臨 床 藥 理 學 會 誌 第16卷 第1號 2008

Kor J Clin Pharmacol Ther 2008;16(1):21-36

한국인 소아에서 반코마이신의 집단약동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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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pulation Pharmacokinetics of Vancomycin in Korean Pediatric Patients
Ji-Young Jeon, Jung-Ryul Kim, Kyoung Soo Lim, Yong-ju Chung,
Kyung-Sang Yu, In-Jin Jang, Sang-Goo Shin
Department of Pharma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ackground: Vancomycin is an effective glycopeptide antibiotic against gram-positive infections.
Vancomycin has a relatively narrow therapeutic window (5~15 mg/L) and has potentially severe
adverse effects such as nephrotoxicity. In order to maintain effective drug concentrations and reduce the
possibility of toxicity, therapeutic drug monitoring is useful. The pharmacokinetics of vancomycin is
known to differ between pediatric and adult patients because of difference in body size, renal function,
etc.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population pharmacokinetics of vancomycin in Korean pediatric
patients and to evaluate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population pharmacokinetic model.
Methods: Vancomycin dosage histories, sampling times, concentrations and demographic data were
collected retrospectively from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ports. Patie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either the index data set (n=92) or a validation data set (n=25). The index data set was comprised of
159 concentration measurements. The population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vancomycin were
estimated by nonlinear mixed-effect modeling using first-order conditional estimation with interaction
method. The influence of covariates such as age, weight, height, gender, serum creatinine, creatinine
clearance and concomitant medicine (aminoglycosides) were assessed.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models was evaluated using the validation data set. Bias and precision were assessed by mean
prediction error and root mean squared error.
Results: The two compartment model was adopted and the final population pharmacokinetic model
related clearance to weight and serum creatinine, and central volume of distribution to weight. The final
population pharmacokinetic parameters were modeled as follows: clearance (L/h) = 0.0722 × weight1.3
(kg) × (1 - serum creatinine (mg/dL) × 0.506), central volume of distribution (L) = 0.0709 × weight1.61
(kg), k12 (1/h) = 0.288, k21 (1/h) = 0.14. The coefficient of variations (CVs) of interindividual variability in
clearanceand central volume of distribution were 25.5% and 18.6%, respectively. The residual variability
was 23.5%. Predictive performance of this model was evaluated using the validation data set. The mean
prediction error and root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 were -0.17 and 2.10 mg/L, respectively.
Conclusions: A population pharmacokinetic models of vancomycin in Korean pediatric patients was
newly developed. Weight and serum creatinine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vancomycin disposition.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is model was reasonably acceptable. The population pharmacokinetic
parameter values of Korean pediatric patients obtained from this model may be used to optimize
vancomycin therapy.
Key word: Vancomycin, Korean pediatric patients, Population pharmacokinetics, Therapeutic drug monitoring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일반연구과제(09-2007-003)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유경상
소
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및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110-744)
전화번호: 02-2072-1920, 팩스: 02-742-9252, E-mail: ksyu@snu.ac.kr

― 21 ―

― 전지영 외: 한국인 소아에서 반코마이신의 집단약동학에 관한 연구 ―

치료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반코마이신의 적

서 론

정 용량 및 용법을 설정하여 치료농도영역을 유지
반코마이신은 glycopeptide계 항생제로 그람 양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성인과는 별도

성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이며, 특히

로 소아에 고유한 약동학 파라미터를 산출하고,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S.

이에 의한 지속적인 약물농도 모니터링 및 약동학

epidermidis의 치료에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1)

이다 . 반코마이신은 시간 의존적인 항균작용

치료적약물농도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ime-dependent killing)을 하는 항생제로, 세균의

TDM)은 반코마이신과 같이 치료영역이 좁은 약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물에서 환자의 적정 약물 요법을 위해 많은 병원

MIC)의 3~5배 정도의 농도를 유지할 때 효과적

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 TDM 과정에서 각 환

2)

9)

이다 . S. aureus와 S. epidermidis의 반코마이신

자의 약동학 파라미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Bayesian

최소억제농도는 1~2 mg/L 정도이므로, 반코마이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Bayes의 조건부

신의 치료영역으로 5~10 mg/L의 혈중 trough 농

확률이론과 비선형 회귀분석의 원리를 도입하여

도를 유지하는 것이 추천된다. 비록 소아에서 혈

모집단에서 해당 약물의 약동학 파라미터 값과 그

중농도와 부작용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

분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환자 농도를

3)

지 않으나 , 성인에서 높은 trough 농도는 신독성
4)

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 반코마이신은
5)

함께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의 약동학 파라미터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모델 선정의 오차 및 약물농

주로 신장에 의해 제거되는 약물로 , 신기능이 저

도 분석에서 생기는 오차를 모두 고려하므로 현재

하된 환자에서는 반코마이신의 소실 반감기가 연

알려져 있는 약물용법 예측방법 중 가장 정확한

장되어 혈중 농도가 증가하고 결국 신독성의 위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증가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출생 시 신기능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인환자의 TDM은 ABBOTT

이 성인의 20%~40% 정도이고, 사구체여과속도

BASE Pharmacokinetic Systems (PKS, Abbott

(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가 출생 이후 급

laboratories, Illinois, U.S.A)를 이용하여 Bayesian

격히 증가하여 생후 1~3세 경에 성인과 비슷해진

방법으로 예측하고 있다.

