 증가시킴 

6) 신경안정제 또는 항우울제의 병용 투여; 자살 위험도를 높임 

7) 선택적 serotonin 재흡수 억제제, 삼환계항우울제, 다른 삼환계 화합물,  

     아편유사체, MAOI, 신경이완제, 또는 발작 역치를 감소시키는 다른 약물  

     의 병용 투여; 발작 위험도를 높임 

5. 금기

1) 이약이나 이 약과 관련된 제품, 아편유사체에 과민반응 

2) 알콜, 수면제, 마약, 중추성 진통제, 아편 유사체, 향정신약 중독: 중추   

     신경계와 호흡기 억제의 악화

6. 의약품 모니터링

1) 통증 감소, 움직이는 능력 개선 정도 

2) 정신 상태, 호흡 상태 

3) 장 운동성 

4) 약물 중단해야 할 징후 및 증상(KIMS 의약정보센터, 2016). 

http://www.kimsonline.co.kr/drugcenter/search/TotalSearch&Opt=0&Key=

%ud2b8%ub77c%ub9c8%ub3cc).

2.3. 약물 유해반응 보고 및 평가

  약물유해반응 보고는 환자 치료 시 약물유해반응 발견자 및 관찰자가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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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최초 보고한 사람을 보고자로 명명한다. 보고된 현증 약물유해반응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약물의 유해반응 보고건수, 약물유해반응 증상, 원

인약물을 평가한다.  평가는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위

원회의 약사 2명이 최초 평가를 하고, 최종 평가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의사 

2명이 한다. 보고된 자료는 환자기본정보(성별, 연령, 기저질환, 진료과, 질병

코드)와 보고자 정보(직종, 소속), 의심약품 정보, 유해사례 정보, 유해반응 

평가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평가자는 약물과 해당 유해반응과의 인과성, 

유해반응의 심각도, 동반질환의 중증도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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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구분 및 정의

본 연구는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내에서 약물유해반응 분석 및 모니터링 시 

실시하는 문항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

립분수는 표 3과 같다. 

3.1. 종속변수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3.2. 독립변수

  환자유형(입원, 외래), 진료과 계열(내과계, 외과계), 수술시행 여부, 통증평

가지수(최초 측정 지수, 추가 진통제 처방시 통증 지수), 추가 처방시 사용한 

진통제 종류(트라마돌,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NSAID) , 마약

류), 자가통증 조절기(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중증도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으로 구분하였다.

3.3. 건강행태적 요인

건강행태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진료일, 진단코드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첫째, 성별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연령은 만 나이로 사용하고, 연령군은 40미만, 40세~59세, 60세 이상 3

개군으로 그룹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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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진료일은 외래환자는 외래진료일자, 입원환자는 입원일자를 사용하였다.

넷째, 진단코드는 환자의 최종 진단명을 ICD-10으로 분류한 진단코드를 사용

하였다.

3.4. 동반질환 요인

동반질환 및 과거병력을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중증도 지수로 하

였다.  진단코드는 ICD-10으로 분류하였다.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는 동반 질환의 중증도를 보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17개의 질환군의 중증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고 6점의 가중치를 부

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Quan et al, 2005). 환자군의  동

반상병 및 기저질환인 과거병력에 대해 CCI점수를 계산하여 총점을 ‘0점’, ‘1

점’, ‘2점’, ‘3점 이상’으로 범주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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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변수

분석차원 변수명 내 용

종속변수 트라마돌 유해반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부

독립변수

성별 1: 남, 2: 여

연령 40세 미만, 40~59세, 60세 이상

환자유형 1: 입원환자, 2: 외래환자

진료과 계열 1: 내과계, 2: 외과계

재원일수 7일 미만, 7일 ~ 14일, 15일 ~ 30일, 31일 이상

수술여부 1: 미수술, 2: 수술

최초 통증지수 0, 1~2, 3~4, 5~6, 7~8, 9~10

트라마돌 유해반응 

과거 이력
1: 없음, 2: 있음

PCA 사용 1: 없음, 2: 있음

추가 진통제 투여시 

통증지수
0, 1~2, 3~4, 5~6, 7~8, 9~10

트라마돌 추가 투약 1: 없음, 2: 있음

NSAID 추가 투약 1: 없음, 2: 1번,  3: 2번 이상

마약류 추가 투약 1: 없음, 2: 1번,  3: 2번 이상

부작용 유형 1: 없음, 2: 1가지 3: 2가지 4: 3가지

CCI 중증도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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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트라마돌 약물유해반응 환자군의 약물부작용 중등도와 인과성, 유해반응 양

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시행하였고, 자발적 보고한 약물유해반응군

과 대조군의 특성과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또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

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2(SAS Institute, Cary, NC)를 사용

하였고,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4.1. 기술분석

연구대상자 중 트라마돌 약물유해반응군의 약물부작용 중등도, 인과성 평

가, 심각도, 유해반응 유형, 보고자 직종 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4.2.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 특성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 환자로 자발 보고한 약물유해반응군과 대조군

의 환자유형, 진료과 계열, 수술시행 여부, 통증평가지수, 트라마돌 제제 유해

반응 여부, 트라마돌 유해반응 과거 이력, 유해반응 유형 등의 특성과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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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자발 보고된 트라마돌 약물유해반응군과 1:3으로 짝지은 대조군을 합하여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각 독립변수와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

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독립변

수로는 환자유형, 진료과 계열, 수술여부, 내원시 최초 통증지수, 추가 진통제 

투여시 통증지수, 추가 투약한 진통제 종류별(트라마돌, NSAID, 마약류 등), 

자가통증조절기 PCA 등을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부와의 관련요인

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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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 특성

1.1. 트라마돌 유해반응군 분석결과

트라마돌 유해반응군의 성별은 남성 31.1%, 여성 68.9%이다. 연령별 분포는 

40세 미만이 24.5%, 40~59세 34.4%, 60세 이상이 41.1%였다. 환자유형은 입원

환자 88.1%, 외래환자 11.9% 이었다. 진료과 계열은 내과계 16.3%, 외과계 

83.7% 이었다. 수술여부는 미수술이 30.8%, 수술시행이 69.2% 이었다.  재원일

수는 7일 미만이 40.7%, 7일~14일 27.5%, 15일~30일 24.5%, 31일 이상 7.3% 이

었다. 환자 내원시 측정한 최초 통증지수는 0점 16.6%, 1~2점 30.8%, 3~4점 

43.1%, 5~6점 6.6%, 7~8점 2.7%, 9~10점 0.3% 이었다. 트라마돌 유해반응 여부

는 없음 0%, 있음 100% 이었으며, 트라마돌 유해반응 과거이력은 없음 86.8%, 

있음 13.2%이었다. 입원 후 수술환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자가통증조절기 

PCA 사용여부는 없음 64.2%, 있음 35.8% 이었다. 치료 중 통증조절 위해 추가 

투약한 진통제 트라마돌 사용여부는 없음 34.4%, 있음 65.6% 이었다. NSAID 

투약여부는 없음 64.9%, 1번 이상 32.8%, 2번 이상 2.3% 이었다. 마약류 투약

여부는 없음 60.9%, 1번 이상 21.5%, 2번 이상 17.6% 이었다. 부작용 유형으로 

없음이 0%, 1가지 100%, 2가지 51.6%, 3가지 7.6%로 나타났다. 트라마돌 유해

반응 과거이력, 트라마돌 추가투약, NSAID 추가투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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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조군 분석결과

대조군의 성별은 남성 29.8%, 여성 70.2%이다. 연령별 분포는 40세 미만이 

23.0%, 40~59세 33.2%, 60세 이상이 43.8%였다. 환자유형은 입원환자 84.9%, 

외래환자 15.1% 이었다. 진료과 계열은 내과계 15.2%, 외과계 84.8% 이었다. 

