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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내외 의약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국가 임상시험

및 국내임상시험 실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분야가 되었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 신약 개발 경험이 적어 개발. ,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개발된 신약 또한 국제적 수준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식품. , 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에서는 국내임상시험의

질적 향상과 예측 가능한 임상시험 평가를 위해 년부터 매년 효능군별 임2005 “

상시험 평가지침 연구 를 수행하여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 , “

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 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대 사회는 경제수준의 향상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에 관련한 신약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약품평가부에서는 학계 업계의 임상시험경험이 풍부한 관련. ,

전문가들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미국식품의약품청 과 유럽의약품청 의(FDA) (EMEA)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현재까지의 치료경험과 국내외 제약산업 연구동향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침에는 고지혈증치료제 개발 시 일반적 고려 사항 및 피험자 선정 임상시,

험 설계 안전성 유효성, ·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 임상시험계획 수행 및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지침이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

용되며 나아가 제약사의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수행에 있어 국제적 신뢰성 도모를,

위한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년 월2008 2

의약품본부장 김 영 찬



임상시험은 여러 상황에서 다른 자료가 얻어지는 복잡한 시험

이므로 각 시험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지침에서 모두 규정,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지침은 임상시험수행의 일반적인 원칙을 제.

시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현재까지의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침은 법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임상시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근 입장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단

지 권고사항입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안한다거나.

권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지침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의약품규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380-1703 ~ 5

팩 스 : 02-387-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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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ALP Alkaline Phosphat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po Apoprotei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TP Adult Treatment Panel

BMI Body Mass Index

BUN Blood Urea Nitrogen

Ca Calcium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E Cholesteryl Ester

CHD Coronary Heart Disease

CK Creatine Kinase

Cl Chloride

CPK Creatine Phosphokinase

CRP C Reactive Protein

DB Direct Bilirubin

EAS European Atherosclerosis Society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FBS Fasting Blood Sugar

Fe Iron

FFA free fatty acid

Hb Hemoglobin

HBsAg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RT Hormone Replacement Therapy

Ht Hematocrit

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ITT Intend To Treat

IVUS Intravascular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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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alium

LCAT Lecithincholestserol Acyltransferase

LDH Lactic Acid Dehydrogenase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Mg Magnesium

mITT Modified Intend To Treat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Na Natrium

NCEP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P Phosphate

PL Phospholipid

PP Per Protocol

PTCA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RA Rhymatoid Factor

-GTPγ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TB Total Bilirubin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TLC Therapeutic Lifestyle Change

TP Total Protein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ULN Upper Limit of Normal

VLDL-C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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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

이 평가지침은 미국과 유럽의 고지혈증 관련 임상시험 평가지침 국내의 치료경,

험 등을 근거로 마련한 것으로서 고지혈증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임상시험 대상,

시험계획 및 평가방법 등 임상시험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지침서로 활용함으로써

고지혈증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새로운 고지혈증치료제 개발을 촉
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서 론

고지혈증은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의 주요 위험요소이며,

LDL 수치는-C 콜레스테롤 저하 요법의 일차 평가항목이다 또한- . LDL 수치-C

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가 보고됨에 따라 지질개선제에 대한 임,

상시험 수행시 혈중지질 농도 개선 효과 및 안전성 평가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률 이환률 등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는 경우도 많다, .

2. 일반적 고려사항

지질질환은 주로 검사결과에 따라 분류되나, 다른 유전적 및 대사성 결함 임상적,

증상 등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혈중 지질 수치는 당뇨병. ,

갑상선 질환 또는 신증후군 같은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는 기저 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 지질 수치를 다시 검사, 해야 한다.

지질질환은 주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의미한다 혈청 콜. 레스테롤 수치 특히 혈청,

수치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 간에LDL-C 강한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역학적 증거가 많이 있으며 죽상동맥경화증, 의 다른 임상 증후들도 혈중

LDL-C 수치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LDL 저하 시-C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이

감소됨을 입증한 임상시험도 있다 실제로 정상콜레스테롤혈증과 고콜레스. 테롤혈증

간의 경계는 임의적이며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콜레스. 테롤 수치가 매우

낮은 수치에서 높은 수치로 증가할수록 위험성이 비선형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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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지혈증 치료시 콜레스테롤 수치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

수치 등 전반적인 다중 위험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목표치 설정 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성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LDL-C .

별첨 일반사항 중 고지혈증의 치료지침 참조( 1. 4. )

관상동맥질환 및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한 다른 임상 질환 차 예방과 차: 1 2

예방은 구분되어야 한다.

당뇨병

위험인자 의 수(risk factor)

그러므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실질적인 정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질질환은 혼합형 고지혈증과 같이.

고중성지방혈증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나, 단독 또는 내인성 고중성지방혈증

및 낮은 수치의 HDL 로 인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낮은-C . HDL-C 수치 또한 중성

지방 수치와 상관없이 임상적 주의를 요하는 관상동맥질환의 강한 독립적 위험요소

이다. 비록 동 평가지침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해 주로 논의하지만 다른

지질질환에도 주의해야 한다.

3. 유효성 평가 기준

3.1. 이환률 및 사망률 와(Morbidity Mortality)

지질질환 치료의 일차 목적은 지질 수치와 관련된 심혈관 질환 및 사망을 예방

하는 것이다 그러나 드물게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 초기치료목적은 급성(

췌장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환원효소 억제제들이). HMG-CoA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심혈관계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 심혈관 사고 뇌졸중(

포함 및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몇몇 자료에서는 피브) .

레이트 제제가 혼합형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 및 지질질환 없이 수치가HDL-C

낮은 남성 관상동맥질환자에서 관상동맥질환 사고율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

다. 이환률과 사망률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지질질환 및 또는 심혈관 질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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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장기간 임상시험을 통해 적합,

하게 평가될 수 있다.

3.2. 지질수치 (Lipid Levels)

비록 새로운 지질개선제가 심혈관 질환 및 사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환자에서 의, LDL-C

상대적 감소효과를 입증하는 것 또한 유용한 대리 변수로 간주된다. 또한 중성

지방 수치의 감소 및 또는/ 의 증가는 특정 표적 환자군에 대한 일차 평가HDL-C

변수의 적절한 평가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개개의 효과가.

새로운 지질 개선제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치료기전을 고려하여 콜레스테롤에 대한 효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절non-HDL (4.2

참고 또한 새로운 지질). 개선제는 심혈관성 비심혈관성 사망 및 질환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절 참고(7.4 ).

혈관손상3.3 (Vascular Damage)

심장 뇌 신장 특히 혈관 등의 표적 장기의 손상은 이환률 및 사망률과 매우, , ,

연관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부위의 죽상동맥경화성 병변에 대한 특정,

약물 또는 복합제 의 영향은 심혈관계 질환 및 사망에 대한 유용한 대리변수로( )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지질개선제와 같은 약물은 이환률 및 사망률을 고려한.

예후 평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혈관손상에 대한 효과는 내막 중막 두께.

( 및 동맥경화반의 안정성 의 변intimal media thickness, IMT) (plaque stability)

화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변수들은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임. ,

상적으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과

학적 관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며 향후 좀 더 많은 정보가 알려진다면 특정,

집단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운 임상적 평가변수에 대한 대체 임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

4. 유효성 평가방법

4.1. 이환률 및 사망률 와(Morbidity Mortality)

사망률 연구를 계획할 때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그리고 또는 심혈관성 사망, /

모두 독립적인 위원회에 의해 결정할 것을 강조한다 만약 심혈관성 사망이 일차.