10),11)

6),7)

성인 환자의 경우 기존에 보고된 다른 인종에

다 . 이처럼 소아에서는 성장 및 발육에 따른 급
격한 변화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약동학적 특성이

.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12-17)

서의 반코마이신의 약동학 연구

및 한국 성인
18)

등을 이용

달라지게 되므로 소아에서 약물요법 시 성인의 정

에서의 집단약동학에 관한 연구결과

보를 단순한 체표면 혹은 체중에 비례하여 적용할

하여 Bayesian 방법을 적용하여 약동학 파라미터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아에서 반코마이신의 용법

산출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소아를 대

및 용량은 체중에 따라 1회에 10 mg/kg의 용량을

상으로 한 반코마이신 약동학 파라미터가 보고되

6시간~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한다. 그러나 소아에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환아의 반코마이신

서는 성인에 비해 신기능의 변화가 크고, 청소율,

TDM 수행 시 Bayesian 법을 사용하여 환아 개

분포용적과 같은 약동학 파라미터의 개체간 차이

개인의 약동학적 파라미터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

8)

가 큰 것을 고려할 때 ,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 한편 기존에 보고되어 있는 성인에서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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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또는 외국인 소아에서의 연구결과 등을 이용

각각 165 cm, 87.7 kg이었던 12세의 환아의 경우

하여 환아 개개인의 약동학적 파라미터를 산출하

일반적인 특성에 있어서 전체 환아 집단과 명확한

더라도 이는 반코마이신 투여 후 혈중 농도를 예

차이를 보였고, 모델링 과정 중 집단약동학 파라

측하는데 정확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미터 산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제외

타 인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연령에 따라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117명의 환아 중

반코마이신 약동학 파라미터 값이 다르다고 알려

TDM을 2회 이상 시행한 환아는 56명 이었다.

11)

져 있다 . 또한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

117명 중 92명의 자료는 집단약동학적 파라미터

었던 연구 결과에서도 기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산출에 이용하였고, TDM을 2회 이상 시행한 환

하였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 중 25명을 예측능 평가에 이용하였다. 집단약

약동학 파라미터는 인종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동학 파라미터 산출에 보다 많은 농도측정 자료를

18)

있다 . 예를 들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사이클로

이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집단약동학 파라미터를

스포린(cyclosporine)의 약동학 연구에서 인종간에

얻을 수 있으므로, 2회 이상의 농도자료가 있는

19)

약동학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 이러한 연구

환아 중에서 예측능 평가에 사용하는 환아 수는

결과들로부터 소아에서의 반코마이신 약동학 파라

최소로 하여 임의로 25명으로 하였다. 집단약동학

미터는 연령, 인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있는

파라미터 산출에 이용한 환아와 예측능 평가에 사

것으로 사료된다.

용된 환아의 인구학적 정보가 유의하게 다를 경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소아를 대상으로

산출된 파라미터로 예측능 평가에 이용하는 것이

반코마이신의 집단약동학 파라미터를 산출하고,

적절하지 않으므로, 두 그룹 간 인구학적 정보의

산출된 파라미터의 예측능을 검토하여 향후 이를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

치료적약물농도모니터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환아를 대상으로 반코마이신 투약 용량,

연구방법

투약 일시, 채혈시각 및 측정된 혈중농도 등의 약
동학 정보를 조사하였다. 환아 정보 중 환아의 약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동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연령, 성별, 신
장, 체중,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병용약물 등을

2000년 6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서울대학교

조사하였다. 병용약물의 경우 반코마이신과 amino-

병원에 입원하여 반코마이신 투약 시 TDM을 한

glycoside계 약물을 병용투여하였을 때 신독성의

번 이상 시행한 12세 이하의 환아 130여 명을 대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에 따라 aminoglycoside

상으로 이들의 자료를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계 병용여부를 조사하였다 . 또한 조사된 혈청

Medical Record, EMR)을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크레아티닌 농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Schwartz

수집하였다. 대상환아 중 투약력, 채혈시각, 체중

공식에 의하여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계산하였다 .

