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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netration of cefotiam into bronchial secretions was evaluated in 20 patients with acute 

bacterial infections after administration of a single intravenous dose of cefotiam 1 g. Bronchial 

secretions were aspirated bronchoscopically , in 1, 2, 3 & 4 hours after cefotiam infusion and serum 

was sampled simultaneously. Cefotiam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by thin layer cup methods. 

Cefotiam concentrations in bronchial secretions were 2.2 , 2.5, 2.2 , 3.3 mcg/ml at 1, 2, 3 and 4 hours, 

respectively, which were higher than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for E. coli, K. pneumoniae, 

H. inflllenzae & P. mirabilis. The ratios of the cefotiam concentration in the bronchial secretion to 

that in the serum at the sarne tirne 、vere 0.70 and 1.27 in 3 & 4 hours 

The results confirrn the rapid and significant diffusion of cefotiarn into the bronchial secretion, 

especially in the presence of aCllte bacterial infection 

서 르즈 
」

세균성갇염 의 치료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인자의 하나 

로， 감 염 균 에 대 한 minimum inhibitory concentra 

tion (이하 MIC) 을 능가하는 갇염부위에서의 항생제농 

도를 들수 있다1) 항생제의 혈청농도가 간질 ( inter-

*본 논푼의 요지는 1988년 11월 12영 제 67차 추셰강핵 꽉 

란 ， 11 σ1 까 상 "11 ι 1 발jl 되 었음. 

stitium) 농도의 지 표로서 사용되 어 왔지 만2.3 )’ 기 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 등에서는 화농 (purulence) , 정체 

(stasis) , 섬 유화 (fibrosis) , 혹은 해 부학적 파괴 가 일 이 

난 부위로의 항생제침투 (penetration)능력이 펴1 간질 휴 

은 펴1포부위의 감염시보다 떨어지므로4 ) 항생제의 시관 

지분비울내농도가 혈청농도보다 치료효과의 예측지표로 

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4‘5 ) 또한 객 담은 일빈적 

으후 타액에 의한 희석이 예상되므로1.6) 직접 채취한 기 

판지운비울에서의 항생 처l 농도 측정이 보다 정 화하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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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otiam (ceradolan) 은 제 2 세 대 cephalosporin 제 

제로서 그랑음성균에 대한 강한 항균력. bet a- lact

amase 흑은 cephalosporinase에 대 한 저 항력 을 갖고 

있으며 7-9) 확산에 의한 기관지분비울로의 침투가 타 

cephalosporin 제제보다 비 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9) 

이 에 저 자들은 기 관지 감염 환자에서 cefotiam의 정 맥 

투여후 시간경과에 따른 기관지분비플내농도의 변화 및 

혈청농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cefotiam의 기관지분비 

물로의 확산양상을 딸아보고자 다음 연구를 실시하였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1987년 12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기관지확장증환자등 20예를 대상으로 했고， 다 

음경우는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헬액 흑은 요검사로 신장 흑은 간기능의 이상이 확 

인된경우. 

2) 검사전 3일이내에 항생제투여의 병력이 있거나， 

검사전 기저 (basal) 혈청에서 항생제활성 (activity) 이 

증벙된 경우. 

3) 기관지경걷사시 기관지분비울이 소량이어서 기관 

지경하 채취에 실패하거나 육안적으로 혈액성인 경우. 

대상환자의 기저질환은 기관지확장증 16예 ， 펴!암 4예 

이었고， 남녀비는 1 : 1. 연령은 평눈 52세 (28-72세) 였 

다. 

2. Cefotiam 투여 

피부반응검사 음성을 확인 후 cefotiam 1 g을 생리식 

엽수에 용해하여 30분에 걸쳐 정맥주사했다. 

3. 시료채취 

Cefotiam 투여 시작후 1 ， 2 ， 3 ， 4 시잔에 각 5영씩 총 

20명에서 실시하였다. 기관지경하에서 기관지분비울을 

채취하였으으로 환자 1인당 1회씩만을 시행하였고 이미 

분비된 기관지분비울에 의한 희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 

사 전날밤 및 당일아침에 가능한 한 최대로 객담배출을 

시킨후 검사에 임하였다. 