수술여부는 미수술이 33.6%, 수술시행이 66.4% 이었다.  재원일수는 7일 미만

이 43.5%, 7일~14일 29.6%, 15일~30일 22.4%, 31일 이상 4.5% 이었다. 환자 내

원시 측정한 최초 통증지수는 0점 15.1%, 1~2점 39.4%, 3~4점 39.8%, 5~6점 

3.4%, 7~8점 2.3%, 9~10점 0.1% 이었다. 트라마돌 유해반응 여부는 없음 100%, 

있음 0% 이었으며, 트라마돌 유해반응 과거이력은 없음 100%, 있음 0%이었다. 

입원 후 수술환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자가통증조절기 PCA 사용여부는 없

음 59.0%, 있음 41.0%이었다. 치료 중 통증조절 위해 추가 투약한 진통제 트라

마돌 사용여부는 없음 55.7%, 있음 44.3% 이었다. NSAID 투약여부는 없음 

83.5%, 1번 이상 15.9%, 2번 이상 0.6% 이었다. 마약류 투약여부는 없음 

65.4%, 1번 이상 15.5%, 2번 이상 19.1% 이었다. 부작용 유형으로 없음이 

100%, 1가지 0%, 2가지 0%, 3가지 0%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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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해반응군
(N=302)

대조군
(N=795) P-Value

빈도(N) 분율(%) 빈도(N) 분율(%)

성별
남성 94 31.1 237 29.8

0.672
여성 208 68.9 558 70.2

연령

40세 미만 74 24.5 183 23.0

0.71240세-59세 104 34.4 264 33.2

60세 이상 124 41.1 348 43.8

환자유형
입원환자 266 88.1 675 84.9

0.179
외래환자 36 11.9 120 15.1

진료과 내과계 49 16.3 121 15.2 0.681

계열 외과계 253 83.7 674 84.8

수술여부 미수술 93 30.8 267 33.6 0.379

수술 209 69.2 528 66.4

재원일수 7일미만 123 40.7 346 43.5

0.231
7일-14일 83 27.5 235 29.6

15일-30일 74 24.5 178 22.4

31일 이상 22 7.3 36 4.5

최초 0 50 16.6 120 15.1

0.048

통증지수 1-2 93 30.8 313 39.4

3-4 130 43.1 316 39.8

5-6 20 6.6 27 3.4

7-8 8 2.7 18 2.3

9-10 1 0.3 1 0.1

트라마돌 

유해반응 여부

없음 0 0 795 100
<.001

있음 302 100 0 0

표 4.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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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해반응군
(N=302)

대조군
(N=795) P-Value

빈도(N) 분율(%) 빈도(N) 분율(%)

트라마돌 과거

유해반응 이력

없음 262 86.8 795 100
<.001

있음 40 13.2 0 0

PCA 없음 194 64.2 469 59.0 0.113

있음 108 35.8 326 41.0

트라마돌 

추가 투약 

없음 104 34.4 443 55.7
<.001

있음 198 65.6 352 44.3

NSAID 없음 196 64.9 664 83.5 <.001

추가 투약 1번 99 32.8 126 15.9

2번이상 7 2.3 5 0.6

마약류 없음 184 60.9 520 65.4 0.023

추가 투약 1번 65 21.5 123 15.5

2번이상 53 17.6 152 19.1

부작용 유형 없음 0 0.0 795 100.0 -

1가지 302 100.0 0 0.0

2가지 156 51.6 0 0.0

3가지 23 7.6 0 0.0

CCI 중증도 중증도=0 224 74.2 560 70.4 0.024

중증도=1 30 9.9 103 13.0

중증도=2 42 13.9 108 13.6

중증도=3이상 6 2.0 24 3.0

연도
2014 131 43.4 354 44.5

0.732
2015 171 56.6 441 55.5

합계 302 100.0 795 100.0

표 4.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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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 중 트라마돌 유해반응 미보고

군 분석

2.1. 트라마돌 유해반응군 분석결과

트라마돌 유해반응군의 성별은 남성 31.1%, 여성 68.9%이다. 연령별 분포는 

40세 미만이 24.5%, 40~59세 34.4%, 60세 이상이 41.1%였다. 환자유형은 입원

환자 88.1%, 외래환자 11.9% 이었다. 진료과 계열은 내과계 16.3%, 외과계 

83.7% 이었다. 수술여부는 미수술이 30.8%, 수술시행이 69.2% 이었다.  재원일

수는 7일 미만이 40.7%, 7일~14일 27.5%, 15일~30일 24.5%, 31일 이상 7.3% 이

었다. 환자 내원시 측정한 최초 통증지수는 0점 16.6%, 1~2점 30.8%, 3~4점 

43.1%, 5~6점 6.6%, 7~8점 2.7%, 9~10점 0.3% 이었다. 현증 트라마돌 유해반응 

여부는 없음 0%, 있음 100% 이었으며, 트라마돌 유해반응 과거이력은 없음 

86.8%, 있음 13.2%이었다. 입원 후 수술환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자가통증

조절기 PCA 사용여부는 없음 64.2%, 있음 35.8% 이었다. 치료 중 통증조절 위

해 추가 투약한 진통제 트라마돌 사용여부는 없음 34.4%, 있음 65.6% 이었다. 

NSAID 투약여부는 없음 64.9%, 1번 이상 32.8%, 2번 이상 2.3% 이었다. 마약

류 투약여부는 없음 60.9%, 1번 이상 21.5%, 2번 이상 17.6% 이었다. 부작용 

유형으로 없음이 0%, 1가지 100%, 2가지 51.6%, 3가지 7.6%로 나타났다. 심각

도는 중대하지 않음 99.0%, 중대함 1.0% 이었다. 인과관계는 확실함 7.6%, 상

당히 확실함 43.4%, 가능함 49.0% 이었다. 보고자 직종으로는 의사 6.6%, 간호

사 82.8%, 약사 3.3%, 의무기록사 6.0%, 진료사무원 1.3% 이었다. 부작용 증상

을 기관별로 보면 위장관계 장애 78.5%, 중추 및 말초신경계장애 11.9%, 피부

와 부속기관 장애 4.6%, 전신질환 3.0%, 정신질환 1.0%, 혈관질환 0.3%,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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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질환 0.3%, 심장박동장애 0.3% 이었다(표 5)(부표 1)(부표 2)(부표 3). 