및 신장의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

CLcr (mL/min/1.73m ) = [HT (cm) x k] / Scr

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20)

21)

2

(mg/dL)
CLcr, creatinine clearance; HT, height; Scr,

2.0 mg/dL 이상이었던 환아 1명과 신장, 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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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 creatinine; k, 0.33 in preterm infants up

분포, 잔차의 무작위적 분포 여부 등을 육안으로

to 1year, 0.45 in full-term infants up to 1 year,

검토하였으며,

0.55 in children (2~12 years)

value)의 변화, 파라미터의 수, 파라미터간의 상관

목적함수값(objective

function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

관계(correlation) 및 파라미터의 변이계수(coefficient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of variation, CV)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득한 후 시작되었다.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이때 목적함수의 변화
는 log-likelihood test를 이용하여 파라미터가 1개

2. 반코마이신 농도분석

추가시 목적함수값을 3.84 이상 감소시키는 경우
( =0.05)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반코마이신 혈청농도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아를 대상으로 구획모델(compartment model)

서 시행 중인 TDM의 일환으로 진단검사의학과에

을 적용했던 기존의 외국 연구들은 1구획 및 2구

서 측정되었으며, TDx assay system (Abbott

획 모델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Laboratories, Chicago, IL, U.S.A)를 이용한 형광

에서는 예비분석 결과 2구획 모델이 1구획 모델에

편광면역측정법 (fluorescence polarization immu-

비하여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구획 모델을 기

noassay, FPIA)으로 측정하였다. 본 측정법의 최

본모델로 설정하였다. 이때 NONMEM의 TRANS1

저 정량한계는 0.6 mg/L 이었다.

subroutine을 사용하여

3),23-26)

. 본 연구

청소율(clearance,

CL),

central compartment의 분포용적(central volume
3. 집단약동학 분석

of distribution, Vc), compartment transfer rate
constant 인 k12, k21을 예측하였다. Estimation 방

집단약동학적 파라미터는 NONMEM (version
V, level 1.1, GloboMax, Ellicott City, MD)을 이

법으로는 FOCE-I (first order conditional estimation
with interaction)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용한 비선형혼합효과모델링(nonlinear mixed-effect

개체간변이(interindividual variability)는 다음과

modeling)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혼합효과모델링

같은 수식으로 exponential 에러 모델을 따른다고

은 약동학적 파라미터 및 공변량 등을 포함한 약

가정하였다.
η

동학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고정 효과(fixed

Pj= Ppop × e

effects) 및 각 개인의 파라미터와 그 집단 평균값

이때 Pj는 j 번째 환자에서의 파라미터 값을 의

과의 차이인 개체간변이(interindividual variability),

미하고 Ppop는 파라미터의 집단평균값을 나타낸다.

개체내변이(intraindividual variability)나 이외의

η(eta)는 무작위 오차 변수(random error variables)

설명할 수 없는 변이(잔차, residual error)등의 무

로서 평균값이 0, 분산이 ω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작위효과(random effect)를 동시에 고려하여 모델

고 가정하였다.

2

22)

링하는 분석법이다 .

개체내변이(intraindividual variability)를 설명하

모델링 과정에서 각 모델들의 관측치(observed

기 위한 에러 모델은 다음 수식과 같이 additive

value)와 집단예측치(population predicted value)

에러 모델, proportional 에러 모델, combined 에러

혹은 개별예측치(individual predicted value)간의

모델을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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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error model: Cobs,

ij

= Cpred,

Proportional error model: Cobs,

ij

ij

+ εij

= Cpred,

ij

하였고, aminoglycoside계 병용투여의 경우 병용

× (1

+ εij)
Combined error model: Cobs,

ij

= Cpred,

ij

투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0, 병용투여를 한 경
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는

× (1 +

εij, 1) + εij,

2

이때 Cij는 j번째 환자에서 관찰된 i번째 농도로

다음의 식으로 모델에 적용하여 성별 또는 병용투
약의 공변량을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한가
를 평가하였다.

Cpred, ij는 그 환자의 약동학적 파라미터, 투여용량,

Parameter = θ1 × (1 + covariate × θ2)

채혈 시간 등에 의해 예측된 농도이다. 잔차

각 공변량을 적용시킨 후 유의하다고 판단된

(residual)를 나타내는 무작위 변수로 ε (epsilon)

공변량을 모두 포함하여 full 모델을 설정하였다.

2

은 평균값 0, 분산 σ 을 갖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후에, stepwise backward elimination 과정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행하여 full 모델로부터 최종모델(final model)을

기본모델을 설정한 후, 반코마이신의 약동학과

결정하였다. 이 과정은 각 공변량을 full 모델로부

환아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반

터 제외시켰을 때, 목적함수값이 유의하게 3.84 이

코마이신의 약동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상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3.84 이하로 증가한 경우

조사된 환아의 연령, 성별, 체중, 신장, 혈청 크레

에는 그 공변량을 최종모델로부터 제외시켰다.

