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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물의 세균감염증 치료에 있어서 항균물질의 병용투

여가 점차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한 이유는 동물에 있어서 신규 항균물질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또한 신규 항생물질의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

므로 동물에서의 세균감염증 치료에 대한 임상적인 효

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항균제를 이용한 복합

항균제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

돼지호흡기세균에 대한 oxytetracycline과 tiamulin의

시험관내 상승작용 및 돼지에서의 약물동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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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characterize the pharmacokinetics after intravenous (iv, 20 ㎎/㎏)

and oral (p.o. 100 ㎎/㎏) administration as oxytetracycline (OTC) and tiamulin (TIA) mixture in swine and

to determine interaction between OTC and TIA against various pig pathogenic bacteria. The antibacterial

effects of OTC in combination with TIA in vitro showed synergistic effect against Salmonella typhimurium

1925, Pasteurella multocida Type A, P. multocida Type D, Krebsiella Pneumoniae 2001, K. Pneumoniae

1560, K. Pneumoniae 2208, Haemophillus pleuropneumonia S 2, and H. pleuropneumonia S 5, but against

additive effect E. coli K88ab and S. choleraesuis on the basis of fractional inhibitory concentration (FIC)

index. On the while, after i.v. and p.o. administration of OTC and TIA mixture, each OTC and TIA

concentrations in plasma were fitted to an open two-compartment model. After i.v. administration of

OTC-TIA mixture, the mean distribution half-life (T1/2α) of OTC and TIA in plasma showed 0.29 h and

0.17 h, and the mean elimination half-life (T1/2β) of those was 4.36 h and 6.64 h, respectively. The mean

volume of distribution at steady state (Vdss) of OTC and TIA was 0.85 ℓ/㎏ and 2.44 ℓ/㎏, respectively.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OTC and TIA mixture, the mean maximal absorption concentrations (Cmax) of

OTC and TIA were 0.60 ㎍/㎖ at 1.07 h (Tmax) and 1.68 ㎍/㎖ at 1.85 h (Tmax), respectively. The mean

elimination half-life (T1/2β) of those showed 6.84 h and 6.36 h. In conclusion, we could suggest in this

study that the combination of OTC and TIA may be recommended for the antibacterial therapy against

polymicrobial infections, and both OTC and TIA showed large distribution to tissues and high Cmax after

p.o.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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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윤효인, 이근우

고 있다. 이러한 항균물질의 병용투여 목적은 3가지 측

면에서 고려되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두 개 이상의 항

균제를 병용투여 하여 하나의 항균제가 갖고있는 항균

스펙트럼을 넓히는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두 번

째에는 병원성세균이 1 개의 항균물질에 대하여 획득하

는 내성기전을 다른 항균제와 함께 투여하므로 내성 획

득을 어렵게 하도록 하는 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이용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단독 투여되는 항균제의 투여

용량을 병용투여 함으로써 투여용량을 낮추어 항균제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6
.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균제의 병용투여는 내성균주의 출

현과 적절한 약물동태의 정보가 결여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하게 된다.

항균물질의 병용투여는 심내막염에 감염된 사람에게

penicillin과 streptomycin을 동시에 투여함으로써 두 항균

제의 상승작용으로 인한 효율적인 질병의 치료효과를

보고한
1
이후 수의분야에서도많은항균물질에 대한 병

용투여가 이루어져왔다
6-7
. 그 중 tetracycline계 항균물질

의 하나인 chlortetracycline (CTC)과 macrolid계 항균물질

의 하나인 tiamulin (TIA)의 항균물질을 병용투여할 경우

시험관내에서 돼지의 호흡기질병을 야기하는 대부분의

병원성세균에 대하여 상승작용 혹은 상가작용이 있다고

보고하 다
6
.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tetracycline계의 하나

인 oxytetracycline (OTC)과 TIA를 혼합한 복합제가 상품

화되어 돼지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이 되

고 있다.