평가변수로 선택되었다면 비심혈관성 사망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심혈관성 질환의 평가는 특별히 장기 손상에 대한 증상 및 증후 예. ( :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치료적 처치 예 와 시행횟수 다른 혈관, ) ( : CABG PTCA ,

중재술 등를 고려해야 한다 특정 약물들주로 스타틴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 ( ) ․ 입

증하기 위한 위약대조 임상시험은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임

상시험에 적합하지 않다.

4.2. 지질 수치 (Lipid Levels)

지질개선제의 지질개선효과는 약물 투여 전 후 지질 수치 변화로 평가한다/ . 모든

측정은 적절한 기간 동안의 동 기간은 타당한 근거에 의해 생략wash-out period (

이 가능함 및 의뢰자에 의해) 제공된 식이조절기를 거친 후 공복상태에서 표준화

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의 감소LDL-C

는 고콜레스테롤혈증 또는 혼합형 고지혈증에 대한 적응증을 입증할 수 있는 일

차 평가변수이다. 또한 이차 평가변수로 또는 등에서 정한 국제 표EAS NCEP

준 기준에 따라 반응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및 또한 보조 치료변수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차 평가TG, TC HDL-C ,

변수로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표적 집단 예 당뇨병성 고지혈증 에서 유용할. ( : )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지질 평가변수에 대해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거나,

임상결과에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및 등을TG HDL-C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또는 와. apo AI, apo AII, apo B apo B apo 간의AI 비

율, 그리고 과 같이 지질질환에 대한 다른 평가 항목은 일차 유효성lipoprotein

평가결과가 유용한 경우에 한하여 이차 유효성 평가항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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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병 환자인 경우 혈당조절이 지질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의. LDL-C

양적 비정상치 뿐만 아니라 또는 과 같은 질적small dense LDL oxidized LDL 비

정상치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지질개선제에 대한 주요 치료목표가 될 수도 있다.

4.3. 혈관손상 (Vascular Damage)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은 유용하며 신뢰할 만한 기술로 측정될 수 있다 예, ( :

quantitative B-mode ultrasound, MRI, 등 어떤 측정IVUS ). 기술을 사용하든 측

정방법에 대한 유용성이 적절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는 동맥경화반의 안정. IVUS

성 를(plaque stability)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특정

부위에서 죽상동맥경화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적절하게 기

술되어야 한다 절에서. 3.3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이러한 평가항목들은 평가하기 어

려운 임상적 평가항목에 대한 대리변수로 고려되지 않으며 죽상동맥경화증의, 진

행이나 억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이차 평가항목으로 고려될 수

있다.

5. 피험자 선정

새로운 지질개선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피험자 군은 일반적으로 약물이 사

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질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지질개선제의.

유효성 및 또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들은 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등도/ 에서

부터 매우 높게 상승한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고지혈증 환자에서

수행된다 주의할 것은 성별 인종 나이에 미치는 영향이다 만 세 이하 어린. , , . 18

이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임상시험이 요구된다 그렇.

지 않다면 만 세 이하 환자군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세 이18 . 65

상의 피험자 수가 명기되어야 한다 임상적 결과 를 평가하기. (clinical outcome) 위

해서는 관상동맥질환이나 콜레스테롤 기저수치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심혈관성

위험성에 따라 피험자를 선택해야 한다 죽상동맥. 경화증 및 또는 형 당뇨병에/ 2 대

한 임상적 그리고 또는 다른 임상적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 소집단 통계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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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나 심지어 정상 수치를 나타내는 환자들이 포함될 수 있,

다. 특별한 경우로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 이 있는 환(heterozygous, homozygous)

자들은 일반적으로 임상적 유전적 기능적, , 기준을 바탕으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

행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이상베타지단백혈증 및 과유(dysbetalipoproteinemia)

미지립혈증 과(hyperchylomicronaemia) 같은 다른 형태의 가족형 지질질환에도

적용된다.

6. 임상시험 설계 (Strategy-Design)

의약품을 사람에게 첫 투약하는 임상시험을 포함하여 지질개선제에 대한 임상시험들은

다른 심혈관계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서 다뤄지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

다.

초기 이후 무작위배정 이전에 식이 조절 기간이 필수적이다 목표 집screening .

단 및 분석방법의 정확성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험자 선정 및 임상시험 방

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일제제에 대한 연구시 적절한 휴약기.

가 있어야 하며 이 시기에는 다른 지질개선제를 투여하지(wash-out period) ,

않아야 한다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식이에 대해 기록하여야 하며 되도록. ,

시험기간 동안 변하지 않아야 한다.

6.1. 약력학 (Pharmacodynamics)

약력학 연구들은 내약성 작용기간 유용한 혈액학적 평가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 ,

며, 약물의 작용기전 및 백내장, 근질환의 증상 및 증후 발생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등의 비임상 결과에 따라 평가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6.2. 약동학 (Pharmacokinetics)

약동학 임상자료는 의약품임상시험승인지침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의약품등의, ,

안전성유효성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별히 주의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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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약동학적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항 참조. (8. )

6.3. 치료학적 연구 (Therapeutic Studies)

6.3.1. 치료적 탐색 시험 (Therapeutic Exploratory Studies)

용량 반응 연구는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이중맹검 시험으로 최적의 투여용량 뿐- , , ,

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유용한 투여용량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최소 가지 이상의3

투여용량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주된 용량 반응 시험은 몇몇 고정 용량 그룹으로. -

무작위배정하는 평행군 시험이 일반적이다 서로 다른 용량별로 치료효과가 구분.

되어야 하며 고령자 및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투여 계획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

다 투여. 기간은 주에서 개월까지 다양하다4 3 .

6.3.2. 치료적 확증 시험 (Therapeutic Confirmatory Studies)

6.3.2.1. 단일치료제 로 사용하기 위한 제제(monotherapy)

단일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조약 을 이용(reference therapy)

한 통제된 임상시험으로 대, 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약대조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위약 대조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미 치료효과가 널리 인정된 시판중인 치료제를,

이용한 비교연구가 필수적이다 비교군의 선택은 연구목적 및 신청 적응증에 따라.

달라진다 적절한. 대조군은 약리학적 분류 및 지질 개선 효과의 종류 및 신청 적

응증 등을 기초로 선택되어야 한다 대조약과 시험약의 약리기전이 유사하다면. ,

두 제제간의 효과정도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기초로 투여량을 결정해야 한다 임상.

적으로 유용한 차이 또는 비열등성 한계 설정시 일반적 고려사항을 고려(margin)

하여 결정한다. 위약을 포함한 세 개의 투여군에 대한 단기간 임상시험은 초기 치

료 연구에서 반응 정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투여 계획 은 표적(dose schedule)

환자군에서의 용량결정시험을 기초로 정해져야 한다 투여기간은. 예측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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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지나 용량적정과 최대 반응 도달 시간에 따라 적어도 최소, 개월 최대3 12

개월까지 지속한다 용량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용량결정 규칙에. 따라 증량하

나 각각의 투여용량, 에서 치료기간은 투여순응에 앞서 각각의 치료효과를 측정하

기에 충분해야 한다.

개선효과 를 통해 평가되는 임상적 잇점 은(improved outcome) (clinical benefit)

이미 이러한 잇점이 있다고 밝혀진 다른 지질 개선제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6.3.2.2. 다른 지질 개선제와 병용하여 사용하기 위한 제제

다른 지질 개선제와의 병용은 개개의 구성성분으로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일치료제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으로 평가한다 반응의 적절성은 목표로.

설정한 지질 개선 효과에 따라 정해지며 표준치료법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약물과, .

병용 투여되는 신약인 경우 대상 환자군은 시판중인 단일치료제의 표준용량으,

로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환자군으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의뢰자가 질환률.