아티닌 농도, 크레아티닌 청소율, aminoglycoside
계 약물의 병용여부 등을 공변량으로 모델에 적용

4. 예측능 평가 방법

시켰다. 각 과정마다 목적함수값의 변화를 확인하
고, 파라미터의 η값과 공변량과의 분포 등의 변화

최종모델의 타당성(validity)을 검토하기 위하여

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유의한 공변량을 찾고자

예측능(predictive performance)을 평가하였다. 이

하였다.

를 위해 집단약동학 파라미터 산출에 사용되지 않

연령, 체중, 신장,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크레아

은 환아 25명의 첫 번째 농도 측정자료 및 인구학

티닌 청소율은 연속변수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

적 정보를 입력하여 최종모델로부터 Bayesian 예

하여 모델에 적용한 후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

측을 하여 약동학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이 약동

하였다. 공변량을 적용 시 각각의 범위(range)나

학 파라미터를 근거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두 번

척도(scale)가 달라짐에 따라 모델이 불안정할 수

째 TDM 시 농도를 추정하였고, 실측된 농도자료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평균값 혹은 중앙값으로 나

를 참값으로 하여 추정치와 비교하였다.

누어 주어 모델을 안정화하였다.

Css (t) =

Linear model: Parameter = θ1 + covariate × θ2
Power model: Parameter = θ1 × covariate
Exponential model: Parameter = θ1 × e

θ2


Ro  Ci '
1
⋅ (1− e−λit1 ) ⋅ e−λit2 
∑ ⋅
−λiτ
V1  λi (1− e )


R0 = rate of infusion

covariate × θ2

Ci’ = the ith coefficient following a bolus dose

성별과 aminoglycoside계 병용여부는 이산변수

expressed as a fraction of the initial

로, 성별의 경우 남자는 0, 여자는 1의 값을 부여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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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λi = first-order rate constants for the i

연구결과

compartments
τ = dosing interval (the duration of the

1. 환자정보

infusion, upon stopping the infusion)
t1 = infusion duration

집단약동학적 파라미터 산출에 이용된 환아 92

t2 = time since the infusion stopped

명의 연령은 2.6세(이하 중앙값), 신장은 89.0 cm,

예측능의 평가는 ME (mean prediction error)와

체중은 11.95 kg,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는 0.4

RMSE (root mean squared error)를 다음과 같은

mg/dL 이었다(Table 1, Figure 1). TDM을 2회

식으로 계산하여, 각각 바이어스(bias)와 정밀도

이상 시행한 환아의 경우 매회마다 연령, 체중, 신

27)

장,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등이 변화하므로 환아

(precision)를 평가하였다 .

ME =

의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구하였다.

N

1
∑ (Cobs, j − Cpred, j)
N j=1

RMSE =

이들로부터 한 환아당 1개 이상 얻은 총 159개
의 혈청 반코마이신 농도가 집단약동학 분석에 사

1 N
2
(Cobs, j − Cpred, j)
∑
N j=1

용되었다. 이들의 TDM 시행 건수는 총 152건으
로 1회 TDM시 trough와 peak 농도 2회의 농도

이때 N은 데이터 수, Cobs, j는 j번째 환아에서

가 측정된 경우는 7건이었다. 즉 TDM의 일환으

관찰된 농도, Cpred, j는 j번째에 환아에서 예측된

로 측정된 농도를 이용하였으므로 대부분이

농도이다.

trough 농도였고, 일부 환아에서만 peak 농도가

Table 1. Demographics of the index data set and validation data set
Characteristic

Index data set

Validation data set

92

25

55/ 37

15/10

1.0

27

9

0.626

Median (range)

Median (range)

Age (years)

2.6 (0.02 - 12)

2.4 (0.06 - 12)

0.709

Height (cm)

89.0 (37.0 – 157.0)

91.0 (46.0 – 160.0)

0.735

Weight (kg)

11.95 (1.1 – 44.1)

12.7 (2.3 – 44.7)

0.530

0.4 (0.2 - 1.5)

0.3 (0.2 - 0.6)

0.053

129.0

147.2

(14.1 - 310.8)

(50.6 - 367.5)

Number of patients
Gender (male/female)
*

Aminoglycosides

Serum creatinine (mg/dL)
§

Creatinine clearance
2

(mL/min/1.73m )
*

Number of patients who were concomitantly administered with aminoglycosides
Estimated according to the equation by Schwartz
†
Fisher’s exact test
‡
Wilcoxon rank sum test
§

― 26 ―

P value
†
†

‡
‡
‡
‡

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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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sex, aminoglycoside, age, height, weight, serum creatinine and creatinine
clearance of index data set (n=92)
SEX, gender (male = 0, female = 1); AMG, concomitant treatment of aminoglycosides (no = 0,
yes = 1); AGE (years); HT, height (cm); WT, weight (kg); SCR, serum creatinine (mg/dL);
CLCR, creatinine clearance (mL/min/1.73m2)

측정되었다. 92명 환아의 152회 TDM을 기준으로

된 농도 대비 실제 관찰된 농도의 분포를 검토시

용량 및 간격을 조사한 결과 1회 평균 용량은

공변량 추가 등에 의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

10~15 mg/kg이 40.1%로 가장 많았고, 1일 평균

인하였다(Figure 2).