또한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에서 비보고된 트라마돌 유해반응 케이

스를 재분석 하는 과정 중 트라마돌 유해반응군 302건 중에서 추가투약된 

NSAID, 마약류의 유해반응 여부도 재확인해보았다. 이 중 트라마돌 유해반응

으로 보고된 후 NSAID와 마약류의 약물유해반응으로 자발보고된 케이스를 24

건을 발견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해보았다(부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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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조군 중 트라마돌 유해반응 미보고군 분석결과

대조군 중 약물유해반응이 있었던 환자 56명을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동일

한 변수로 분석하였다. 이 중 보고자 직종은 환자 의무기록상에 유해반응으로 

최초 기록한 자의 직종으로 구분하였고, 유해반응 분석도구인 심각도, 인과관

계 등은 지역약물감시센터의 관리약사에게 의뢰하여 환자 의무기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약물부작용 중등도는 경증이 많았, 심각도는 중대한 케

이스가 없어 약물유해반응으로의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미보고군의 성별은 남성 30.3%, 여성 69.7%이다. 연령별 분포는 40세 미만

이 25.0%, 40~59세 21.4%, 60세 이상이 53.6%였다. 환자유형은 입원환자 

91.1%, 외래환자 8.9% 이었다. 진료과 계열은 내과계 25.0%, 외과계 75.0% 

이었다. 수술여부는 미수술이 28.6%, 수술시행이 71.4% 이었다.  재원일수는 

7일 미만이 8.9%, 7일~14일 33.9%, 15일~30일 33.9%, 31일 이상 3.6% 이

었다. 환자 내원시 측정한 최초 통증지수는 0점 19.6%, 1~2점 33.9%, 3~4

점 41.1%, 5~6점 5.4%, 7~8점 0%, 9~10점 0% 이었다. 트라마돌 유해반응 

여부는 없음 0%, 있음 100% 이었으며, 트라마돌 유해반응 과거이력은 없음 

67.9%, 있음 32.1%이었다. 입원 후 수술환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자가통

증조절기 PCA 사용여부는 없음 48.2%, 있음 51.8% 이었다. 치료 중 통증조

절 위해 추가 투약한 진통제 트라마돌 사용여부는 없음 26.8%, 있음 73.2% 

이었다. NSAID 투약여부는 없음 82.1%, 1번 이상 14.3%, 2번 이상 3.6% 이

었다. 마약류 투약여부는 없음 73.2%, 1번 이상 23.2%, 2번 이상 3.6% 이었

다. 부작용 유형으로 없음이 0%, 1가지 100%, 2가지 55.3%, 3가지 0.1%로 

나타났다. 심각도는 중대하지 않음 100%, 중대함 0% 이었다. 인과관계는 확

실함 21.4%, 상당히 확실함 41.1%, 가능함 37.5% 이었다. 보고자 직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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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 10.0%, 간호사 90.0% 이었다. 부작용 증상을 기관별로 보면 위장관

계 장애 80.4%, 중추 및 말초신경계장애 17.9%,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0%, 

전신질환 1.8%, 정신질환 0%, 혈관질환 0%, 일반 심혈관계질환 0%, 심장박

동장애 0% 이었다(표 5)(부표 1)(부표 2)(부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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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해반응군
(N=302)

미보고군
(N=56) P-Value

빈도(N) 분율(%) 빈도(N) 분율(%)

성별
남성 94 31.1 17 30.3

0.909
여성 208 68.9 39 69.7

연령

40세 미만 74 24.5 14 25.0

0.12340세-59세 104 34.4 12 21.4

60세 이상 124 41.1 30 53.6

환자유형
입원환자 266 88.1 51 91.1

0.518
외래환자 36 11.9 5 8.9

진료과 내과계 49 16.3 14 25.0 0.113

계열 외과계 253 83.7 42 75.0

수술여부 미수술 93 30.8 16 28.6 0.740

수술 209 69.2 40 71.4

재원일수 7일미만 123 40.7 16 8.9

0.167
7일-14일 83 27.5 19 33.9

15일-30일 74 24.5 19 33.9

31일 이상 22 7.3 2 3.6

최초 0 50 16.6 11 19.6

0.815

통증지수 1-2 93 30.8 19 33.9

3-4 130 43.1 23 41.1

5-6 20 6.6 3 5.4

7-8 8 2.7 0 0

9-10 1 0.3 0 0

트라마돌 유해

반응 과거 이력

없음 262 86.8 38 67.9
0.0004

있음 40 13.2 18 32.1

표 5.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 중 트라마돌 유해반응 

미보고군 분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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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해반응군
(N=302)

미보고군
(N=56) P-Value

빈도(N) 분율(%) 빈도(N) 분율(%)

추가 진통제 0 50 16.6 5 8.9

0.738

투여시 1-2 17 6.4 2 3.6

통증지수 3-4 29 10.9 16 28.6

5-6 118 44.4 23 41.1

7-8 76 28.6 8 14.3

9-10 12 4.5 2 3.6

심각도 중대하지 않음 299 99.0 56 100 -

중대함 3 1.0 0 0

약물부작용 중증 1 0.3 3 5.4 -

중등도 중등증 8 2.7 2 3.6

경증 293 97.0 52 92.9

인과성

평가기준
(WHO-UMC)

확실함
(certain)

23 7.6 12 21.4 -

상당히 확실함
(probable/likely)

131 43.4 23 41.1

가능함
(possible)

148 49.0 21 37.5

트라마돌 경구 114 37.8 25 44.6 -

투여경로 주사 188 62.3 31 55.4

부작용 유형 1가지 302 100 56 100 -

2가지 156 51.7 25 44.6

3가지 23 7.6 3 5.4

합계 302 100 56 100

표 5.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 중 트라마돌 유해반응 미보고군 

분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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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환자특성에 따라 추가 투약

한 각 진통제 종류별로 트라마돌, NSAID, 마약류와 통증지수를 독립변수로 선

정하고, 트라마돌 유해반응 여부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남성 대비 여성이 0.93배(95% CI 

0.68-1.27) 로 나타났다. 연령은 40세 대비 40~59세는 1.04배(95% CI 0.70-1.54), 

60세 이상은 1.00배(95% CI 0.66-1.4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환자유형은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 1.34배(95% CI 0.75-2.4)로 나타났

으며, 진료과 계열은 내과계 대비 외과계 0.80배(95% CI 0.49-1.27)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여부는 미수술 대비 수술이 1.06배(95% 

CI 0.68-1.62)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원일수는 7일

미만 대비 7~14일이 0.80배(95% CI 0.53-1.19), 15~30일은 0.82배((95% CI 

0.51-1.30), 31일 이상은 0.90배(95% CI 0.44-1.80)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CCI 중증도는 중증도 0 대비 중증도 1은 0.72배(95% CI 

0.44-1.16), 중증도 2는 0.93배(95% CI 0.59-1.45), 중증도 3이상은 0.53배(95% 

CI 0.19-1.4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 대비 추가투약 있음이 2.71배(95% CI 1.91-3.83) 높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약류 추가투약 없음 대비 1번은 1.20