OTC는 그람양성균, 렙토스피라, 리켓치아, 클라미디

아, 마이코프라즈마및 원충 등에 의한 동물감염증에 우

수한 약효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광범위 항생물질

이다
8-12

. OTC의 항균기전은 세균의 aminoacyl tRNA가

30S ribosome에 있는 A site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여

세균단백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항균작용 관점에서 정

균적이다
12
. OTC에 대한 약물동태학적 연구는 소

13, 14
,

양
14
, 돼지

15
, 닭

16
, 어류

17
및 사슴

18
등의 다양한동물종에

서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국내에서 돼지에 대한 약물동

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TIA는 pleuromutin의 반합성 마크로라이드 항균물질로

세균의 50S ribosome에 작용하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

여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20

. TIA는

특히 돼지와 닭에서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mycoplasma

에 강한 항균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독으

로 돼지의 사료첨가제로 사용하여 호흡기질병을 예방하

고 동시에 치료에 응용이 되고 있다
20-25

.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OTC-TIA의 복

합제에 대한 시험관내에서 두 약물간의 상호작용을 구

명하고 돼지에서 병용투여시의 약물동태의 거동을 구명

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항균물질 및 시험균주

Oxytetracycline (역가, 99.7%), tiamulin (역가, 78.5%)

그리고 oxytetracycline-tiamulin (1:1 비율) 복합제의 원료

를 (주)대성미생물연구소에서 제공을 받아 실험에 사용

하 다. 시험균주는 (주)대성미생물연구소에서 제공한

돼지유래 질병 원인균인 Escherichia coli K88ac, E. coli

K88ab, E. coli K99ab, S. choleraesuis, S. typhimurium 1926,

S. typhimurium 1925, Pasteurella multocida Type A, P.

multocida Type D, Krebsiella. Pneumoniae 2001, K.

Pneumoniae 1560, K. Pneumoniae 2208, Haemophillus

pleuropneumonia S 2, H. pleuropneumonia S 5 그리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을 이용하 으며 각

각의 균주에 대한 배양 배지로는 TSA와 PPLO 배지를

사용하여 minimal inhibition concentration (MIC)과 fractional

inhibition concentration (FIC)을 측정하 다.

MIC 및 FIC의 측정

분양받은 시험균주의 전배양을 위하여 E. coli K88ac,

E. coli K88ab, E. coli K99ab, S. choleraesuis, S. typhimurium

1926, S. typhimurium 1925, P. multocida Type A, P.

multocida Type D, K. Pneumoniae 2001, K. Pneumoniae

1560, K. Pneumoniae 2208 그리고 Stap. aureus (ATCC

6538) 균주를 5 ml TSB 배지에 37 ℃에서 하룻밤 진탕

배양을 실시하 다. 배양된 각각의 균주는 멸균된 생리

적식염수로 희석하여 agar dilution method로 균수를 각

각 계산한 후 10 배 희석법으로 균주를 10
4
CFU/ml로

조정하여 MIC (microdilution method)를 위한 시험균주로

사용하 다. H. pleuropneumonia S 2와 H. pleuropneumonia

S 5는 5%의 말혈액과 10 ㎍/㎖의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가 포함된 TSB배지에 5% CO2 배양기

에서 24 시간 배양 후 위와같은 방법으로 MIC를 측정하

다. 두 항균제의 상호작용을 구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MIC를 기준으로 2 배 희석법을 이용한 Checkerboard

method로 FIC를 측정하여 OTC와 TIA의 상호작용을

FIC index를 구하여 평가하 다
8, 26

.

시험동물, 약물투여 및 혈액시료 채취

OTC-TIA 복합제의 투여경로에 따른 약물동태를 구명

하기 위하여 대전근교의 양돈장으로부터 약 10 주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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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shire- Landrace 교잡종 돼지 10 마리 (35±2.7 ㎏,

male)를 구입하여 충남대학교 부속 양돈장으로 이동시

켰으며 개체 구분을 위해 이표 (ear-marking)를 한 후 실

험용 돼지돈사를 배정받아 1주일의 순화기간을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음수는 자유 급여를 하 으나 사료는