및 사망률에 대한 잇점 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병용투여는 및(benefit) , LDL-C

다른 지질 평가항목 특히 중성지방 및 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것을 근, HDL-C

거로 일차 치료제로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7.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상반응은 약물의 부가적인 작용 및 반응 중도 탈락,

자, 치료 중 사망한 환자들 실험실적 결과 등을 개개로 분석하여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안전성 평가를 위해 모니터링 하는 특정 표적 장기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화합물의

작용 기전 및 다른 화합물에서 관찰된 안전성 정도 등을 기초로 비임상 및 임상

연구결과들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7.1. 간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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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의 증상 및 증후가 발생할 수 있다 및 다른 간 생화학적 지표들은. ALT

자주 측정되어야 하며 값이 배 이상 그리고 배를 초과하는 환자의 평균, ULN 1 3

변화율 및 환자 수에 따라 구별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전에 간 손상이 있었던 환.

자 특히 간경변이 있었던 환자들에 대한 사용이 금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

환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한다.

7.2. 근육 (Muscles)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지질 개선제들은 상승 및 이와 관련된 증후와 연관되어CK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근질환의 증상 및 증후이다 수치들은 자주 측정. . CK

되야 하며 값이 배 배 배 배를 초과하는 환자들의 평균 변화율, ULN 1 , 3 , 5 , 10

및 환자수에 따라 구별하여 분석해야 한다 심한 근육 질환은 일반적으로 드물.

기 때문에 와 근육 징후를 고려하여 시판 후 조사가 고려되어야 한다CK .

7.3. 신장 (Kidney)

지질 개선제에 대한 비임상자료에 의하면 에서 신장독성이 보고된 바tubular cell

있다 신장 기능과 단백뇨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

7.4. 사망률 및 심혈관성 이환률에 대한 장기 효과 (Long-term effects on

mortality and cardiovascular morbidity)

비심혈관성 이환률 및 사망률은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반대효과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성별과 모든 연령대의 충분한 수의 환자 집단.

에 대해 최소 년 이상 가급적이면 더 오랫동안 약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1

한다. 이러한 집단은 지질 개선제들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임상상태 당뇨병 허혈( ,

성 심장질환 고혈압 등를 대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는 사망률에서 신약이 불리한, ) .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어떤 의심도 배제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요.

구사항은 새로운 치료 영역에 속한 약물인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임상프로그램.

을 통해 얻어진 사망률과 심혈관성 이환률에 대한 모든 자료는 철저히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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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비임상자료 동일한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 속하는 지질개선제로부터,

얻어진 결과들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지질 개선제는 이환률 및. 사망률에 불리

한 영향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평가. , 항목에 대한 약

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8. 상호작용

약물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임상연구에서 병용요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거나 모

약물 및 활성대사체를 감안한 특정 연구를 통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질.

개선제의 병용은 유효성을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근질환이나 약동학 및 또는/ 약

력학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기능 이상과 같은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 연구는 충분한 수의 환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수행해야 한다.

특정 장기 특히 간 근육 신장 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들( , , )

과의 병용 및 항혈전제 항응고제와 같이 심혈관 사건에 대한 고위험군 환자들, 에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과의 병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정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는 신약의 약동학 및 약력학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약물의 흡수.

예 제산제 와 대사 예 사이클로스포린 효소 억제제 에( : ) ( : , cytochrome P450 )

영향을 주는 약물 및 비타민 길항제 경구용 피임약 호르몬 대체 요법K , , (HRT)

등과의 상호작용 연구도 고려되어야 한다.

9. 임상시험실시

9.1. 임상약리시험

9.1.1. 목적

새로운 약물의 사람에 대한 내약성과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약물의 흡수, ,

분포 대사 및 배설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된다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이 질병에, .

약리학적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은 후기 임상약리 시험에서

고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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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피험자

일반적으로 만 세 이상의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가능성이 있19 ,

는 여성 소아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해야 한다 자원자는 서면으, , .

로 동의해야 하며 기저시점의 신체검사 임상 실험실 검사 및 다른 임상적 검, ,

사에서 정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용하는 약물이 없어야 한다. .

특별히 특수환자군 소아 노인 신질환환자 간질환환자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임, ( , , , )

상약리시험인 경우 해당 환자군을 포함시켜야 한다.

9.1.3. 시험 설계

고지혈증치료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약물의 효과에 대한 약리학적인 이론적,

근거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자들에게서 관찰된 이상반응과 가능성 있는.

약리학적 활성의 대리변수는 임상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용량의 추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약동학 시험을 통하여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

및 배설 양상 을(profile) 파악해야 한다.

단회투여 시험1) (single-dose study)

새로운 약물을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하는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시험 설계를 위하여 많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 지침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서술한다.

가능한 시험 설계의 한 예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단계적 용량, , ,

증량 단회 투여 임상시험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 용량에 배정되는 피, .

험자수는 명 예 시험8 ~ 10 ( : 약 명 위약 명 에 투여된다 첫 번째 피6 ~ 8 + 2 ) .

험자에게 투여하는 초기용량은 최소용량으로 설정한다 최초투여용량을 결정하.

기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시험 결과에서 얻어진 무해용량

(NOAEL) 및 기타 비임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에게 투여 가능한

용량을 추정하고 보다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하여 를 고려하여 결, safe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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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한편. , 최대투여용량은 임상시험 진행과정에서 결정되므로 동물이 아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증후의 양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

다 한 용량군이. 종료되고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용량단계의 투약여부를

결정한다.

반복투여 시험2) (multiple-dose study)

반복투여 임상시험 또한 단회 투여 임상시험과 유사하게 용량군내 개별적인 위

약투여군을 설정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용량 단계적 증량 시, , ,

험으로 디자인될 수 있다 피험자 수의 균형을 맞추거나 맞추지 않은 비슷한 집.

단 설계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예 약물군 명 위약군 명 약물군 명( : 20 vs. 20 , 12

위약군 명 약물군 명 위약군 명 반복투여시의 투여용량은 실vs. 8 , 30 vs. 10 ).

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시험결과와 안전성 약리시험 결과 및 단회투여 임상

시험의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 선정하여야 한다 투여 기간은 단회투여 시.

험의 약동학적 지표에 기초하여 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설steady state

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 이상의 투약기를 가진다, 7 .

9.1.4. 평가

9.1.4.1. 안전성

안전성 및 또는 독성은 보통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광범위한 신체검사/ , vital

평가 혈압 호흡 맥박 체온 조혈기관계 간 신장 심혈관계를 측정하sign ( , , , ), , , ,

기 위한 임상 실험실적 검사 등을 기저치 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baseline)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검사의 종류. ,

범위 및 빈도수를 결정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약물의 종류 가능한 비임상정보, ,

관련 정보 및 약물의 최종 사용 목적 등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보통 투여기.

간 동안 적어도 주 간격으로 얻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약물을 투여한 후에도1 ,

적절한 시점까지 최소 주 간격으로 추적 자료를 얻어야 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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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2. 약동학

약동학적 특성 분석시 다음과 같은 약동학적 지표들을 계산한다.

Cmax (Cmax,ss) 단회투여 마지막 반복투여 후 최고혈중농도( )

AUCinf 단회투여 후 무한대 시간까지 외삽하여 계산한 혈중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

AUClast 측정이 가능한 마지막 채혈시점까지의 혈중 농도 시간 곡선하 면-

적 혈중 농도 상승구간은 합산 혈중 농. linear trapezoidal ,

도 감소구간은 합산에 의하여 계산log-linear trapezoidal

한다 미만의 농도값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LLOQ .