배 (95% CI 0.80-1.76), 2번이상은 1.09배((95% CI 0.53-2.22)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NSAID 추가투약 없음 대비 1번이 2.61배(95% CI 

1.83-3.70), 2번 이상이 4.75배((95% CI 1.38-16.29)로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트라마돌에 유해반응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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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 치료지침에 따라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완화 치료시 3단계인 강한 마약류 진통제보다는 1단계인 비마약성 진통

제인 NSAID로 대체 투여하여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입원 후 수술환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자가통증조절기 PCA는 사용여부 

없음 대비 있음이 0.57배((95% CI 0.39-0.83) 낮은 오즈비를 나타냈고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PCA는 수술 후 착용하여 진통약제 소모시까지 며칠간 

진통제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 환자의 통증관리가 잘 되고 돌발적인 통증

이 없고 이로 인한 추가 진통제 투약이 없어 트라마돌 약물 유해반응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환자 내원시 측정한 최초통증지수는 0대비 1~2는 0.63배(95% CI 0.40-1.00), 

3~4는 0.83배(95% CI 0.53-1.30), 5~6은 1.44배(95% CI 0.37-2.37), 7~10은 0.94배

(95% CI 0.37-2.3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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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OR 95% CI

성별 남 1.00 -

여 0.93 (0.68-1.27)

연령 40세 미만 1.00 -

40세-59세 1.04 (0.70-1.54)

60세 이상 1.00 (0.66-1.49)

환자 유형 입원환자 1.00 -

외래환자 1.34 (0.75-2.4)

진료과 내과계 1.00 -

계열 외과계 0.80 (0.49-1.27)

수술여부 미수술 1.00 -

수술 1.06 (0.68-1.62)

재원일수 7일미만 1.00 -

7일-14일 0.80 (0.53-1.19)

15일-30일 0.82 (0.51-1.30)

31일 이상 0.90 (0.44-1.80)

CCI 중증도 중증도=0 1.00 -

중증도=1 0.72 (0.44-1.16)

중증도=2 0.93 (0.59-1.45)

중증도=3이상 0.53 (0.19-1.43)

트라마돌 없음 1.00 -

추가 투약 있음 2.71 (1.91-3.83)

마약류 없음 1.00 -

추가 투약 1번 1.20 (0.80-1.76)

2번이상 1.09 (0.53-2.22)

표 6.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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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OR 95% CI

NSAID 없음 1.00 -

추가 투약 1번 2.61 (1.83-3.70)

2번이상 4.75 (1.38-16.29)

PCA 없음 1.00 -

있음 0.57 (0.39-0.83)

최초 통증 지수 0 1.00 -

1-2 0.63 (0.40-1.00)

3-4 0.83 (0.53-1.30)

5-6 1.44 (0.68-3.04)

7-10 0.94 (0.37-2.37)

연도 2014년 1.00 -

2015년 1.01 (0.75-1.36)

표 6.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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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원환자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두가지의 통증지수, 즉 환자 내원시 최초 통증지수와 진통제 추가 투여시

의 통증지수를 보정하여 모두 통제했을 때 NSAID를 한번, 두 번이상 투약한 

경우에서 트라마돌 유해반응이 유의하였다.

  입원환자만 분석한 이유는 추가 투약한 각 진통제 종류별 트라마돌, 

NSAID, 마약류와 추가 진통제 투여시 통증지수의 결측이 없어 정확한 분석결

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입원환자만 별도로 분석하였다.

  표 5의 외래환자를 포함하여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동일한 독립변수

로 입원환자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남성 대비 여성이 0.93배(95% CI 

0.66-1.32) 로 나타났다. 연령은 40세 대비 40~59세는 0.86배(95% CI 0.56-1.32), 

60세 이상은 0.89배(95% CI 0.57-1.3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진료과 계열은 내과계 대비 외과계 0.71배(95% CI 0.39-1.26)로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여부는 미수술 대비 수술이 0.99배

(95% CI 0.61-1.59)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원일수는 7

일미만 대비 7~14일이 0.75배(95% CI 0.49-1.13), 15~30일은 0.76배((95% CI 

0.46-1.22), 31일 이상은 0.82배(95% CI 0.40-1.66)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CCI 중증도는 중증도 0 대비 중증도 1은 0.64배(95% CI 

0.37-1.09), 중증도 2는 0.87배(95% CI 0.53-1.42), 중증도 3이상은 0.57배(95% 

CI 0.20-1.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 대비 추가투약 있음이 2.08배(95% CI 1.34-3.23) 높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약류 추가투약 없음 대비 1번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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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95% CI 0.72-1.62), 2번이상은 0.95배((95% CI 0.46-1.93)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NSAID 추가투약 없음 대비 1번이 2.33배(95% CI 

1.60-3.37), 2번 이상이 4.83배((95% CI 1.40-16.57)로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트라마돌에 유해반응이 있는 환자

의 경우 다른 진통제로 대체하여 치료할 때 마약류의 진통제 보다는 NSAID로 

대체 투여하여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입원 후 수술환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자가통증조절기 PCA는 사용여부 

없음 대비 있음이 0.62배((95% CI 0.42-0.90)로 낮은 오즈비를 나타냈고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역시 PCA는 수술 후 착용하여 진통약제 소모시까지 

며칠간 진통제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 환자의 통증관리가 잘 되고 돌발적

인 통증이 없고 이로 인한 추가 진통제 투약이 없어 트라마돌 약물 유해반응

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환자 내원시 측정한 최초통증지수는 0대비 1~2는 0.54배((95% CI 0.33-0.88)

로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입원환자는 외래 방문 후부터 입원시까지 

약물치료 및 통증치료를 한 후 수술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통증지수 1~2

점에서 트라마돌 약물유해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통증지수 3~4는 0

대비 0.80배(95% CI 0.50-1.30), 5~6은 0.93배(95% CI 0.37-2.32), 7~10은 0.41배

(95% CI 0.12-1.3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추가 진통제 투여시 통증지수는 0대비 1~2는 0.85배((95% CI 0.37-1.93), 3~4

는 0.86배(95% CI 0.39-1.90), 5~6은 1.41배(95% CI 0.63-3.16), 7~10은 2.03배

(95% CI 0.86-4.7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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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OR 95% CI

성별 남 1.00 -

여 0.93 (0.66-1.32)

연령 40세 미만 1.00 -

40세-59세 0.86 (0.56-1.32)

60세 이상 0.89 (0.57-1.39)

진료과 내과계 1.00 -

계열 외과계 0.71 (0.39-1.26)

수술여부 미수술 1.00 -

수술 0.99 (0.61-1.59)

재원일수 7일미만 1.00 -

7일-14일 0.75 (0.49-1.13)

15일-30일 0.76 (0.46-1.22)

31일 이상 0.82 (0.40-1.66)

CCI 중증도 중증도=0 1.00 -

중증도=1 0.64 (0.37-1.09)

중증도=2 0.87 (0.53-1.42)