용량은 30~50 mg/kg가 57.2%로 많았으며 투여간

청소율과 central 분포용적에 연령, 성별, 체중,

격은 6시간이 53.9%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반코마

신장,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크레아티닌 청소율,

이신 투여 시 infusion 시간은 1시간이 대부분

aminoglycoside계 약물의 병용여부를 각각 적용하

(98.7%)이었다.

여 이들 중 유의한 공변량을 스크리닝하였다. 그
결과 연령, 체중, 신장,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및

2. 집단약동학 분석 결과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청소율에, 그리고 크레아티
닌 청소율이 central 분포용적에 유의한 공변량이

기본모델 설정을 위하여 2구획 모델에 additive

었다. 연령, 체중, 신장이 청소율에 유의한 공변량

에러 모델, proportional 에러 모델, combined 에

으로 중복하여 포함되었는데 이들 공변량 간에는

러 모델을 각각 적용하였다. 목적함수, 파라미터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중과 신장이 증가하는 관계

수 등을 고려한 결과, 2구획 구획 모델 중 청소율

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포용적의 경우 크레아티

과 central compartment의 분포용적(Vc)에 개체간

닌 청소율이 유의한 공변량이었으나 크레아티닌

변이를 가정하고, 개체내변이에 combined 에러

청소율은 신장을 이용하여 산출하게 되고, 연령,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적합하게 판단되어 이

신장, 체중 간에 관련이 있으므로 이후 모델링 과

를 기본모델로 설정하였다. 기본모델로부터 예측

정에서 central compartment 분포용적에 연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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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oodness-of-fit plots in two compartment basic model
PRED,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DV, observed concentration; IPRE,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WRES, weight residuals; IWRE, individual weighted residuals

장, 체중 등이 유의한 공변량으로 포함되는지 여

을 나타내는 지표인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와 크레

부를 고려하였다(Table 2).

아티닌 청소율을 각각 청소율에 적용시킨 결과 혈

공변량 스크리닝 과정에서 가장 유의하게 목적

청 크레아티닌 농도을 적용하였을 때가 크레아티

함수값을 감소시킨 연령을 청소율에 적용하였다.

닌 청소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목적함수값이 더

다음으로 유의한 공변량인 체중을 연령과 함께 청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때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소율에 적용시킬 때, 연령만 적용하였을 때에 비

는 linear model을 적용하였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하여 목적함수값이 8.32 감소하였으므로 모델이

θ가 -0.524로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령,

청소율이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청소율에 연령, 체

체중, 신장을 모두 함께 청소율에 적용하였을 때

중,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를 적용시킨 후, central

목적함수값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이후 진행과

compartment 분포용적에 크레아티닌 청소율, 체

정에서 신장을 제외하게 되었다(Table 2). 신기능

중, 연령, 신장을 적용시켰다. 그 결과 크레아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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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oodness-of-fit plots in two compartment final model
PRED,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DV, observed concentration; IPRE,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WRES, weight residuals; IWRE, individual weighted residuals

청소율은 목적함수값을 증가시켰고, 연령, 체중,

거하였음에도 목적함수값이 0.293만 증가하였으므

신장을 적용시켰을 때 유의하게 목적함수값을 감

로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모델에서 제거

소시켰으나 파라미터 수와 목적함수값을 고려하

하였다. 최종모델에서 기본모델에 비하여 적합도

여, 유의한 공변량으로 체중만 채택하게 되었다.

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으며(Figure 3), 파라미터

따라서 청소율에는 체중, 연령, 혈청 크레아티닌

값을 도출하였다(Table 3).

농도가 central 분포용적에는 체중이 공변량으로

최종모델로부터 얻은 청소율을 체중으로 보정

포함된 모델이 full 모델로 결정되었다(Table 2).