AUCτ 투여간격 사이 의 혈중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 ) - . AUCτ last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Tmax (Tmax,ss) 단회투여 마지막 반복투여 후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

Fe 요중배설분획

CL/F, CLss/F초회투여시와 반복투여시의 경구청소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L/F = Dose/AUCinf, CLss/F = Dose/AUC ,ssτ

CLR 신청소율

CLR = Ae / AUCinf (Ae: total amount excreted in the urine)

PTF 반복투여 후 다음과 같이 계산된peak-trough fluctuation.

다.

PTF = [(Cmax,ss - Cmin,ss)/Cav,ss] x 100

R 반복투여시 축적률

t1/2 혈중 농도 시간 곡선의 에 해당하는 부분의- terminal phase

l 에서 직선회귀분석으로부터 얻은 소실속도상og-linear plot

수(λz)와 ln(2)/λz의 계산으로부터 얻은 반감기(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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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9.2.1. 목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치료학적으로 약물에 반응하는 상태나 증상 확인1)

2) 최소 유효용량 최적 유효용량 또는 용량 반응 관계 등의 확인/ , -

적절한 임상 용량과 효과 지속기간 평가3)

이상반응 확인4)

9.2.2. 피험자 선정

일반적으로 지질 질환의 종류에 따라 고지혈증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시킬 수 있는 피험자 선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동.

평가지침에서는 주로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기준

으로 선정 제외기준을 제시한다/ .

일반적으로 피험자 선정시 성별 연령 혈청지질농도 관상동맥질환이나 심혈관, , ,

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독요법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예 주간. ( : 4~6 )

에 걸친 적절한 식사요법에도 불구하고 혈청지질농도가 조절이 되지 않는 고지

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 러나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에서 이전에 고지혈증 치료제를 투여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식사요법

이전 별도의 휴약기 를 갖는 것이 권장된다(wash-out period) .

이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인 경우 에 대한 기준 예HDL-C , HDL-C ( ;

이 제시되어야 하고 제외기준으로 예HDL-C < 40mg/dL) , BMI( ; > 40kg/m2 총),

콜레스테롤 예 및 중성지방( ; > 300mg/dL) (예; > 등이 추가될 수 있다350mg/dL) .

또한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인 경우 공복시 중(hypertriglyceride) ,

성지방 값의 정상치(예; < 를 고려하여 포함기준을 설정하고150mg/dL) ,

Cushing's sy 과 등으로 인한 이차성ndrome, hypothyroidism nephrotic syndrome

고중성지방혈증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선정 제외기준에 대한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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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임상시험의 목적 및 설계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9.2.2.1. 선정기준

1) 만 세 이상 성인 소아에 대한 피험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19 ( .)

2) 스크리닝 당시 공복시 수치가 이하인 환자 필요시LDL-C 250mg/dL ( )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전 주 이상의 식사요법을 실시한 후 공복시3) 4~6 ,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이며 이하인 환자 관상동160mg/dL 250mg/dL (

맥질환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 또는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그 기준이 하향 조

정되어야 한다 예 이상. , 130 mg/dL )

공복시 중성지방 수치가 미만인 환자4) 400 mg/dL

5)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인 경우 기존의 고지혈증 치료제로 주 또는 주 이, 4 ( 6 )

상 치료 받고 치료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LDL-C

9.2.2.2. 제외기준

1) 급성 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 예 시험 참여 전 개월 이내에 불안정성 협심증( , 3 ,

심근 경색증 일과성 허혈발작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관상동맥, , ,

중재술 병력을 가진 환자)

2)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수축기 혈압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80mmHg≥

이상110mmHg )≥

3) 혈청 지질 또는 지단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내분비 또는 대사성 질환자

-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 당화혈색소 수치 이상 또는 공복혈( (HbA1c) 9% 당

이상인 경우160mg/dL )

-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기능이상자 가 정상상한치의 배 이상인 경우(TSH 1.5 )

4) 시험 참여 전 지질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를 받은 환자

(예를 들어 담즙산 비만치료제 니아신 전신 작용을, sequestrants, , fibrates, ,

목적으로 하는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휴약기간 이 필요하며(wash out period)

그 기간은 약제별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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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력이 있거나 환자 가 정상치의 배 이상인myopathy, rhabdomyolysis (CK 2

자)

6)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복용한지 개월 미만인 환자3

7)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알려진 과민반응을 가진 환자

8) 중증의 신장애 또는 간장애 환자 예 혈중 크레아티닌이 정상상한치의 배( ; 2

이상 또는 또는 가 정상상한치의 배 이상AST ALT 2

9) 약물 또는 알콜 남용 병력이 있는 환자

10) 위장관계 수술 경험이 있거나 위장관 장애 등으로 약물 흡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11) 임산부 및 또는 수유부이거나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12) 기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환자

9.2.3. 시험설계

9.2.3.1. 임상시험 디자인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은 평행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 및 또는 대조약 비교, , , /

시험으로 용량 반응 연구들은 최소 투여용량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유용한, -

투여용량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가지 용량 이상의 복수 용량군에 대해 실시한다3 .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설계는 임상시험 전에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기저치를 확인하기 위한 휴약기, (wash-out

와 피험자의 생활period) , 습관 변화를 위한 기간 약물투여기간 추적관찰기TLC , , 로

구성된다.

이전에 지질개선제를 복용한 경험이 없는 환자인 경우 기간을 생략할, wash-out

수 있다. 기TLC 간은 투약 전 주를 원칙으로 하며 투약기간은 약물의 치료반응4 ,

정도에 따라 주에서 개월 사이로 정한다4 3 .

약물에 따라서는 용량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직선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과 용량

의존성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용량을 투여하여 상관관계가 있는

용량 범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치료적 탐색 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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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결정하며 동시에 부작용에 관해서도 용량 증가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조사한다, .

추적관찰기에는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추가하여 환자에게서 안전성 및 또/ 는

유효성을 관찰한다.

9.2.3.2. 병용금기약물

모든 피험자들은 시험과정동안 지질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또는 식품 예( ,

s 담즙산 또는 비만치료제 전신 작용을tatins, fibrates, sequestrants, niacin, ,

목적으로 하는 스테로이드제제 어유 제품, (fish oil), colestine , fiber-based

laxatives, 등 과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갑상phytosterol margarines ) (

선 제제 또는 티록신 투약 대체요법 중인 사람은 예외 은 병용투여가 금지된다: ) .

또한 시험약의 체내동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진 경우 임상시험기간 중 병용,

을 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 스타틴 제제인 경우 케토코나졸과 같은( :

저해제 등CYP3A4 ). 단,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

면 위에 나열된 약물 외의 약물은 가능하다면 고정된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

허용된다.

9.2.3.3. 피험자 수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은 반드시 통계적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나, 임상

시험 통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을ICH (E9) 참고하여 설정한다. 피험자수의 산출은

아래에 제시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의 목적과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1)

위약과 대조약의 예상 반응 차이2)

일차 평가 변수에 대한 예상 편차 분산 표준편차 등3) ( , )

검정력 및 유의수준4)

탈락율5)

9.2.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9.2.4.1. 유효성 평가변수

유효성 평가변수는 객관적이고 임상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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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평가항목은 투약 전후의 의 백분율 변화 등LDL-C , TC, TG, HDL-C

을 일차 평가변수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차변수로는 투약 전후의 의 절대, LDL-C

변화, 시간 경과에 따른 의 절대 및 백분율 변화 지질LDL-C , (TC, TG, HDL-C,

과non HDL-C) 지단백분획 등 의(apo B, apo AI, apo AII ) 백분율 변화 지질 및,

지질 단백 분획의 절대 변화율 시간경과에 따른 지질 및 지단백의 절대 및 백,

분율 변화 등이 이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의 특성에. ,

따라 일차 평가변수는 달라질 수 있다 예 계열은 계열( : statin LDL-C, fibrate

은 또한 질환에 따라 평가변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TG). , ,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투약 전후의 의 변화율과 심혈관성 사망률을LDL-C․ 일차 평가변수로 측정할 수

있으며 내막중막두께 와, (Intimal media thickness, IMT) 동맥경화반의 안정성

(plaque s 의 변화 그 밖의 지질 지표 를 이차 평가변수로tability) , (lipid parameter)

할 수 있다.