중증도=3이상 0.57 (0.20-1.5)

트라마돌 없음 1.00 -

추가 투약 있음 2.08 (1.34-3.23)

마약류 없음 1.00 -

추가 투약 1번 1.09 (0.72-1.62)

2번이상 0.95 (0.46-1.93)

NSAID 없음 1.00 -

추가 투약 1번 2.33 (1.60-3.37)

2번이상 4.83 (1.40-16.57)

표 7-1. 입원환자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다중 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 (N=9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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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OR 95% CI

PCA 0번 1.00 -

1번 0.62 (0.42-0.90)

최초 통증 지수 0 1.00 -

1-2 0.54 (0.33-0.88)

3-4 0.80 (0.50-1.30)

5-6 0.93 (0.37-2.32)

7-10 0.41 (0.12-1.32)

추가 진통제  0 1.00 -

투여 시 1-2 0.85 (0.37-1.93)

통증지수 3-4 0.86 (0.39-1.90)

5-6 1.41 (0.63-3.16)

7-10 2.03 (0.86-4.78)

연도 2014년 1.00 -

2015년 1.02 (0.74-1.41)

표 7-1. 입원환자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다중 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 (N=9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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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유해반응 

있음(n=266)

유해반응 

없음(n=675)
p-value

N % N %

성별 남 82 30.8 196 29.0 0.588

여 184 69.2 479 71.0

연령 40세 미만 70 26.3 152 22.5 0.442

40세-59세 87 32.7 225 33.3

60세 이상 109 41.0 298 44.2

진료과 내과계 39 14.7 82 12.2 0.300

계열 외과계 227 85.3 593 87.9

수술여부 미수술 60 22.6 152 22.5 0.990

수술 206 77.4 523 77.5

재원일수 7일미만 87 32.7 226 33.5 0.309

7일-14일 83 31.2 235 34.8

15일-30일 74 27.8 178 26.4

31일 이상 22 8.27 36 5.3

CCI 중증도 중증도=0 198 74.4 471 69.8 0.361

중증도=1 24 9.02 83 12.3

중증도=2 38 14.3 98 14.5

중증도=3이상 6 2.26 23 3.4

트라마돌 없음 68 25.6 323 47.9 <.001

추가 투약 있음 198 74.4 352 52.2

마약류 없음 184 69.2 520 77.0 0.044

추가 투약 1번 65 24.4 123 18.2

2번이상 17 6.39 32 4.7

NSAID 없음 160 60.2 544 80.6 <.001

추가 투약 1번 99 37.2 126 18.7

2번이상 7 2.63 5 0.7

표 7-2. 입원환자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분석 (N=941)

   (계속)



- 49 -

변수 구분

유해반응 

있음(n=266)

유해반응 

없음(n=675)
p-value

N % N %

PCA 없음 158 59.4 349 51.7 0.033

있음 108 40.6 326 48.3

최초 통증 지수 0 50 18.8 115 17.0 0.026

1-2 75 28.2 259 38.4

3-4 123 46.2 270 40.0

5-6 13 4.89 17 2.5

7이상 5 1.88 14 2.1

추가 진통제 0 14 5.3 65 9.6 <.001

투여 시 1-2 17 6.4 108 16.0

통증지수 3-4 29 10.9 133 19.7

5-6 118 44.4 251 37.2

7-8 76 28.6 96 14.2

9-10 12 4.5 22 3.26

연도 2014년 117 44.0 301 44.6 0.732

2015년 149 56.0 374 55.4

표 7-2. 입원환자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분석 (N=9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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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라마돌 추가투약 대비 NSAID 추가투약 분석 결과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치료 중 통증

관리를 위해 추가 투여된 트라마돌 추가투약 여부와 NSAID 추가투약 여부가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과 추가투약 있음 대비 NSAID 추가투약 없음, 추가투약 1번, 추가투약 2

번 이상을 별도로 분석해보았다. 이 중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에서 NSAID 투

약 2번이 1개의 값이 나와 NSAID 투약 1번과 2번을 합하여 분석하였다(표

8-1)(표8-2). 

첫째, 변수 1은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 & NSAID 추가투약 없음

둘째, 변수 2는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 & NSAID 추가투약 1번, 2번

셋째, 변수 3은 트라마돌 추가투약 있음 & NSAID 추가투약 없음

넷째, 변수 4는 트라마돌 추가투약 있음 & NSAID 추가투약 1번

다섯째, 변수 5은 트라마돌 추가투약 있음 & NSAID 추가투약 2번

그 결과 추가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 & NSAID 추가투약 없음(reference 

value=0)대비 트라마돌 추가투약 있음 & NSAID 추가투약 없음은 2.35배, 

트라마돌 추가투약 있음 & NSAID 추가투약 1번은 7.01배, 트라마돌 추가투

약 있음 & NSAID 추가투약 2번은 13.35로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추가투약 없음에 비해 트라마돌, NSAID 두가지 모두 

투약했을 때 약물유해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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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ID 투약 없음  NSAID 투약 1번 NSAID 투약 2번 합계

N % N % N %

트라마돌 추가 

투약 없음
325 46.2 65 28.9 1 0.6 391

트라마돌 추가 

투약 있음
379 53.8 160 71.1 167 99.4 706

합계 704 100.0 225 100.0 168 100.0 1,097

표 8-1. 트라마돌 추가투약 대비 NSAID 추가투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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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Point Estimate
Point 

Estimate

95% 
Confidence 

Limits

성별 남 1.00 -

여 0.94 (0.68-1.28)

연령 40세 미만 1.00 -

40세-59세 1.04 (0.70-1.55)

60세 이상 1.01 (0.67-1.52)

환자 유형 입원환자 1.00 -

외래환자 1.24 (0.68-2.23)

계열 내과계 1.00 -

외과계 0.79 (0.49-1.27)

수술여부 미수술 1.00 -

수술 1.07 (0.69-1.64)

재원일수 7일미만 1.00 -

7일-14일 0.82 (0.55-1.23)

15일-30일 0.82 (0.51-1.32)

31일 이상 0.89 (0.44-1.81)

CCI 중증도 중증도=0 1.00 -

중증도=1 0.71 (0.44-1.15)

중증도=2 0.93 (0.59-1.46)

중증도=3이상 0.54 (0.20-1.48)

트라마돌*NSAID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 
NSAID 추가투약 없음 1.00 -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 
NSAID 추가투약 1번/2번

1.78 (0.90-3.51)

트라마돌 투약 추가투약& 
NSAID 추가투약 없음 2.35 (1.58-3.51)

트라마돌 투약 추가투약& 
NSAID 추가투약 1번 7.01 (4.32-11.37)

트라마돌 투약 추가투약& 
NSAID 추가투약 2번

13.35 (3.49-51.08)

표 8-2. 트라마돌 추가투약 대비 NSAID 추가투약 분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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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Point Estimate
Point 

Estimate

95% 
Confidence 

Limits

마약류 없음 1.00 -

추가투약 1번 1.20 (0.79-1.74)

2번이상 1.09 (0.53-2.24)

PCA 없음 1.00 -

1번 0.56 (0.38-0.81)

최초 통증 지수 0 1.52 (0.97-2.39)

1-2 1.00 -

3-4 1.30 (0.93-1.81)

5-6 2.27 (1.16-4.45)

7-10 1.49 (0.62-3.56)

연도 2014년 1.00 -

2015년 1.01 (0.75-1.35)

표 8-2. 트라마돌 추가투약 대비 NSAID 추가투약 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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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연구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인 서울 소재 C대학병원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원⋅외래 환자의 약물유해반응으로 자발보고

된 건수 3,299건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된 건수는 322건

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 중 WHO-UMC 인과성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가능

함(possible)이상으로 보고된 302건에 해당하는 환자를 트라마돌 유해반응군으

로 하였다.