한 후 연령에 따라 나타내었을 때, 2세 정도까지

이후 stepwise backward elimination 과정을 진행

청소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 서서히 감소

하였다. Full 모델로부터 체중, 혈청 크레아티닌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Figure 4). 이는 반코마이신

농도를 제외하였을 때 모두 유의하게 목적함수값

이 신장에 의해 제거되는 약물임을 고려할 때, 신

이 증가하였지만, 연령의 경우 파라미터를 1개 제

기능의 발달로 인해 사구체여과속도가 1~3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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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wo compartment model development process
Covariates
Basic model

Equation
CL = θ1
Vc = θ2, k12 = θ3, k21 = θ4

Model development
AGE on CL
AGE and WT on CL
AGE, WT and SCR on CL
AGE, WT and SCR on CL
WT on Vc (Full model)
Reduced model
AGE and SCR on CL
WT on Vc
WT and SCR on CL
WT on Vc
WT and AGE on CL
WT on Vc
WT, AGE and SCR on CL

OFV
781.79

θ5

CL = θ1 × AGE
Vc = θ2, k12 = θ3, k21 = θ4
CL = θ1 × (WT/15)θ5 × (AGE/3)θ6
Vc = θ2, k12 = θ3, k21 = θ4
CL = θ1 × (WT/15)θ5 × (AGE/3)θ6 × (1+SCR x θ7)
Vc = θ2, k12 = θ3, k21 = θ4
θ5
θ6
CL = θ1 × (WT/15) × (AGE/3) × (1+SCR × θ7)
θ8
Vc = θ2 × WT
k12 = θ3, k21 = θ4
CL = θ1 × (AGE/3)θ5 ×(1+SCR × θ6)
Vc = θ2 × WTθ7
k12 = θ3, k21 = θ4
CL = θ1 × (WT/15)θ5 × (1+SCR × θ6)
Vc = θ2 × WTθ7
k12 = θ3, k21 = θ4
CL = θ1 × (WT/15)θ5 × (AGE/3)θ6
Vc = θ2 × WTθ7
k12 = θ3, k21 = θ4
CL = θ1 × (WT/15)θ5 × (AGE/3)θ6 × (1+SCR × θ7)
Vc = θ2
k12 = θ3, k21 = θ4

ΔOFV

676.30

-105.49*

667.98

-113.81*

615.70

-166.09

583.49

-198.30*

645.90

+62.41†

583.78

+0.29†

621.20

+37.71†

615.69

+32.20†

*

Final model

CL = θ1 × WTθ5 × (1+SCR × θ6)
θ7
Vc = θ2 × WT
583.78
k12 = θ3, k21 = θ4
*
Difference in minimum objective value in relation to the basic model
†
Difference in minimum objective value in relation to the full model
OFV, objective function value; WT, weight (kg); HT, height (cm); SCR, serum creatinine (mg/dL); CL,
clearance (L/h); Vc, central volume of distribution (L)
WT and SCR on CL
WT on Vc

도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어른과 비슷
해지는 양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집단약동학 파라미터 산출에 사용된 그룹과 예
측능 평가에 사용된 그룹 간의 인구학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Table 1).

3. 예측능 평가 결과

환아 25명의 개인별 첫번째 농도 측정자료 및
인구학적 정보를 입력하여 최종모델로부터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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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 estimates of the final population pharmacokinetic model
Parameter

Model description
θ5

CL (L/h)

CL = θ1 × WT

Vc (L)

Vc = θ2 × WTθ7

× (1+SCR × θ6)

k12 = θ3
k12 (h-1)
-1
k21 (h )
k21 = θ4
Interindividual variability
CL
CL = CLpop × eη1
Vc
Vc = Vcpop × eη2
Residual variability
C = Cpred × (1 + ε1) + ε2
σ1(proportional error)
σ2(additive error)
SE, standard error; CV, coefficient of variation; CL, clearance; Vc, central
transfer rate constants

Estimate (SE)
θ1 0.0722 (0.0218)
θ5 1.3 (0.11)
θ6 -0.506 (0.0304)
θ2 0.0709 (0.0491)
θ7 1.61(0.236)
0.288 (0.0973)
0.14 (0.043)
25.5% (CV)
18.6% (CV)
23.5%
1.32 mg/L
volume of distribution; k12, k21,

Table 4. Summary of predictive performance
0.30

Model

ME (SD)*

RMSE*

0.25

Two compartment model -0.17 (2.14)
CL (L/hr/kg)

0.20

PKS model

0.15

-0.51(2.06)

2.10
2.08

*

Unit in mg/L
ME, mean prediction error; RMSE, root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 SD, standard deviation

0.10

0.05

0.00
0

2

4

6

8

10

12

동학 파라미터를 구한 후 예측한 농도값을 구하

14

Age (years)

여, 본 연구에서 얻은 최종모델로부터 예측능을

Figure 4. Profile of weight-normalized clearance
(predicted by the population final model) versus
age of patient

비교하였다(Table 4, Figure 5). PKS의 default 파
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Renal clearance (slope) = 0.75 (CV 33%)

esian 예측을 하여 약동학 파라미터를 구하여 두

Nonrenal clearance (mL/min/kg) = 0.05 (CV 20%)