9.2.4.2. 유효성 평가방법

대상자는 검사 전 시간 동안 금식해야 하고 검사 전날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8 , ,

식사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혈청지질수치 평가시 중앙검사실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치료적 탐색시험에서 관찰해야 하는 사항의 예로써 다음과 같은 것이 열거된다, .

고지혈증에 대한 효과의 평가 항목①

특히 또는TC, TG, HDL-C, LDL-C, apo ( AI, B), Lipoprotein(a)

고지혈증 유형 판정을 위한 지단백분획 측정“Lipoprotein little a”,

고지혈증개선제 작용기전 검토 항목 필요시( )②

비율PL, FFA, CE , LCAT, apolipoprotein, lipoprotein lipase, lipoprotein

receptor, FFA, 과산화지질, 프로스타그란딘 담즙지질 및 담즙산 조성 담, , 석

형성지수

9.2.4.3. 안전성 평가변수 및 평가방법

안전성 평가는 이상반응 관찰과 치료 전 후의 임상 검사치 변화를 기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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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에서의 문제는 그 이상반응이 시험약에 의한 것인지 또는 기저 질

환에 의한 것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임상적 증상 및.

증후와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 소변검사 등에 대한 치료 전, , ,

의 결과와 치료 후의 결과를 비교하여야 한다 특히 등 간 생화학적. ALT, AST

지표들과 등 근육징후를 고려한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등 신장관련 혈액CPK ,

검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활력증후 및 신체검진(1)

활력증후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 , ,①

신체검사 두경부 심장 폐 복부 간 피부 및 사지 등에서의 관찰: , / , / ,②

체중 신장 체중 신장을 측정하여 체질량지수 계산/ : , (BMI)③

일반항목 필요항목을 선택(2) ( )

혈액생화학㉠

또는AST, ALT, LDH, ALP, -GTP, TB, DB, TP, albumin (ɤ
비율 크레아티닌 요산albumin/globulin ), BUN, , , CPK, FBS, Na, K, Cl,

아밀라제Ca, P, Fe, Mg,

혈액일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 백혈구분획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시간, , , Hb, Ht, , ,

혈청학적 검사㉢

항핵항체Coombs test, , CRP, RA, ESR, HbsAg

뇨검사㉣

당 단백 유로빌리노겐 빌리루빈 케톤체 비중 침사, , , , , pH, ,

내분비검사㉤

혈중 코티졸 시간 뇨코티졸 배설 테스토스테론T3, T4, TSH, , 24 ,

심전도㉥

기타 검사 필요시(3) ( )

안저검사 복부 초음파 임신검사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일 경우 실시, , ( )

관찰간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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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주 주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약물의 특성에 따라 관1~2 , 4 . ,

찰 간격은 달라질 수 있다.

9.2.5. 통계처리

임상시험 통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의 통계적 원리에 기초하여 시험약물 또는ICH (E9) ,

위약 대조군의/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9.3. 치료적 확증시험

9.3.1. 목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의 주요 목적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결과를 근거로 치료

효과 입증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

약물의 지질개선효과를 확증한 후 약물이 특별히 유효한 환자군 및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조약. 에 비해 시험약의 효과가 비열등함을 입증하는(active control)

경우 시험약이, 위약에 비해 효과가 우위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전에 실시한 임상,

시험에서 위약에 비해 시험약 효과가 입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및 사망에 대한 예방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이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다.

9.3.2. 피험자 선정

치료적 확증시험의 피험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치료적 탐색시험의 기준과

유사하므로 치료적 탐색시험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9.2 .

혈청지질농도와는 상관없이 고지혈증치료지침에 따라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약물요법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하는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를 가지 이상 가진 환자 가 포함될 수 있으나 결과 분석 시 해당 환2 ’ ,

자군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자 및 의뢰자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예 층화 무작위배정 등( ; ).



- 23 -

고지혈증 환자의 수치에 대한 선정기준은 지침에서 제시된LDL-C NCEP ATP III

위험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관- 상동맥성심질환 또는 관상동맥성심질환에 상당하는 위험을 가지고 LDL-C

수치가 이상인 경우100 mg/dL (2.59mmol/dL)

- 관상동맥성심질환 또는 관상동맥성심질환에 상당하는 위험 없이 가지 이상, 2

의 주요 위험 인자 년 관상동맥성심질환 위험도 가 이(10 ( 10-year CHD risk) 20%

하)를 가지며 수치가 이상인 경우LDL-C 130mg/dL (3.37mmol/dL)

- 관상동맥성심질환 또는 관상동맥성심질환에 상당하는 위험 없이 가지 이상, 2

의 주요 위험 인자 년 관상동맥성심질환 위험도 가 이(10 (10-year CHD risk) 10%

하)를 가지며 LDL-C 수치가 이상인 경우160mg/dL( 4.92mmol/dL)

- 관상동맥성심질환 또는 관상동맥성심질환에 상당하는 위험 없이 가지 미만, 2

의 주요 위험 인자를 가지며 수치가LDL-C 190mg/dL (5.84mmol/dL) 이상인

경우

특정 질환군에서 고지혈증치료제의 지질 저하 이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

시험인 경우에는 예 당뇨환자에서의 심혈관 예방 효과 등 별도의 선정제외기( : ) ․
준을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9.3.3. 시험설계

9.3.3.1. 임상시험 디자인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행 무작위, ,

배정 이중맹검 위약 및 대조약 비교 시험으로 실시한다 또한 치료적 탐색임상, , . ,

시험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설계는 임상시험 전에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기저치를 확인하기 위한 휴약기 와 피험자, (wash-out period)

의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기간 약물투여기간 추적관찰기로 구성된다TLC , , . 유

효성 평가를 위한 투약기간은 적어도 개월 이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투약기간3 , 개월6

이상 요구되며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공개 연장시험도 가능하다, . 추적 관찰기에는

이화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추가하여 환자에게서 안전성 및 또는/ 유효성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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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다.

9.3.3.2. 병용금기약물

모든 피험자들은 시험과정동안 지질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또는 식품

(예 담즙산 또는 비만치료제 전신 작, statins, fibrates, sequestrants, niacin, ,

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테로이드제제 어유 제품, (fish oil), colestine ,

fiber-based 등 과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laxatives, phytosterol margarines )

는 약물 갑상선( 제제 또는 티록신 투약 대체요법 중인 사람은 예외 은 병용투: )

여가 금지된다. 또한 시험약의 체내동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진 경우 임상,

시험기간 중 병용을 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 스타틴제제인 경우 케토코나( :

졸과 같은 저해제 등CYP3A4 ). 단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

고 여겨지면 위에 나열된 약물 외의 약물은 가능하다면 고정된 용량으로 사용( )

하는 것은 허용된다.

9.3.3.3. 피험자 수

피험자 수는 통계학적 기준에 의해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통계 분석시에는.