하루에 3번으로 1 시간의급여시간을준수하 다. 10 마리

의 시험동물 중 가장 건강한 돼지 6 마리를 3 마리로 각

각 분주하여 시험군-1과 -2로 구분하고 교차실험법으로

실험을 진행시켰다. 시험군-1 (돼지 1번~ 3번)은 사료 급

여 후 1 시간이 경과하 을 때 100 ㎎/㎏의 용량 (OTC,

50 ㎎/㎏ + TIA 50 ㎎/㎏)으로 카테타를 이용하여 경구투

여를 실시하 다. 시험군-2 (돼지 4번~6번)는 20 ㎎/㎏의

용량 (OTC 10 ㎎/㎏ + TIA 10 ㎎/㎏)으로 경정맥을 통하

여 정맥주사를 실시하 다. 약물투여 후시간에 따른 혈

중 약물 농도 분석을위해 경정맥에서 약물투여전, 투여

후 0.25, 0.5, 1, 2, 4, 6, 8, 12, 16 및 24 시간째에 각각 경

정맥에서 진공주사기를 이용하여 혈액 1 ml를 채취하여

4 ℃에서 4,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혈장

을 -20 ℃ 냉동고에 분석 전까지 보관하 다. 2 주일 후

에 혈액을 채취한 후 혈장에서 잔류하는 OTC와 TIA가

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시험을 역으로 실시하 다.

혈장에서 OTC와 TIA의 분석

혈장중에 존재하는 OTC와 TIA의 분석을 위하여 -20

℃ 냉동고에 보관된 시료를 해동시키고 여기에 시료와

동량의 trichloroacetic acid (TCA)를 첨가하여 1분간 진탕

시킨 후 12,000 rpm에서 5분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을 얻었다. 침전물은 다시 ammonium carbonate solution

(pH 9.0)을 침전물에 가한 후 에틸아세테이트와 헥산이

25대 75의 부피로 구성된 용매로 재추출을 실시하 다.

첫 번째 얻어진 상층액과 두 번째 얻어진 용매층을 혼

합시킨 후 질소가스로 30 ℃에서 부드럽게 농축 건조를

시킨 후 HPLC 이동상 (mobile phase)인 acetonitrile/

phosphate buffer/10% citric acid (30/60/15)로 가한후농축

액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내부표준용액인 tryptophan을 1

㎍/㎖이 되도록 포함시킨 후 syringe filter (0.2 ㎛,

Watman, UK)로 통과시킨 여과액을 HPLC에 20 ㎕를 주

입하 다. HPLC 시스템의 구성으로는 DEI 332 UV

visible (Kontron)이고 펌프는 IRIS 322 (Kontron)로

computerization으로 분석하 으며 이동상에서 TIA에 대

한 UV의 최대 흡수파장은 220 nm 으며 OTC는 260

nm로 나타나 이들 두 흡수부위에서 동시에 측정하 다.

약물동태학의 분석

약물의 체내 동태를 나타내는 약물동태의 부변수를

구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혈장내 약물농도를 그라프

법에 의해 초기값의 분포를 동태학적 특성 구명에 참고

하 다. 그 후 비선형최소자승법을 반복 계산하여 최적

화를 시도하는 PCNONLIN (version 4.0, SCI, USA)

program을 이용하여 Akaike Information Criteria (AIC)와

Schwarz Criteria (SC)의 값을 비교하여 모델 최적화를

시도하 다. OTC-TIA 복합제를 돼지에 체중 ㎏당 20 ㎎

의 용량으로 정맥투여 후 시간-농도곡선은 2-compartment

모형으로 최적화 되었으며 관계식 [Cp(혈액내 항균제의

농도)=Ae
-αt

(분포기)+Be
-βt

(제거기)]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OTC-TIA 복합제를 체중 ㎏당 10 ㎎의 경구투여

후 체내거동은 정맥주사와같은 2-compartment 모형으로

최적화하여 계산하 다. 생체이용율(F)은 {AUC경구/AUC

정맥 x Dose정맥/Dose경구 x 제거반감기경구/제거반감기정맥} *

100으로 계산하 다.