번째 TDM 시 농도를 추정한 후 관측된 농도자료

Vancomycin clearance = slope × creatinine clarance
+ nonrenal clearance

를 참값으로 하여 추정치와 비교하였다. ME는
-0.17 mg/L 그리고 RMSE는 2.10 mg/L이었다

Central volume of distribution (L/kg) = 0.21 (CV 20%)

(Table 4).

k12 (rate constant from central to peripheral
compartment, 1/h) = 1.12 (CV 25%)

또한 기존의 TDM 방법인 PKS를 이용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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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간변이의 경우, 기본모델로부터 유의한 공
변량이 포함되면서 개체간변이가 감소하는 것을

Predicted concentration (mg/L)

20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모델에서는 개체간변이가

Final model (N=25)
PKS model (N=25)
Line of identity

15

청소율과 central

분포용적에서 각각 69.0%,

91.5%였으나, 최종모델에서는 각각 25.5%, 18.6%

10

로 감소하였다. 이는 약동학 파라미터가 공변량으
로 채택된 체중과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에 의해

5

개체간 차이가 잘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개체내변
0
0

5

10

15

이의 경우 기본모델을 설정시 combined 에러 모

20

Observed concentration (mg/L)

델을 적용했을 때가 가장 적합하였다. Combined
Figure 5.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final model

k21 (rate constant from peripheral to central
compartment, 1/h) = 0.48 (CV 25%)
PKS를 이용하여 계산한 ME와 RMSE는 각각
-0.51 mg/L과 2.08 mg/L이었다. 최종모델로부터
구한 예측능을 PKS를 이용한 예측능과 비교할
때, 정밀도는 비슷하였으나 바이어스는 개선된 것
을 확인하였다.

에러 모델은 proportional과 additive 에러가 결합
된 형태로, 최종모델 결과 proportional 부분은
23.5%였고, additive 에러 부분은 1.32 mg/L 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반코마이신 농도 범위가
mg/L로

1.3~50.8

넓다는

점을

고려할

때

proportional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additive 에
러 부분은 분석 에러 등이 포함된 나머지 변이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최종모델로부터 산출된 92명의 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소아를 대상으로 비선형
혼합효과모델링을 이용하여 2구획 모델에 적용하
여 모델링 과정을 진행하고 반코마이신의 약동학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체중과 혈청 크
레아티닌 농도가 청소율에, 체중이 분포용적에 유
의한 공변량으로 채택되었다. 예비분석시 1구획과
2구획을 적용하여 비교하였을 때, 1구획 모델에서
도 채택된 공변량은 동일하였으나 1구획 보다는 2
구획 모델이 예측 농도와 관측농도의 분포에서 바
이어스가 더 적고, 예측농도에 따른 잔차의 분포
도 더 고르게 나타났다. 또한 예측능 평가 결과에
서도 2구획 모델이 바이어스와 정밀도 측면에서 1
구획에 비하여 우수하였다 (1구획 모델 결과 생략).

제 계산된 개인별 약동학 파라미터는 청소율,
central 분포용적과 항정상태에서의 분포용적(Vss)
이 각각 0.12 ± 0.04 L/h/kg, 0.35 ± 0.15 L/kg,
1.07 ± 0.46 L/kg 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연
령에 따라 약동학 파라미터와 비교하면 청소율은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분포용적은 큰 경향을 보였
25),26),28-32)

다

. 청소율의 경우, 연령에 따른 청소율의

변화는 Figure 4과 같이 1~2세 정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2세 이후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2세 정도까지 연령에 따른 신
기능의 발달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보고와도 일치
6)

하는 양상이다 . 분포용적의 경우, 기존 연구는
주로 1구획 모델로 가정한 연구가 많았고, 본 연
구에서도 1구획 모델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을 때의
분포용적(0.73 ± 0.20 L/kg)과 비교하면 기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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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유사한 값이었다. 2구획 모델로 가정하여 분

성인에서 반코마이신 청소율은 크레아티닌 청

석한 분포용적이 기존 성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율에 비례하고, 반코마이신 청소율에 대한 크레

한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약동학 파라

아티닌 청소율의 비율은 0.650~0.797 정도로 보고

미터 산출에 사용된 농도가 대부분이 trough 농도

되어 있다

였으므로 2구획 모델로 분석시 반코마이신의

기존 보고에서도 신장 청소율이 크레아티닌 청소

disposition을 정밀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율의 0.75배 임을 보였다 . 성인의 경우, 일반적

생각된다.

peripheral

으로 연령, 체중,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및 성별을

compartment 사이의 transfer rate 상수인 k12, k21

이용한 다음과 같은 Cockcroft-Gault 식을 사용하

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각각 0.288과 0.14 1/h이었

여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계산한다 .