진행 도중 누락된 사람을 포함한 및 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ITT mITT set PP

s 에 대한et 분석도 포함되어야 한다 임상시험 통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ICH (E9)

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정확한 피험자의 수는 아래에 제시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의 목적과 차 유효성 평가 변수1) 1

임상시험 목표와 관련된 통계적 가설2)

시험군과 대조군의 예상 반응 차이 비열등성 허용 한계 등3) (delta, )

4) 차 평가변수에 대한 예상 편차분산 표준편차 등 반드시 근거가1 ( , ) ( 뒷받침되어야 한

다.)

검정력 및 유의수준5)

중간분석 유무 및 횟수6)

탈락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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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9.3.4.1. 유효성 평가변수

임상시험계획서의 성격에 따라 투약 전을 기준으로 한 일정기간 투약 후,

LDL 의 변화율과 목표치에 도달한 환자들의 비율 심혈관성 사-C NCEP LDL-C ,

망 발생률 첫 번째로 주요한 혈관 질환, (non-fatal myocardial infarction or

의 발생률 및coronary death, non-fatal or fatal stroke or revascularization)

동 사건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일차 평가 변수로 한다.

이차 평가 변수로는 투약 전을 기준으로 한 일정기간 투약 후의 total-C,

apo-B, 비율 수치의 변화율 목표 수치에 도달하HDL-C, LDL/HDL , TG , LDL-C

는 환자의 비율 그 밖의 다른 지질 지표 의 변화율 사망률 또는, (lipid parameters) , (

사망을 야기 시키는 전반적이고 특정한 카테고리들 등으로 한다) .

다른 지질 개선제와 병용하여 사용하기 위한 제제일 경우는 투약 전후의 질환률

및 사망률의 변화 및 다른 지질 평가 항목 특히 에 대한 영향을, LDL-C , LDL-C

주요 평가변수로 측정해야 한다.

그 외의 사항들은 치료적 탐색시험의 평가변수 및 평가방법에 갈음한다 참.(9.2.4

조)

9.3.4.2. 안전성 평가변수

안전성 평가는 이상반응 관찰과 치료 전 후의 임상 검사치 변화를 기초로 한다, .

따라서 임상적 증상 및 증후와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 소변, , , , 검

사 등에 대한 치료 전의 결과와 치료 후의 결과를 비교하여야 한다 특히. ALT

또는 가 정상상한치 의 배 이상이 되는 환자들의 비율 가 정상상AST (ULN) 3 , CPK

한치의 배 이상이 되는 환자들의 비율이 평가되어야 한다 치료 후 실험실적 검10 .

사치에 어떤 이상이 있다면 환자를 추적관찰하고 실험실적 검사를 반복하여 검

사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들은 치료적 탐

색시험의 평가변수 및 평가방법에 갈음한다 참조(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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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 통계처리

임상시험 통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의 통계적 원리에 기초하여 통계분석을ICH (E9)

실시한다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할 때 일차 평가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만약 혈중지칠 수치 변화가 일차 평가변수인 경우. , , LDL-C, HDL-C, TG

및 등의 군내 변화의 정도를 평가한다 위약 대조 임상시험인apolipoprotein .

경우 대조군에서의 각 환자에서 기저치 대비 변화율의 평균 중간값 등을 시험,

군과 비교하여야 하며 임상시험 계획 수립시 피험자수 산출시 정의되었던 통계적,

가설과 비교되어야 한다 대조약 비교 임상시험인 경우 신뢰구간이 제시되어. 95%

야 한다. 추가적으로 나이 성별 혈압 흡연력 음주력 당뇨병의 유무 시험기, , , , , ,

관 연구자, , 치료의 지속시간 지질의 기저치 등에 대한 군간 비교가 요구될 수 있,

으며 앞에서, 말한 요소들에 대한 군간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서에,

사전에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공변량 분석이 수행될 수 있다.

9.4. 고지혈증합병증 심혈관계질환 예방( )

9.4.1. 목적

심혈관계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지혈증에 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치료시 주로 사망률 심인성 및 또는 전체 뇌졸중 심혈관( / ), , 계

질환 및 또는 관상동맥질환 발현율 재관류 시술 등에 미치는 일차 및 이차 예방/ ,

효과를 평가한다.

9.4.2. 피험자 선정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는 심혈관 질환을 자각하거나 자각하지

못한 사람 모두에서 위험요소의 조절이 사망률과 이환율을 줄여준다는 것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이익 과 위험성 은 심혈. (benefit) (harm)

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심혈관질환 사건 예방을 위한 임상시,

험을 계획할 때 목표 집단의 심혈관질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

다. 심혈관질환 위험성의 목표 집단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주된 목적은 위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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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명확하게 예측하고 예방치료가 필요한 위험수준의 환자나 고위험 환자군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국제 위험 점수제, (Integrated global risk scoring

models) 또는 임상의 증상에 기초를 둔 심혈관질환 위험 평가(Risk estimation

로 나뉜다based on clinical symptoms) .

통합 국제 위험 점수제1) (Integrated global risk scoring models)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위험 모델은 과Framingham risk scoring equations

이다European SCORE system . Framingham risk scoring equations은 나이 성,

별 흡연상태 총, , 콜레스테롤과 수축기혈압의 범주에 근거하여 치명적이거나 치명적

이지 않는 위험들을 고려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나타낸다. Framingham risk

scoring e 의quations 경우 치료를 위한 기준은 년 이내 절대적인 위험도 이10 20%

상인 경우이다 이. 에 반해 유럽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안된 기준은 European

으로 제 형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위험 평가방법이 추가로 개SCORE system , 2

발되었다(UKPDS risk engine, ADA diabetes personal health decisions).

2) 임상 증상에 기초한 심혈관질환 위험 평가 (Risk estimation based on clinical

symptoms)

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환자의 특징적인 임상적 증후는 동맥질환이 있는 환자

에서 잘 발견된다 이전에 허혈성 질환에 대한 병력을 가진 환자들은 의심할 여.

지없이 재발의 위험성이 높고 이 환자군은 고전적인 차 예방시험의 환자군을, ‘ ’ 2

의미한다 재발은 처음 사건이 발생한 같은 동맥에서 발생하기도 하나 다른 동. ,

맥에서 사건이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허혈 뇌졸중의 병력이. ,

있는 환자들은 재발성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성도 높다 당뇨병.

이 있는 환자들은 혈관질환에 대한 자각증상이 없어도 다양한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들을 가진 환자와 유사하게 허혈 사건들에 대해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

임상의 증상에 기초를 둔 심혈관질환 위험 평가는 차 또는 차 예방 환자군1 2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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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잘 정의되어야 한다.

9.4.3. 시험방법

일반적으로 임상적 증상을 고려해볼 때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장기간의, ․
평행 이중눈가림 임상시험이 요구된다 임상시험기간은 차 평가변수의 발생, , . 1

률 예, 상 치료기간 시험약과 관련된 안전성에 관한 특이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

한다. 통상 투여기간은 최소 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12 .

환자인 경우 급성기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투여기간은 개월로 충분하나 심, 6 ,

혈관질환 예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여기간을 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12

다.

9.4.4. 대조군

비교군 위약 또는 활성 대조약 의 선택은 특정 표적 환자군에 대한 치료효과가( )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활성 대조약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군은 대조약의 주.

효능연구 와 유사하도록 설정한다(original pivotal efficacy study) . 비열등성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민감도 가 보장되어야 하며 표적 환, (sensitivity) ,

자군 및 일차 유효성 평가항목 설정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열등성한계.

(n 는 위약과 대조약간의 치료효과 차이를 근거로 설on-inferiority margin, delta)

정한다 비열등성한계는 보수적으로 선택되며 임상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총 사. , .

망률 및 심혈관성 사망률에 대한 신뢰구간 추정 및 점추정 모두 가능하나 대조군,

효과를 고려한 점추정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조약 선택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고려해.