결 과

MIC와 FIC의 측정

돼지 유래 병원성세균에 대한 OTC와 TIA에 대한 시

험관내 MIC와 FIC의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돼지에서 유래된 병원성 시험균주 모두에서 FIC

index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작용 (additive) 혹은 상승작

용 (synergism)을 보여주었다. TIA 단독 투여시 MIC는

H. pleuropneumonia S 2와 H. pleuropneumonia S 5에서

0.5와 0.25 ㎍/㎖를 보여주어 TIA는 이들 균주에 우수한

항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균주를 제외한 나머지 균주에서 TIA의 MIC는 8 ㎍/㎖에

서 64 ㎍/㎖로 높은 MIC 값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OTC

는 단독으로 시험관내에서 MIC를 측정한 결과 이들 병

원성균주들에 대하여 강한 항균활성을 보여주었다. 특

히 돼지 호흡기질병의 원인균인 Pasteurella, Haemophillus

그리고 Krebsiella에서 0.12 ㎍/㎖에서 0.5 ㎍/㎖의 낮은

MIC 값을 보여주었다. OTC와 TIA 사이에서 상호작용

을 구명하기 위하여 Checkerboard method를 이용한 FIC

값을 비교시 OTC와 TIA를 병용투여 할 경우 시험관내

에서 상승작용 혹은 상가작용을 보여주었다. Table 1에

서 보여주는 것처럼 TIA와 OTC를 단독투여 할 때와 병

용투여 할 때 MIC를 기준으로 TIA는 0.5 배에서 256 배

로 낮은 FIC 값을 보여주었으며, OTC는 1 배에서 8 배

낮은 FIC 값을 보여주었다.

혈청에서 OTC와 TIA의 분석조건의 설정

시간에 따른 OTC와 TIA의 약물동태를 설정하기 위하

여 먼저 돼지 혈장에서 OTC와 TIA의 분석조건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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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tiamulin (TIA) and oxytetracycline (OTC) alone and in combination and

their interpretation

Organism
TIA

(㎍/㎖)
OTC
(㎍/㎖)

TIA/OTC
(㎍/㎖) Interpretation

*
FIC index

E. coli K88ac 64 2 64/0.5 No interaction 1.25

E. coli K88ab 64 2 32/1.0 Additive 1.00

E. coli K99ab 64 1 64/0.5 No interaction 1.50

S. choleraesuis 64 2 32/1 Additive 1.00

S. typhimurium 1926 64 1 32/1 No interaction 1.50

S. typhimurium 1925 64 2 32/0.5 Synergism 0.75

P. multocida Type A 16 0.25 8/0.06 Synergism 0.74

P. multocida Type D 8 0.5 4/0.13 Synergism 0.76

K. pneumoniae 2001 32 0.25 8/0.13 Synergism 0.77

K. pneumoniae 1560 32 0.25 16/0.06 Synergism 0.74

K. pneumoniae 2208 16 0.25 8/0.06 Synergism 0.74

H. pleuropneumoniae S 2 0.5 0.125 0.03/0.03 Synergism 0.30

H. pleuropneumoniae S 5 0.25 0.5 0.06/0.06 Synergism 0.36

S. aureus (ATCC 6538) 32 2 16/1 Additive 1.00

B. bronchiseptica 64 0.25 16/0.13 Synergism 0.77
*
The following method was used to interpret FIC index. FIC(TIA) and FIC(OTC) represent the respective fraction of MIC(TIA) and
MIC(OTC) present in the dilution of the mixture which corresponds to the MIC(TIA+OTC). Then th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FIC(TIA) + FIC(OTC) = 1 simple additive effects;

FIC(TIA) + FIC(OTC) < 1 synergism;

FIC(TIA) + FIC(OTC) > 1 antagonism, if either FIC(TIA) or FIC(OTC) > 1;

FIC(TIA) + FIC(OTC) > 1 no interaction, if neither FIC(TIA) or FIC(OTC) > 1.