  동 기간에 트라마돌 제제로 처방받은 전체 환자 중 291,517건 중 위의 트라

마돌 약물유해반응군의 환자는 제외하고, 유해반응군 환자의 진료일, 성별, 연

령, 질병코드 4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유해반응군과 짝지은 대조군을 1:3 으로 

색출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약물유해 반응군과 대조군의 진료유형, 

진료과 계열, 수술시행 여부, 통증지수, 트라마돌 제제 유해반응 유무 등의 관

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수행하였고, 유

해반응군과 1:3으로 짝지은 대조군을 합하여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부를 최초 통증지수, 추가 진통제 투여시 통증지수, 추가 투약한 진통제 종

류(트라마돌, NSAID, 마약류)와 자가통증 조절기 PCA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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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동 기

간에 트라마돌 제제로 처방받은 전체 환자 중 291,517건 중 위의 트라마돌 약

물유해반응군의 환자는 제외하고, 유해반응군 환자의 진료일, 성별, 연령, 질병

코드 4가지 정보를 적용하여 대조군을 1:3 으로 색출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선

정하여 약물유해 반응군과 대조군의 동반질환, 과거 트라마돌제제 약물유해반

응 기왕력, 진료유형, 진료과 계열, 수술시행 여부, 통증지수, 트라마돌 제제 

유해반응 유무 등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수행하였고, 유해반응군과 1:3으로 짝지은 대조군을 합하여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부를 최초 통증지수, 추가 진통제 투여시 통증지수, 추

가 투약한 진통제 종류(트라마돌, NSAID, 마약류)와 자가통증 조절기 PCA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여부의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환자특성에 따라 추가 투약

한 각 진통제 종류별로 트라마돌, NSAID, 마약류, PCA와 통증지수를 독립변수

로 선정하고, 트라마돌 유해반응 여부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치료 중 통증

관리 위하여 트라마돌 추가투약여부 있음이 없음(기준집단)에 비해 2.71배(95% 

CI 1.91-3.83)이었다. 특히 NSAID 투약여부 1번이상 투약이 없음(기준집단)에 

비해 2.61배(95% CI 1.83-3.70), 1번 이상이 4.75배((95% CI 1.38-16.29)로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입원 후 수술환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자가통증조절기 PCA 사용여부는 있음이 없음에 비해 

0.57배((95% CI 0.39-0.83) 낮은 오즈비를 나타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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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CA는 수술 후 착용하여 진통약제 소모시까지 며칠간 진통제가 지속적

으로 투입이 되어 환자의 통증관리가 잘 되고 돌발적인 통증이 없고 이로 인

한 추가 진통제 투약이 없어 트라마돌 약물 유해반응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물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치료 중 통

증관리를 위해 추가 투여된 트라마돌 추가투약 여부와 NSAID 추가투약 여부

가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트라마돌 추가투

약 없음과 투약함 대비 NSAID 추가투약 없음, 추가투약 1번, 추가투약 2번 이

상을 별도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추가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 & NSAID 

추가투약 없음(reference value=0)대비 트라마돌 추가 투약함 & NSAID 추가투

약 없음은 2.35배, 트라마돌 추가 투약함 & NSAID 추가투약 1번은 7.01배, 트

라마돌 추가 투약함 & NSAID 추가투약 2번은 13.35로 높은 오즈비를 나타내

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트라마돌 추가투약 없음에 비해 트라마돌, 

NSAID 두가지 모두 투약했을 때 약물유해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번 발생한 약물 알레르기(allergy)는 그 약물을 동일 환자에게 재 투

여 및 복용 시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동일한 약물유해반응 재발 

방지 및 해당 약물에 대한 주의 등 해당 기관에서의 약물 안전사용 및 약물유

해반응 예방에 중요하다는 류지현 연구(류지현,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진통제 특성상 유해반응 발생에도 불구하고 환자치료의 이익을 위해 균형에 

따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투여를 유지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즉 약물유해

반응 부작용 증상에 대비한 약제도 동시에 투여하며 재투여 하기도 한다.  또

한 다른 진통제를 변경하더라도 유해반응이 재발현되는 사례가 관찰되어 진통

제 유해반응에 대해서는 보고 시점의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유해반응 진행양

상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피며 의료진의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트라마돌과 NSAID 약물 작용기전이 달라 그 유해반응이 서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하나, 분석결과 트라마돌 추가투약한 환자와 NSAID 추가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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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에게 트라마돌의 약물유해반응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자발적 약물유해반응 보고는 특정약물을 복용한 전체 환자 수 대비 약물 유

해반응을 보인 발생자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약물로 인한 유해반응 발생

률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약물 유해반응으로 보고된 케이스가 실제 유해

반응을 보인 케이스의 전수가 아니어서 약물유해반응 발생률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 어려우나, 자발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의 분석 및 결과의 공유는 동일한 

약물유해반응의 발생에 더욱 주의할 수 있게 하며 추후 축적된 약물유해반응 

보고 자료를 통하여 부작용모니터링 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 특정약

물 사용시 주의점이나 약물유해반응 발생 시 대처 등으로 프로토콜로 제시하

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류지현, 2012).

  따라서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환자관리에 대하여 제언을 하면, 약물유해반응

을 자발 보고하는 병원시스템 프로그램 및 처방 발행하는 시스템에 의사결정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을 접목하여 약물유해반응과 관

련된 환자의 정보를 입력시 의료진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방향을 설정해주

었으면 한다. 최근 대다수의 병원들이 약물처방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사용

하여 동일계열의 약과 동일성분의 약물 처방시 알람 기능과 처방 제한을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며, 환자 내원 후 최초 병력을 청취할 때 과거 약물유해반응

의 이력을 초기평가 기록과 동시에 약물유해반응 보고시스템에 환자 정보가 

자동 보고되거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에 자동으로 협의진료 신청이 되고, 

그 환자의 약물유해반응 정보가 병원정보시스템 내부에서 공유가 되어 약물유

해반응을 조기 발견하여 중재가 가능하다고 한다. 각 병원마다 시스템과 업무

절차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유해반응으로 자발 보고된 동일성분

의 약물 처방시 처방제한은 안하더라도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된 모니터링 시

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동일성분 및 동일계열 약의 재투여하는 경우는 감소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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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한 대학병원의 약물유해반응 