야 한다.

우위성 검정을 위한 위약대조 임상시험은 표적 환자군 또는 유사 환자군에 대한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절하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기저치료. ,

생활스타일 변경 등은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이 된다.

9.4.5. 평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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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1. 유효성 평가변수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1)

임상적 결과 관련 평가변수는 객관적이고 임상적으로 적절한(clinical outcome)

것이어야 한다. 일차 평가변수는 피험자수를 결정할 때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사망률과 치명적인 심혈관질환 사건 모두, 일차 평가변수로 설정될

수 있다 보통 객관적인 심혈관질환 사건은 병원기록 등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 ,

다. 임상적 사건을 정의하기 위한 특정 기준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 인 경우에 적절

하다 (예 심근경색 급성관동맥증후군, , , 뇌졸중등 그러나 일과성 뇌허혈 발작 무). ,

증상성 심근경색, 또는 안정형 협심증과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사건들

을 일차 복합평가변수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임상적 타당성이 입증되

어야 한다.

일차 평가변수 또는 복합평가변수에 대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심혈관성 사망률

보다 총사망률이 선호된다 만약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정의된다면 심혈관성. ,

사망률 또한 적용가능하며 비열등성을 입증하는 경우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총 사망률 및 비심혈관성 사망을 고려하여 충분한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

다중의 평가변수가 합쳐진 복합평가항목 은 통계적 유효성(composite outcome)

을 증가시키기 위한 무작위 시험에서 일차 평가변수로 종종 사용되어 진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복합평가변수에 대한.

신뢰도는 상응하는 위험의 모든 구성요소들에 대해 비슷한 저하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2)

일반적으로 일차 평가변수로 복합 평가변수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의 개개 구성요소, 가

임상적으로 의미있고 유용한 경우 이를 이차 평가변수로 설정하여 각각 분석한다.

심장질환의 이환율 측정에 유용한 변수들도 다른 이차 평가변수들에 포함될 수

있다 이차 평가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종 오류를 조절하여야 한다 또한 이차. 1 .

평가변수들은 임상시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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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위험 요인들과 임상의 사건 평가변수 이외에 비침습적 영상진단 기술,

들과 혈청 지표 들은 자각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위험성을 확인하(serum marker)

고 대리변수로 제안되고 있다 표적 장기 손상에 대한 다양한 지표. ( 들은marker)

임상방법의 신뢰도 및 위험성에 대한 층화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되어왔다.

예를 들어 좌심실 비대증 경동맥 내막 중막 비후증 관상동맥 경화 관상동맥, - , ,

의 상 죽상경화반 부피 단백뇨 그리고IVUS (plaque) , , serum markers, CRP,

등이 해당된다 심장혈관의 영상진단과 는 아마도 용homocysteine . biomarkers

량선택 초기 상 임상시험 가능성 예측 시 유용하게, 1/2 활용될 수 있다 대리지.

표 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다음의 가지(surrogate marker) 3 에 의존한다 생물학. (1)

적 타당성 역학 연구들과의 관련성 관련 치료효과 예측시 대리변(2) (3) outcome

수에 대한 치료효과

궁극적으로 대리 지표 변경은 임상적 위험성 변화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임상시험, .

결과들은 약물의 효과가 특정약물 작용기전 질병상태 및 하위집단에 제한될 수, ,

있으므로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9.4.5.2. 안전성 평가변수

위에 언급된 일차 및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중요한 안전성 평가변수들로 간주

된다 전반적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률이 유해한 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장기간 치료가 예견된다면 적어도 일년 이상의 사망률과 심장혈관의 이환,

율에 관한 자료가 요구된다 시험약과 관련된 혈압 저하 영향 출혈 약력학적. , , /

약동학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효과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관련 하위그룹 및 노인 신장애 간장애 심부전 환자. , , ,

등과 같은 특별한 환자 집단들도 고려해야 한다.

9.4.6. 통계분석

임상시험 통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의 통계적 원리에 기초하여 통계분석을ICH (E9)

실시한다. 품목 허가를 위한 충족 요건이 만족된다면 한 편의 대규모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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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품목허가가 가능하며 또한 유사한 여러 편의 임상시험에 대하여,

를 수행할 수 있다 미리 정의된 하위 그룹의 분석은 안전성 및 유효meta-analysis .

성 평가를 위해서 요구될 수 있으며 관련된 하위 그룹들의 분석을 위해 계층화,

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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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일반사항< 1>

고지혈증1.

혈청내의 주요 지질성분은 중성지방 콜레스테(triglyceride), 롤 에스(cholesterol),

테르화콜레스테롤 인지질 비에스테르화유리지(cholesterol ester), (phospholipid), 방

산 (non- esterized 등이 있으며 혈액내로 흡수된 지방은 물에 녹지fatty acid) ,

않기 때문에 단백질로 둘러싸인 채로 혈중에 퍼져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게 된

다 이와. 같은 지방과 단백질의 결합체를 지단백 이라 하며 고지혈증이(lipoprotein) ,

란 앞에서 언급한 혈청지질이 정상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이란 총콜레스테롤을 말하는데 이는 지질속에 포

함되어 있는 세 종류의 콜레스테롤인 중성지방을 합친 값이다LDL-C, HDL-C,

공식 참조 미국의 고지혈증 치료지침인 차보고서(Friedwald ). NCEP 3 (ATP )Ⅲ

에 따르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200mg/dL ,

이상인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였다240mg/dL .

고지혈증은 혈관내벽에 산화지질이 침착되어 불안정한 동맥경화반이 생성되며, ,

이곳에 혈소판 등이 엉겨 붙어 혈전 및 색전이 발생하여 혈관이 점차 좁아지게

된다 이것은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발병시키는 등 사망의 직접. ,

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의 발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진

행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고지혈증.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의 발생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

며 이러한 심혈관계 위험성 증가는 당뇨병이나 내당능장애, (imparied glucose

비만증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및 지질이상 등의 대사성 증후군에tolerance), , ,

동반되어 나타난다는 보고가 많다.

최근 국내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로 변해감에 따라 고지혈증 환자

들이 많아지고 동맥경화성 관상동맥질환의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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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지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동맥경화 진행에 대

한 예방 및 개선을 통하여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고지혈증의 분류2.

고지혈증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원인 질환의 유무에 따라 일차성 또는 원. (

발성 과 이차성 고지혈증으로 분류하며 증가하는 지질 종류에 따라 고콜레스테) ,

롤혈증 고중성, 지방혈증 및 혼합형 등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 허가사항은. 원인질환

유무 및 세계보건기구 가 제안한(WHO) 분류법에 따라 효능효과를 정하고 있다.․

표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고지혈증 분류1.

Type

predominant

elevated

plasma

lipoprotein

predominant Lipid example

Ⅰ chylomicron triglyceride
LPL deficiency

Apo C deficiencyⅡ

aⅡ LDL Cholesterol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bⅡ VLDL + LDL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familial combined hyperlipidemia

Ⅲ remnants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type hyperlipoproteinemiaⅢ

Ⅳ VLDL triglyceride familial hyperlipoproteinemia

Ⅴ chylomicron+VLDL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Apo C deficiencyⅡ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고지혈증은 제 형 및 형으로 특히 지,Ⅱ Ⅳ

질질환의 대부분은 제 형으로 중성지방이 상승하지 않으면 제 형 중성지방, a ,Ⅱ Ⅱ

도 높으면 제 형 고중성지방혈증의 대부분은 제 형으로 분류한다 이들의b , .Ⅱ Ⅳ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나타나나, 운동부족 흡연 과량의 음주 생활습관 비만 및, , , ,

당뇨 만성신부전증 신증후군 폐쇄성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 , , 질환,



- 34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에스트로겐과 같은 약제 사용 등으로 인한, 이차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지질질환으로 분류되는 콜레스테롤의 농도 감소 또한 지질. HDL

대사 이상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의 농도 증가는 심장질환의, HDL

예방에 효과가 있다.