박승춘, 윤효인, 이근우

Fig 1. Chromatograms of blank (A) and plasma (B and C). 1, tiamulin; 2, tryptophan; 3, oxytetracy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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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armacokinetic parameters (mean±sd) of

oxytetracycline in pigs (n=6) following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10 ㎎/㎏ and per os 50 ㎎/㎏

Parameters Units Intravenous route Oral route

A ㎍/㎖ 26.09±6.17 1.85±1.34

B ㎍/㎖ 5.36±1.94 0.82±0.20

α /h 1.79±0.18 0.49±0.05

β /h 0.16±0.02 0.10±0.02

Ka /h - 2.44±1.34

T1/2α h 0.39±0.04 1.51±1.10

T1/2β h 4.36±0.52 6.84±1.84

T1/2ka h - 0.37±0.22

K21 /h 0.45±0.52 0.35±0.24

K12 /h 0.87±0.12 0.20±0.15

Vdss L/㎏ 0.85±0.39 -

MRT h 4.63±0.56 -

AUC ㎍/㎖/h 31.87±4.46 9.56±2.31

Cmax ㎍/㎖ - 0.44±0.04

Tmax h - 1.07±0.36

A and B: zero-time plasma drug concentration intercepts of
biphasic i.v. and p.o. disposition curve, α: hybrid rate
constants of the slope of distribution, β: hybrid rate constants
of the slope of elimination, Ka: the apparent first-order
absorption rate constant, T1/2α: the distribution haf-life, T1/2β:
the elimination half-life, T1/2ka: the absorption half-life, K12 and
K21: first-order transfer rate constants for drug distribution from
the central compartment to the peripheral compartment and
from the peripheral compartment to the central compartment,
Vdss: steady-state volume of distribution of a drug, MRT: mean
residence time, AUC: zero-moment of the drug

concentration-time curve and is represented by the total area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from zero to infinity, Cmax:
the maximal serum concentration after i.m. administration,

Tmax: the time to the maximal concentration.

하 다. 혈청에서 OTC와 TIA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

여 2 단계 추출법을 사용하 다. 혈청에서 OTC의 회수

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항균제가 포함되지 않은 혈장에

OTC를 1 ㎍/㎖과 10 ㎍/㎖로 첨가 한후 TCA 용매로추

출시 회수율은 91±4% (n=3)와 91±5% (n=3)로 높은 회

수율을 보여주었다. 혈장으로부터 TIA을추출하기위하여

OTC를추출하고난침전물에 ammonium carbonate solution

(pH 9.0)을 1 ㎖을 가하고 추출용매로는 에틸아세테이트

/헥산 (75/15)로 추출하 다. 그 결과 TIA의 회수율은 84

±4% (n=3)로 높은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OTC와 TIA에

대한 최소검출한계는 OTC의 경우 0.05 ㎍/㎖이었고 TIA

는 0.08 ㎍/㎖이었다. 혈장에서 OTC와 TIA의 분석을 위

하여 내부표준물질로는 tryptophan을 이용하 다. Fig 1

에서 분석된 것처럼 OTC와 TIA의 peak는 14분대(3)와 3

분대(1)에서 각각 보여주었고 내부표준물질인 tryptophan

은 5분대(2)에서 그 peak를 보여주었다.

OTC의 정맥 및 경구투여 후 약물동태

OTC-TIA 복합제를 체중 ㎏당 20 ㎎과 100 ㎎을 정맥

과 경구투여 후 정해진 시간에 얻어진 OTC의 혈중농도

의 변화를 Fig 2에 도시하 다. 정맥투여 후 경시적 변

화를 도시하 을 때 정맥투여 후 OTC는 빠른 분포기와

제거기 형태를 갖는 뚜렷한 2-compartment 모형을 보여

Fig 2. Mean (+SD) plasma oxytetracycline (OTC) concentrations following 10 ㎎/㎏ intravenous (●) and 50 ㎎/㎏ oral

administration (▲) in 6 healthy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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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armacokinetic parameters (mean±sd) of

tiamulin in pigs (n=6) following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10 ㎎/㎏ and per os 50 ㎎/㎏

Parameters Units Intravenous route Oral route

A ㎍/㎖ 26.20±1.93 1.39±0.33

B ㎍/㎖ 2.74±0.46 1.85±0.13

α /h 4.66±1.97 0.51±0.06

β /h 1.10±0.02 0.12±0.04

Ka /h - 0.85±0.12

T1/2α h 0.17±0.05 1.35±0.15

T1/2β h 6.64±1.49 6.36±2.60

T1/2ka h - 0.82±0.10

K21 /h 0.53±0.18 0.27±0.08

K12 /h 3.31±1.16 0.13±0.15

Vdss L/㎏ 2.44±0.47 -

MRT h 7.75±1.44 -

AUC ㎍/㎖/h 48.95±15.6 14.07±3.66

Cmax ㎍/㎖ - 1.68±0.23

Tmax h - 1.85±0.12

Symbols are the same as indicated in Table 2.