자발 보고 자료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을 분석하였으나 이 결과가 

트라마돌 약물유해반응 전체를 대변하기 어렵고, 미보고된 케이스와 자발보고 

분석내용의 과소보고(under-reporting)로 인해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

고 추후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연구시 전향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러한 후

향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런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3.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한 대학병원의 약물유해반응 

자발 보고 자료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 분석하였다. 여러 한계점들

에도 불구하고 한 대학병원의 2년 동안의 약물유해반응 자발 보고 자료 중 트

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진통제 특성상 유해반

응 발생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해 필요한 약물치료 이므로 타진

통제와 통증과 관련된 요인, 즉 통증평가지수, 자가통증조절기 PCA 등과 약

물유해반응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것에 의의를 두며, 현실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약물유해반응 여부를 살펴보려면 자발적 보고체계가 잘 이행되어야 하며 적극

적인 약물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최근 2년간 일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한 대학병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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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유해반응 자발 보고 자료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된 자

료를 이용한 연구로 몇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자발적 약물유해반응 보고는 특정약물을 복용한 전체 환자수 대비 약

물 유해반응을 보인 발생자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약물로 인한 유해반응 

발생률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이는 약물 유해반응으로 보고된 케이스가 

실제 유해반응을 보인 케이스의 전수가 아니어서 약물유해반응 발생률을 정확

하게 산출할 수 없다는 가장 큰 제한점을 갖고 있다.

둘째, 자발적 보고에 의존하여 연구자료를 분석하던 중, 대조군에서 약물유

해반응으로 보이는 미보고 케이스 들이 나타나, 분석자료로 살펴본 짝지은 대

조군으로 산출되지 않은 전체 트라마돌 처방받은 환자 중 미보고 케이스가 더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트라마돌 약물유해반응을 보인 환자의 경우 환자의 기저질환, 환자의 

나이, 체중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약물의 투여 용량, 경로가 올바른지, 과거 

트라마돌 유해반응 과거 이력을 가진 환자임에도 재투여하게 된 관련 정보들

이 약물유해반응 보고서나 해당 의무기록에 정보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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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한 대학병원의 약물유해반응 

자발 보고 자료 중 트라마돌 제제의 약물유해반응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자발적 약물유해반응 보고는 특정약물을 복용한 전체 환자 수 대비 그 약물

의 유해반응을 보인 발생자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트라마돌 유해반응을 

보인 환자의 진료일, 성별, 연령, 질병코드 4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대조군을 

1:3 으로 선정하여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의 동반질환, 과거 트라마돌 

제제 약물유해반응의 기왕력, 환자 유형, 진료과 계열, 수술시행 여부, 통증지

수, 트라마돌 제제 유해반응 유무 등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을 분석한 결과 치료 중 통증관리 위

하여 트라마돌 지속적으로 추가 투약하였을 때 유해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NSAID 추가 투약여부 횟수에 따라 트라마돌 유해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A를 사용한 경우 트라마돌 유해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CA 특성상 진통제가 일정 용량 규칙적으로 약제가 

소모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 환자의 통증관리가 잘 되고 돌발적인 

통증이 없어 이로 인해 추가 진통제의 투약이 필요없어 트라마돌의 유해반응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통제 그 특성상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약물유해반응 발생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약물투여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부득이하게 사용해

야 하는 경우라면 약물유해반응 부작용 증상에 대비한 약제와 동시에 투여하

며 유해반응 발생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트라마돌에 대

해 유해반응을 보인 경우 통증관리를 위해 다른 진통제로 변경할 때에도 유해



- 61 -

반응의 재발현 여부가 면밀히 관찰되어야 할 것이고, 약물 유해반응 보고 시

점에만 그치지 않고 유해반응 진행양상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피고, 약물처방

시 약물유해반응을 예방하려는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 의료인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약물유해반응의 자발적

인 보고체계가 잘 이행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약물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과 홍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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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해반응군
(N=302)

미보고군
(N=56)

빈도(N) 분율(%) 빈도(N) 분율(%)

트라마돌  

유해반응

과거이력

사용약제

없음 262 86.8 38 67.9

울트라셋이알정 3 1.0 6 10.7

울트라셋이알

서방정
5 1.7 3 5.4

지판주사 25 8.3 9 16.1

울트라셋정 4 1.3 0 0

트라마돌주사 2 0.7 0 0

파라마셋정 1 0.3 0 0

보고자  직종

의사 20 6.6 5 10.0

간호사 250 82.8 49 90.0

약사 10 3.3 0 0

의무기록사 18 6.0 0 0

진료사무원 4 1.3 0 0

유해반응 증상

기관별 분석

위장관계 장애 237 78.5 45 80.4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장애

36 11.9 10 17.9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14 4.6 0 0

전신 질환 9 3.0 1 1.8

정신 질환 3 1.0 0 0

일반 심혈관
질환

2 0.3 0 0

혈관 질환 1 1.0 0 0

합계 302 100 56 100

부표 1. 트라마돌 유해반응군과 대조군 중 트라마돌 유해반응 미보고

군 기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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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반응 증상

기관별
건수 유해반응 증상

위장관계 장애 237
오심 206, 구토 23, 구강건조 3, 명치불편 3,

소화장애 2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장애

36 어지럼증 33, 두통 1, 사지마비 1, 피부작열감 1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14
발한 5, 두드러기 4, 피부발진 3, 가려움증 1,

가려운 발진 1

전신 질환 9
가슴불편함 3, 메스꺼움 2, 부종 2,

눈꺼풀 부종 1, 무력증 1

정신 질환 3 졸림 3

일반 심혈관
질환

2 저혈압 1, 두근거림 1

혈관 질환 1 홍조 1

합계 302

부표 2. 트라마돌 유해반응군의 약물유해반응 증상 (N=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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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반응 증상

기관별
건수 유해반응 증상

위장관계 장애 45 오심 35, 구토 10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장애

10 어지럼증 8, 두통 2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0

전신 질환 1 무력증 1

정신 질환 0

일반 심혈관
질환

0

혈관 질환 0

합계 56

부표 3. 미보고군의 약물유해반응 증상 (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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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분율(%)

성별 남 9 37.5

여 15 62.5

환자유형 입원환자 24 100.0

외래환자 0 0

연령 40세 미만 8 33.3

40세-59세 9 37.5

60세 이상 7 29.2

진료과 계열 내과계 1 4.2

외과계 23 95.8

수술여부 미수술 1 4.2

수술 23 95.8

CCI 중증도 중증도=0 18 75.0

중증도=1 2 8.3

중증도=2 4 16.7

중증도=3이상 0 0

NSAID 없음 11 45.8

추가 투약 1번 11 45.8

2번이상 2 8.3

NSAID 없음 20 83.3

유해반응 있음 4 16.7

NSAID 없음 20 83.3

부작용 중등도 경증 4 16.7

부표 4. 트라마돌 유해반응군 중 타 진통제에 유해반응 보인 사례  

(N=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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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분율(%)

NSAID

인과성평가기준

(WHO-UMC)