Central

compartment와

11),15)

. 한국인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18)

34)

다. PKS default 모델 값이 각각 1.21, 0.48 1/h

CLcr (male) = (140-age) × WT / (72 × Scr)

이었고, 기존 한국인 성인에서 값이 각각 0.53,

CLcr (female) = CLcr (male) × 0.85

0.155 1/h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상대

CLcr, creatinine clearance (mL/min); WT,

적으로 작은 값이 산출되었다. 이 차이는 연령과

weight (kg); Scr, Serum creatinine (mg/dL)

대상집단 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환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크레아티닌

일반적으로 소아는 연령에 따라 신생아(term

청소율을 공식을 이용하여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newborn infants, ~1달), 영유아 (infants and

어렵다. 소아에서는 Cockcroft-Gault 식보다

toddlers, ~2세), 아동 (children, ~12세)으로 구분

Schwartz 식이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알려져

33)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12세까지의 소아를

있으나, 소아에서 Schwartz 식을 적용할 경우에도

대상으로 하였고, 위와 같이 세 그룹으로 분류를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overestimation되는 경향이

하면 각각 6명, 34명, 52명이다. 따라서 예비분석

있다

시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의 파라미터를

출에 사용된 환아 집단의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평

구하거나 신생아 혹은 영유아에 별도의 파라미터

균 127.3 mL/min/1.73m 이었고, 혈청 크레아티닌

를 부여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

농도가 낮은 일부 환아들에서는 200 mL/min/

과 연령에 따라 분류하는 것보다 연령을 연속변수

1.73m 이상의 값이 산출되었다. 이는 생리학적으

로 하여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파라미터 수와 목

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값이므로, 예비분석 과정에

적함수값을 고려할 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최대값을 150 mL/min/

신생아의 경우, 환아 수가 6명으로 신생아의 특성

1.73m 으로 설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을 모델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환아의 수가 적었

최대값 설정유무에 관계없이 크레아티닌 청소율

을 것으로 사료된다. Backward elimination 과정

보다는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더 유의한 공변량

에서 연령은 최종모델로부터 제외되었는데, 이는

으로 판단되어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를 신기능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는 관계가 있

나타내는 지표로 모델에 적용하였다. 최종모델에

고, 또한 약동학적 파라미터에 대한 직접적인 영

서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와 청소율의 관계의 기울

향력에 있어서 연령보다는 체중이 더 적합한 공변

기가 -0.506로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할수

량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록 청소율이 감소하는 관계를 보였다.

35),36)

. 본 연구에서도 집단약동학 파라미터 산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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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능 평가에 사용한 자료는 2회 이상 TDM

예측시 본 연구에서의 최종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8),37)

. 본 연구에서 얻은 모델과 기존

을 시행한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집단약동

고 생각된다

학 파라미터 산출에 사용된 환아집단과 질병 정도

PKS 모델의 예측능 평가 결과는 최종모델과

나 약물의 치료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PKS 모델의 ME가 각각 -0.17 mg/L 와 -0.51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TDM 수행 시 용법

mg/L 이었고, RMSE가 각각 2.10 mg/L 와 2.08

이나 채혈시점이 항상 일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

mg/L 이었다. RMSE가 2구획 최종모델이 PKS

한 요소가 변할 경우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

모델에 비하여 0.02 mg/L 크나 반코마이신 농도

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2회 이상의 TDM을 시행하

가 소수점 한자리까지 측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였던 환아의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능을 평가하였

정밀도는 비슷하다고 평가하였고, ME는 최종모델

다. 집단약동학 파라미터 산출에 사용한 환아와

이 PKS 모델에 비하여 0.34 mg/L 작았으므로 바

예측능 평가에 사용한 환아 그룹 사이에 인구학적

이어스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정보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예측능 평가에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소아를 대상으로

사용된 25명의 환아 집단의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반코마이신 집단약동학 모델을 개발하였고, 예측

의 범위가 0.2~0.6 mg/dL이며 그중앙값은 집단약

능 평가를 통해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동학 파라미터 산출에 사용된 환아 집단에 비하여

추후 한국인 환아의 반코마이신 TDM 수행 시 활

다소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집단약동학 파

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용법에 따른 개별 환아의

라미터 산출에 사용된 환아의 혈청 크레아티닌 농

혈중 농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적정 용량 및

도의 범위가 0.2~1.5 mg/dL이었고, 대부분이

용법을 설정하고 치료영역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89.1%) 0.6 mg/dL 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환아에서 반코마이신 사용시 유효성을

두 군간에 유의하게 다른 분포는 아니라고 판단되

증대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켜 개별 환아의 반코

었다. 다만 혈청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0.7 mg/dL

마이신 적정약물요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높은 환아에서는 예측능이 감소할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환아 수의 제한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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