주었다. 그러나 OTC의 경구투여 후에는 빠른 흡수기와

느린 분포기 그리고 제거기를 보여 1-compartment의 모

형을 취하 으나 모델 최적화에 의하여 2-compartment

모형으로 느린 분포기를 갖는 약물동태학의 부변수를

산정하 다. 약물투여후 24 시간째의 약물농도는 0.13±

0.06 ㎍/㎖의 농도를보여주었다. OTC를정맥투여 후약

물동태학적 부변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정맥투여

후 OTC의 분포반감기 (T1/2α)는 0.44±0.29 h로 빠르게

생체조직내로 분포함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OTC를경

구투여 후 T1/2α는 1.51±1.10 h으로 비교적 느린 분포기

를 보여주었다. 정맥투여 후 생물학적반감기 (T1/2β)는

4.36±0.52 h 그리고 경구투여 후에는 6.84±1.84 h로 정

맥의 그것과 비교시 긴 반감기를 보여주었다. 경구투여

후 최고혈중농도 (Cmax)는 0.44±0.04 ㎍/㎖이었으며 이

때 시간 (Tmax)는 1.07±0.36 h이었다.

TIA의 경구 및 정맥 투여 후 약물동태

OTC-TIA 복합제를 체중 ㎏당 20 ㎎과 100 ㎎을 정맥

과 경구투여 후 정해진 시간에 얻어진 TIA의 혈중농도

의 변화를 Fig 3에 도시하 다. OTC의 그것과 마찬가지

로 TIA 역시 정맥 및 경구 투여 후에 2-compartment 모

형으로 최적화하여 약물동태학 부변수를 Table 3에 나

타내었다. 정맥투여 후의 TIA의 분포반감기 (T1/2α)는

0.17±0.05 h로 빠르게 생체 조직내로 분포함을 알 수있

었다. 그러나 TIA를 경구투여 후에는 T1/2α는 1.35±0.15

h으로 비교적 느린 분포기를 보여주었다. 정맥투여 후

생물학적반감기 (T1/2β)는 6.64±1.49 h 그리고 경구투여

후에는 6.36±2.60 h로 정맥의 그것과 비교시 비슷한 생

물학적반감기를 보여주었다. TIA의 경구투여 후 최고혈

중농도 (Cmax)는 1.68±0.23 ㎍/㎖이었으며 이때 시간

(Tmax)는 1.85±0.12 h이었다.

Fig 3. Mean (+SD) plasma tiamulin (TIA) concentrations following 10 ㎎/㎏ intravenous (●) and 50 ㎎/

㎏ oral administration (▲) in 6 healthy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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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OTC는 그람양성균, 렙토스피라, 리켓치아, 클라미디아,