고지혈증과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계3.

심혈관질환의 예방은 오늘날 예방의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차 예방이란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1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말하며 차 예방이란 심혈관질환, 2 예( ,

관상동맥 뇌혈관 또는 말초 동맥질환 이, ) 있는 환자에서 급성 질환의 재발이나,

이에 의한 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수년간의 연구결과 경증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을 시행,

하거나, 중증의 고콜레스테롤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요법 병행하여 콜레스테롤

을 감소시키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이 감소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최근,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인 스타틴을 이용한 임상시험 수행결과 의, LDL-C

저하는 사망률 및 심혈관계 질환에 대하여 차 및 차 예방효과가 있음이 밝혀진1 2

바 있다.

심혈관질환에 대한 고위험군 환자들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이외에도 복합 위험 요소

및 를 초과하(multiple risk factors) 20% 는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년 동안의 위10

험성 과 연관이 높으며 자각증상이(10-year risk of coronary events > 20%) ,

없는 동맥경화 또는 당뇨병 환자들 또한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만큼 위

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지혈증의 치료지침4.

일반적으로 고콜레스테롤 치료에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위험인자 표 를 고려하여 치료 목표치를 정한다 표( 2) LDL-C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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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제외한 주요 위험 인자2. LDL-C

흡연-

고혈압 혈압이 이상 혹은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 140/90 mmHg )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 HDL (<40 mg/dL)*

- 조기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가족력 부모 형제 자매 중 세 미만 혹은 여자 세: , , 55 65

미만으로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한 경우

나이 남자 세 이상 여자 세 이상- ( 45 , 55 )

이 이상의 경우 총 위험인자수에서 하나를 감한다*HDL-C 60mg/dL , .

표3. 질병과 위험인자의 유무에 따른 위험도 분류 및 이에 따른 치료 목표치LDL-C

위험도
LDL-C

치료 목표치 (mg/dL)

관상동맥질환이나 이에 상당하는 환자군,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

경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복부동맥류 환자- , ,

당뇨병 환자-

- 향후 년 이내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초과인 환10 20%

자

< 100

필요시( < 70 mg/dL)

위험인자가 개 이상인 환자군2

개 이상의 주요 위험인자가 있으나- 2 ,

- 향후 년 내에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하인10 20%

환자

< 130

위험인자가 없는 군 또는 개인 환자군1 < 160

고위험군에서는 목표 농도를 낮게 정하고 비약물요법 식이조절 운동LDL-C , ( , 체,

중조절 등 과 약물요법과 병용할 것을 권장하며 이에 비해 저위험군에서는 목) ,

표 LDL 농도를 고위험군 환자군보다 높게 설정하며 주로 비약물요법을 사용-C ,

할 것이 권장된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우선 중성지방의 농도에 따라 치료지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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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 농도가 이상일 경우 급성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중500mg/dL ,

성지방 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중성지방 농도가 미만인. 500mg/dL

경우에는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에 적절하게 수치를 조절한다 이는LDL-C .

을 조절하는 약물 중 일부 중성지방의 농도를 저하시키고 농도를LDL-C , HDL-C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목표 농도에 도달한 후에도 중성. LDL-C 지방의

농도가 높으면 수치 및 환자의 위험도 표 를 고려하여 치료 목표치non HDL-C ( 4)

를 정한다 목표 비 콜레스테롤 수치는 목표치에 를 더한 값. HDL- LDL-C 30mg/dL

이다.

표 위험도 분류에 따른 비 치료 목표치4. HDL-C

위험도 비 목표치HDL-C (mg/dL)

관상동맥질환이나 이에 상당하는 환자군

위험인자가 개 이상인 환자군2

위험인자가 없거나 개인 환자군1

< 130

< 160

< 190

이 낮은 환자군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미약하여 이에 대한 지침이 마HDL-C ,

련되어 있지 않다.

고지혈증 치료제5.

비약물요법5.1

고지혈증은 잘못된 식사 생활습관 등과 연관성이 높아, , 비약물요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고지혈증의 원인을 막론하고 표준 콜레스테롤. 저하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약물요법 병용기간동안 지속하여야 한다 이외에 운동 체중, . , 관리 흡연,

및 과도한 음주 조절 등이 비약물요법에 포함된다.

약물요법5.2

일반적으로 적어도 주 이상의 적극적인 비약물요법 시행에도 불구하고4 ~ 6 ,

지질농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고려한다 각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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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목표치 및 치료방침은 다음과 같다 표LDL-C ( 5).

표5. 각 위험도에 따른 목표치 및 치료방침 참조LDL-C ( : NCEP ATP- )Ⅲ

위험도

LDL-C

치료 목표치

(mg/dL)

비약물요법이

요구되는 LDL-C

수치 (mg/dL)

약물요법이 요구되는 LDL-C

수치

(mg/dL)

관상동맥질환이나,

이에 상당하는

환자군

< 100 100≥ 130 mg/dL≥

인 경우는 선택적(100 ~ 129 )

위험인자가 개2

이상인 환자군

년 동안의(10

위험이 20%

이하인 환자군)

< 130 130≥ - 년 위험이 인 경우10 10~20% ,

130≥ mg/dL

- 1 년 위험이 미만인 경우0 10% ,

160 mg/dL≥

위험인자가 없거나

개인 환자군1

< 160 160≥ 190 mg/dL≥

( 인 경우는160~ 189 선택적)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약물은 다음과 같으며 투여용량은 주 또는 그 이상의, 4 간

격을 두고 수치 치료목표 및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LDL-C , .

환원효소 저해제1) HMG-CoA

일반적으로 스타틴제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콜레스테롤 합성의 속도조절 단계인 를 메발론산으로 전환시키는 과HMG-CoA

정에 작용하는 효소인 환원효소를 저해하여 간세포에서 콜레스테롤HMG-CoA

합성을 저해한다 이로 인해 간세포 표면의 수용체 발현을 증가시켜 혈중. LDL ,

을LDL-C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LDL-C

있으며,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는 simvastatin, atorvastatin,

pravastatin, pitavastatin 등이 있다, fluvastat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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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브린산 유도체2) (Fibric acid derivatives)

피브린산 유도체는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아포지단백 과 의, A AⅠ Ⅱ

생산을 증가시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킨다 지금까지 중성지방을HDL- .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은 정상이나 중성지방이, LDL-C ,

높아 이에, 대한 조절이 요구되는 경우 피브란산유도체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는 fenofibrate, bezafibrate, ciprofibrate,

등이 있다gemfibrozil .

니코틴산 유도체3) (Niacine)

비타민 의 일종인 니코틴산은 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B HDL-C

져 있으며 홍조 위장관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여 많이 약에 대한 순응도가, ,

낮으나 서방성제제 개발 등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담즙산결합수지4) (bile acid binding resin)

장내에서 담즙산과 결합하여 재흡수를 방해하여 장간 순환을 차단함으로써 많

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장으로 배출하게 한다 간세포에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소모되어 감소하면 간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증가하여 혈중, LDL

수치가LDL-C 감소하게 된다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cholestyramine,

등이 있다colestipol .

기타5)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선택적으로 저해하거나 중성지방의 합성을 감소시키거나, ,

지질흡수 또는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에 영향을 주는 등 새로운 기전을 이용한

치료제들이 최근에 시판허가 되거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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