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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arbazepine에 의한 백혈구 감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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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arbazepine Induced Leukop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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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arbazepine (OXC) is generally assumed to be safe with regard to the risk for adverse hematopoietic effects. Recently,
pancytopenia and leukopenia associated with the treatment of OXC have been reported. However, that serious adverse
effect has never been reported in Korea. We describe a case of 47-year-old woman with temporal lobe epilepsy who developed reversible leukopenia following OXC monotherapy. She stopped to take OXC and WBC count was normaliz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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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arbazepine (OXC)은 carbamazepine (CBZ)의 keto-analogue

가량 발작이 재발하였다. 뇌전증 발작 조절을 위하여 내원

로 개발되어 부분 뇌전증 환자의 일차 및 보조 치료제일 뿐만

2주 전에 입원하여 좌측 관자엽 뇌전증으로 진단받았으며

아니라 신경인성 통증이나 양극성 장애에서도 사용되고 있

기존 복용중인 VPA 600 mg에 OXC을 추가 복용하기로 하였

1

다. OXC은 CBZ과 비해 효용성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치료를

다. OXC의 투여 용량은 하루 300 mg에서 900 mg까지 10일

시작할 때 나타나는 피부반응(skin reaction)이나 무과립구증,

에 걸쳐 증량하였다. VPA는 하루 600 mg을 복용 중이었으며

재생불량빈혈 같은 심각한 혈액학적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OXC을 추가한 후 7일에 걸쳐서 서서히 용량을 감량하여 중

2

알려져 있다. OXC 투여 후 발생한 범혈구감소증, 백혈구감소
3

단하였다. 내원 하루 전 가슴 부위에 발진이 시작되어 상지

증의 혈액학적 부작용은 드물지만 보고된 바가 있으나 국내

쪽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으로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

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저자들은 OXC 투

다. 상지를 제외한 부위에서 가려움증, 부종, 압통은 호소하

여 후 발생한 백혈구감소증이 약물 투여 중단 후 특별한 치료

지 않았다. 알러지 반응에 대한 과거력은 없었고 내원 2주 전

없이 회복되었음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부터 추가로 복용한 약제는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압은 126/91
mmHg, 맥박은 분당 70회, 체온은 36.6℃, 호흡수는 분당 20

증 례

회로 정상 소견을 보였다. 두통 및 오심, 구토, 배뇨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다른 감염의 증상이나 증후는 없었다.

47세 여자가 피부발진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 외 국소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는 없었다. OXC 복용하기

환자 과거력상 내원 4년 전 뇌전증 진단 후 처음으로 valproic

2주 전 혈색소 수치는 14.5 g/dL, 헤마토크릿 41.7%, 백혈구

acid (VPA)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일 년에 두 세 차례

수치는 4510/μL (호중구 61%, 임파구 29.8%, 단핵구 5.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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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ial complete blood counts
White Blood Cells
Hospitalization

Total (4.0-10.0) Neutrophils
3
10 /L
(45.0-70.0) %

Monocytes
(3.0-10.0) %

Lymphocytes
(20.0-40.0) %

Eosinophils
(1.0-5.0) %

Hematocrit
(37.0-47.0) %

Platelet (130-500)
3
10 /L

2 weeks ago

4.5

61.0

5.4

29.8

2.9

41.7

232

Admission day

1.5

29.7

15.5

54.1

0.1

40.7

149

Day 7

5.6

25.2

3.7

25.2

0.2

41.8

215

산구 2.9%), 혈소판 수치 232,000/μL으로 정상 수치였고 프로

과 동반된 범혈구 감소증을 보고하였으며 저자들은 OXC 투

트롬빈 시간 및 활성화 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도 정상 수

약과 관련된 조혈기능 장애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8 기전은

치를 보였다. 응급실 내원 당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알려져 있지 않으나 CBZ과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수치는 14.2 g/dL, 헤마토크릿 41.8%, 백혈구 수치 1,500/μL

추측된다.

(호중구 13%, 임파구 85%, 호산구 2%), 혈소판 169,000/μL

본 환자는 OXC 복용 후에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였고

으로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감소되어 있었고 간효소 수치 검

백혈구 감소증을 일으킬 만한 자가면역학적 질환이나 감염의

사 및 콩팥기능 검사 및 Vitamin B12, folate or copper 농도,

증거가 없고 혈액학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동시

적혈구 침강 속도는 모두 정상이었다. 말초혈액 도말검사상

복용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치료 없이 OXC 중단만으로 피

백혈구는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고 과립구는 관찰되지 않았

부 증상과 혈액학적 수치가 정상화되어 OXC에 의한 가

으며, 적혈구 모양과 혈소판수는 정상이었다(Table 1). 이에

역성 백혈구 감소증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OXC 사용으로 인한 백혈구 감소증과 발진이 발생한 것을

OXC 복용 환자에게 혈액학적 부작용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의심하여 내원 당일부터 OXC의 투약을 중단하고 항뇌전증

있고 조기 진단을 위해 치료 시작 후 규칙적인 혈액검사가

약제는 Levetiracetam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의 추가적인 약

필요하며 혈구이상 소견을 발견한 즉시 OXC를 끊고 다른

물 투여는 하지 않았다. 증상 발생 2일째 피부 병변은 서서히

항뇌전증약제로 신속히 대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호전되었고 일주일 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는

한다.

5,600/μL로 정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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