마이코프라즈마 및 원충 등에 의한 동물감염증에 우수

한 약효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TIA는 pleuromutin의 반

합성 항생물질로 돼지와 닭에서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

는 mycoplasma에 강한 항균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9,20

. 현재 국내에서는 OTC-TIA 복합제는 돼지의

세균감염증 치료에 응용을 하고 있다. Burch 등
6
은 돼지

의 호흡기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세균(Pasteurella, Hae-

mophillus, Mycoplasma)에 대하여 시험관내에서 chlorte-

tracycline (CTC)와 TIA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결과 두 항

균제사이에서 상승작용 및 상가작용이 있음을 관찰하

다. 본실험에서도 돼지의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균주

에대하여 FIC값이 P. multicida Type A, P. multicida Type

D, K. Pneumoniae 2001, K. Pneumoniae 1560, K. Pneumoniae

2208, H. pleuropneumonia S 2, H. pleuropneumonia S 5

그리고 B. bronchseptica에서 각각 0.74, 0.76, 0.77, 0.74,

0.74, 0.30, 0.36 그리고 0.77를 보여 상승작용이 있음을

관찰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Burch 등
6
이 보고한 결과

와 일치하 으나 CTC와 TIA에 대한 약물동태에 대한

연구는 결여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동물종

에 있어서의 OTC의 약물동태학적 모형은 대부분 2-

compartment 모형
13-18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TIA에 대

한 약물동태학적인 연구는 현재 개
27
에서만 보고되어 있

고 산업동물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TIA에 대한

약물동태에 대한 보고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혈중에서

TIA에 대한 약물의 분석이 쉽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OTC-TIA의 복합제가 상품화되어 산업동물인 돼지

에서 응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에서 OTC-

TIA 복합제에 관한 동태학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OTC-TIA 복합제를 돼지에 정맥 및 경

구투여시 약물동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번에 걸친 재추출법으로 기존의 추출법
28
보다 회수율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혈장에서 OTC와 TIA의 동시분석을

UV 흡수차에 의한 HPLC 방법으로 분석하 다(Fig 2).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OTC-TIA 복합제를 20 ㎎/㎏의 용

량으로 돼지에게 정맥투여 후 각각의 OTC와 TIA의 약

물동태학적 부변수를 계산한 결과, T1/2α는 0.39 h과 0.17

h으로 TIA가 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Vdss는

OTC가 0.85 ℓ/㎏ 그리고 TIA는 2.44 ℓ/㎏로 TIA가 2.87

배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이유는 K12/K21의 비율에

서 알 수 있듯이 TIA는 6.25로 OTC의 1.93보다 큰 조직

친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TIA가 OTC보다

체내 각조직에 대한 친화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는

Dreyfuss 등
29
이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하여 TIA의 조직

분포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TIA의 조직친화이 크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 다. T1/2β의 반감기는 OTC는

4.36 h으로 TIA의 6.6 h보다 더 빠른 소실반감기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의 OTC에 대한 약물동태학의 부변

수를 다른 동물 종차에 따른 약물동태학적 부변수와 비

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보여준 돼지의 T1/2α와 T1/2β는

토끼(♀)
30
의 T1/2α인 0.5시간과 T1/2β의 7.32 h, 그리고

랫트
31
에서 T1/2α가 0.46 h, T1/2β가 3.35 h로, 본 실험에서

의 T1/2α는 유사하 으나 토끼에서 T1/2β는 돼지보다 길

게 나타났다. 다른 동물과 Vdss를 비교시 소
14
에서 0.94

ℓ/㎏, 랫트
31
는 0.79 ℓ/㎏, trout 2.1 ℓ/㎏

32
, african catfish

1.3 ℓ/㎏
32
그리고 토끼에서 0.81 ℓ/㎏

30
로 보고된 것보

다낮았다. 그리고 OTC 단독투여된 돼지에서는 1.84 ℓ

/㎏
15
로 본 실험에서 보여준 0.85 ℓ/㎏ 보다 큰 Vdss를 보

여주어 종에 따라 다양한 Vdss를 보여주었다. 면적하곡

선(AUC)는 48.95 ㎍/㎖/h로 토끼
30
의 수컷에서 보여준

25.59 ㎍/㎖/h, 암컷이 39.63 ㎍/㎖/h 보다 큰 값을 보 으

며 단독 투여한 돼지
15
에서 57.5 ㎍/㎖/h 보다는 작은 값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OTC와 TIA을 동시에

투여하 을 때 TIA가 OTC의 제거반감기를 단축시키는

결과에 기인하는지는 본 실험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된 OTC의 약제의

제형은 장시간 작용을 하는 제제이나 본 연구에서는 장

시간 작용 제제화로 구성되지 않은 OTC를 사용하 기

때문에 간대사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TIA에 대한 약물동태학적인 연

구는 보고가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동물과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사용빈도를 고려할 적에 다른

동물에서 약물동태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실정으로 생

각이 된다.