없음 20 83.3

상당히 확실함
(probable/likely)

1 4.2

가능함
(possible)

3 12.5

NSAID 없음 20 83.3

심각도 중대하지 않음 4 16.7

NSAID 없음 20 83.3

투여경로 주사 4 16.7

마약류 없음 12 50.0

추가 투약 1번 9 37.5

2번이상 3 12.5

마약류 없음 2 8.3

유해반응 있음 22 91.7

마약류 없음 2 8.3

부작용 중등도 중등증 1 4.2

경증 21 87.5

마약류 

인과성평가기준

(WHO-UMC)

없음 2 8.3

상당히 확실함
(probable/likely)

8 33.3

가능함
(possible)

14 58.3

마약류 없음 2 8.3

심각도 중대하지 않음 22 91.7

마약류 없음 2 8.7

투여경로 주사 18 78.3

외용 3 13.0

부표 4. 트라마돌 유해반응군 중 타 진통제에 유해반응 보인 사례  

(N=24)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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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분율(%)

트라마돌 없음 3 12.5

추가 투약 있음 21 87.5

프라마돌 없음 0 0

유해반응 있음 24 100

프라마돌 유해반응 없음 20 83.3

과거이력 있음 4 16.7

트라마돌 없음 4 16.7

부작용 중등도 경증 20 83.3

트라마돌

인과성평가기준

(WHO-UMC)

확실함
(Certain)

4 16.7

상당히 확실함
(probable/likely)

8 33.3

가능함
(possible)

12 50.0

트라마돌 없음 1 4.2

심각도 중대하지 않음 23 95.8

트라마돌 내복 8 33.3

투여경로 주사 16 66.7

PCA 없음 5 20.8

있음 19 79.2

최초 통증 지수 0 1 4.2

1-2 20 83.3

3-4 3 12.5

5-6 0 0

7-8 0 0

9-10 0 0

부표 4. 트라마돌 유해반응군 중 타 진통제에 유해반응 보인 사례  

(N=24)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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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분율(%)

추가 진통제 0 1 4.2

투여시 1-2 1 4.2

통증지수 3-4 2 8.3

5-6 20 83.3

7-8 0 0

9-10 0 0

합계 24 100

부표 4. 트라마돌 유해반응군 중 타 진통제에 유해반응 보인 사례  

(N=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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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garding adverse drug reaction of Tramadol

- Focusing on voluntary report by local drug safety center -

                                       Yunhye Ch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 D)

Background

  Voluntary report of adverse drug reaction in Korea has started since 1988. 

When using drugs, it is deemed some adverse drug reaction is unpredictable 

or inevitable. However, additional treatment due to unintended adverse drug 

reaction during treatment can create economic and physical loss of patient. 

In order to find it in its early stage and prevent it beforehand, efficient 

monitoring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in international standard has 

been established and in the year of 2016, currently National Medical Center 

as headquarter, 2 branches of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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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 with local drug safety center are designated and operated.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lected 18 drugs for focused monitoring 

of adverse drug effect in 2015 based on safety issue proposal and UN 

reports. These include drug containing Tramadol that is used as analgesic 

and the reason drugs with Tramadol for being selected as a subject of focus 

monitoring is to review conversion to narcotics. Therefore, amongst data 

which are voluntarily reported as adverse drug reaction in C university 

hospital, a local drug safety center, adverse drug effect cases of Tramadol 

was analyzed to study correlation and preventable factors of adverse drug 

reaction, and risk patient group for adverse drug reaction to Tramadol was 

classified after reviewing past history of adverse drug reaction, and basic 

reference for improvement of diagnosis process was to be provided in order 

to prevent re-treatment and re-administration of harmful drugs when 

prescribing drugs to the classified risk patient group. Also, this study is to 

notify workers in health care who participates in treatment of patient of 

importance of voluntary report which is a cornerstone of active surveillance 

and adverse reaction report system and is to utilize voluntary report of 

adverse drug reaction as a reference to establish adverse drug reaction 

policy.

Subject and Method

In this study, there were 3,299 voluntary reports of adverse drug reactions in 

admitted·visiting patients from January 1st,2014 to December 31st,2015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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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hospital, a local drug safety center, and 322 cases reported 

adverse drug reaction to Tramadol. Based on WHO-UMC causality evaluation 

standard, 302 patients who were reported as possible or more were classified 

as adverse Tramadol reaction group.

Among the 291,517 patients treated with Tramadol during the same period, 

the patients in adverse Tramadol reaction group were excluded and patients 

who were detected in ratio of 1:3 to comparison group with 4 types of data, 

which are date of diagnosis, gender, age, and disease code were selected as 

comparison group.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study related factors 

including type of treatment, visiting department, procedure, pain index, and 

adverse reaction to Tramadol in adverse drug reaction group and control 

group. Comparison group coupled with adverse reaction group 1 to 3 were 

included to be analyzed in initial pain index, pain index in additional 

administration of anesthetic, type of additionally administered anesthetic 

(Tramadol, NSAID, narcotics)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in order to study correlation of adverse drug reaction by 

Tramadol.

Results

Based on analysis of related factors of adverse Tramadol reaction, when all variables 

are controlled, among anesthetics used for pain control during treatment, ‘additional 

administration’ in category of additional administration of Tramadol showed 2.71 odd 

ratio (95% CI 1.91-3.83) to ‘no additional administration (standard group)’ and 

‘one additional administration of NSAID’, 2.61 (95% CI 1.83-3.70) and ‘twic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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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dditional administration of NASID’, 4.75((95% CI 1.38-16.29) to ‘no additional 

administration (standard group)’,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admission, 

in regard to ‘usage of Patient Controlled Anesthesia (PCA)’, ‘use of PCA’ 

showed low odd ratio of 0.57(95% CI 0.39-0.83) to ‘no PCA’,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was because as PCA is attached to patient after surgery 

and is consistently administered to patient for several days until it is all gone, pain 

control and management are far better and there are no sporadic pains, which 

decreases exposure to administration of anesthetic and shows lower adverse drug 

reaction to Tramadol.

Conclusion

Related factor in adverse drug reaction to Tramadol is appeared to be 

present when Tramadol is additionally administered continuously. Additional 

administration of NSAID appeared to have great influence in adverse drug 

reaction to Tramadol. In particular, administration of both Tramadol and 

NSAID showed higher risk of adverse drug reaction than no additional 

administration of Tramadol.

Anesthetic, in its nature, can be administered continuously for pain control 

of patient based on decision of medical professionals, despite the occurrence 

of adverse drug reaction. Therefore, when a patient shows adverse drug 

reaction to Tramadol, recurrence of adverse drug reaction must be 

thoroughly inquired when transiting to another anesthetic and it is considered 

that report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time of reporting adverse drug 

reaction and focused monitoring by medical staff and active volunta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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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dverse drug reaction while checking changes in its progression are 

necessary. 

                                                                     

  Key words : Tramadol, Adverse Drug Reaction, ADR, Spontaneous Reporting System, 

               SRS. Drug Side Effect, Pharmacovigil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