OTC-TIA 복합제를 경구투여 후에는 정맥투여와는 달

리 1-compartment model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정맥외

투여의 약물동태학이 1-compartment 모델을 취하는예는

여러약물에서 찾아 볼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일반적

으로 다체액분구모형을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약물이

정맥이외의 경로로 투여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긴 흡수

기에 분포기가 포함됨에 따라 나타나는 모형으로 설명

할수 있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OTC와 TIA를경구

투여 후 1-compartment 모델과 2-compartment 모델로 동

시에 분석을 한 결과 2-compartment가 보다 좋은 ACI 값

을 보여주어 2-compartment 모델로 분석을 하 다. 그

결과 OTC와 TIA의 T1/2β는 6.84 h와 6.36 h을 보여주었

다. TIA의 정맥주사후의 T1/2β는 경구투여 후의 T1/2β 비

슷한 T1/2β 보여주었으나, OTC는 긴 T1/2β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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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OTC는 경구투여시 사료내에 이는 2가

무기이온과 결합을 하고 또한 사료내의 성분들과 결합

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결과 생체이용율은

OTC가 4%이었으며 TIA는 9%로 낮은 생체이용율을 보

여주었다. OTC의 이러한 결과는 Mevius 등
13
이 보고한

9%와 일치하는 결과로 OTC-TIA 복합제의 경구투여는

돼지의 질병감염여부 및 gastric emptying 시간을 고려하

여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OTC의 생체이용율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생

체이용율의 변차가 4%에서 47%로 절대적인 수치를 보

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31-35

. TIA는 조직에 대한 분포가

빠르고 친화성이 강하므로 실제로 혈장에서 보여주는

농도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

이 된다. 이러한 근거로 Dreyfuss 등
29
은 TIA는 혈장에서

보다 조직에서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시 OTC-TIA 복합제는 호흡기질병

원인균에 대하여 시험관내에서 상승작용이 있음을 관찰

하 고 정맥 및 경구투여 후에도 두 항균제의 배설반감

기와 유효혈중농도의 지속시간이 유사하여 두 항균제가

동시에 병원성세균에작용할 것으로 기대가되나 두 항균

제에대한조직분포비율이상이함으로두항균제에 대한

복합비율에 있어서의 약역학 및 약물동태학관점에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결 론

돼지유래병원성세균에 대하여 시험관내에서 OTC와

TIA 병용투여시 상호작용의 결과를 FIC 기준으로 S.

typhimurium 1925, P. multocida Type A, P. multocida

Type D, K. Pneumoniae 2001, K. Pneumoniae 1560, K.

Pneumoniae 2208, H. pleuropneumonia S 2 및 H.

pleuropneumonia S 5에서는상승작용을 보여주었으나, E.

coli K88ab, S. choleraesuis 그리고 Stap. aureus에서는 상

가작용을보여주었다. 이들 복합제 (OTC: TIA=1:1)를 체

중 ㎏당 100 ㎎의 경구투여 후 그리고 20 ㎎의 정맥투여

후 약물동태에 관한 특성을 구명하 다. 시험관내에서

이들 병원성균들에 대한 두 항균제의 상호작용은 FIC를

기준으로 상가작용 혹은 상승작용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맥 및 경구투여 후 OTC와 TIA에 대한 돼지에서 약물

동태를 2-compartment open model로 최적화하여 약물동

태의부변변수를 구하 다. 그 결과정맥투여 후 OTC와

TIA의 T1/2α와 T1/2β는 0.39 h과 4.36 h 그리고 0.17 h과

6.64 h으로 각각 계산되었다. OTC와 TIA의 Vdss은 0.85

ℓ/㎏와 2.44 ℓ/㎏로 TIA가 큰 분포용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OTC와 TIA를 경구투여 후에 OTC와 TIA의

Cmax는 0.44 ㎍/㎖ 그리고 1.68 ㎍/㎖로 나타났으며 이때

Tmax는 1.07 h (OTC) 그리고 1.85 h (TIA)로 각각 나타났

다. OTC-TIA 복합제의 경구투여 후 T1/2β는 6.84 h와

6.36 h으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OTC- TIA 복합

제는 병용투여시 돼지에서 복합감염시 유용한 치료제로

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약물동태학적으로 경구투

여시 높은 조직분포를 보여주었으며 세균에 의한 조직

감염증에 유용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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