혈청은 cefotiam 투여전 기저혈청을 채취하여 검사전 

m … 

항생제 투여 가능성을 배제하는 지표로 삼았고‘ 기관지 

분비울 채취와 동시에 시험혈청을 채취하였다. 

기관지분비울은 비강 및 인후까지만 국소마취후， 기 

펀 지 내 lidocaine의 사용없 이 주로 엽 상 혹은 소엽 상기 

관지에서 기관지경하흉인에 의하여 채취하였다. 

4. Cefotiam 농도분석 방법 

Thin layer cup method로서 l0), 사용세 눈은 Proteus 

mirabilis IFO 13300 닫주였고， 표준용액은 cefotiam 

을 증류수에 희 석 하여 0_625, 2_5, 10‘ 40mcg/ml로 만 

들어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분광측광기로 흉광도 600nm에서 광학적 델도 0_8 

로 맞춘 균액 1.5 ml를 Mueller-Hinton broth 300 ml에 
λ， .. L~二 rl
11 \_ -, 

2) 50- 55'C 의 water bath에서 broth에 섞인 균액을 

녹여 액체상태로 Petri dish에 분주한다. 

3) 47~ 의 실린더 (스테인레스 컴 ) 를 약 3_5cm 간격으 

로 Petri dish에 배치한 후 해당시료 100 mcl씩을 실린 

더에 분주한다. 

4) 34'C 에서 24시간 배양한다. 

5) 억 제 대 (inhibition zone) 의 직 경 을 재 서 표 준 

cefot iam 농도에 따른 억제대그래프상에서 시료 cefo

tiam 농도를 결정 한다. 

성 적 

Cefotiam의 혈청농도의 평균은 1시간에 19_6 :1:: 4_0 

mcg/ ml, 2시간에 12_0 :1:: 7_6 mcg/ ml. 3시간에 4_7 :1:: 3_ 1 

mcg/ ml. 4시깐에 3_3 :1:: 1.7 mcg/ml였고‘ 기관지분비물 

내 cefotiam 농도의 평균은 1시간에 2_2:1:: 1.0 mcg/ ml. 

2시간에 2_5 :1:: 1.5 mcg/ ml, 3시간에 2_2 :1:: 0.4 mcg/ ml, 4 

시간에 3.4 :1:: 2_0 mcg/ml로서 cefotiam의 혈청농도가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기관지분비울내 

농도는 일정수준을 유지하였고 1- 4시간까지의 모든 측 

정 값의 범 위 는 1.3- 5_5 mcg/ml로서 (1.5 mcg/ ml 이 상 

이 20예중 18예 ) 개인에 따픈 차이는 컸지만 E_ coli_ K 

pneumoniae, H _ influenzae등에 대 한 MIC인 0_20-

0_78 mcg/ml ' 1. 12 )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Fig_ 1). 기 

관지분비울/혈청농도비는 (Fig_ 2) 시간경과에 따라 1시 

간에 0_ 19 :1:: 0_18. 2시간에 0_30 :1:: 0_20‘ 3시간에 0_70 :1:: 



료효과의 예측지표로서 사용되어 왔다1.14) 그러나 치료 

목적 부위인 조직에서의 항생제농도가 혈청농도보다 낫 

고 상관관계도 뚜렷치 않다는 점 때문에 1.4.6) 조직 혹은 

분81울에서의 항생제 농도를 직접 측정하여 항생제의 유 

효성 판정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있다9.15-19) 

기관지감염에서는 객담， 직접채취에 의한 기관치분비 

물 그라고 폐조칙에서 항생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 1)’ 。 l 중 객담은 일반적으로 항생제농도가 낮은 타액 

에 의한 희석이 운제가 되고ι6)’ 폐조직은 혈관분포가 풍 

부하여 기관지분비울에서 보다 항생제농도가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어서 16찌， 임상적으로는 기관지분비풀내 항 

생제농도가 가장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자 

들은 육안적으로 헬액에 의한 기관지분비물의 오염이 분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지경하 흉인에 의해 채취한 

기관지분비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기관지분비울내 cefotiam 

농도의 평균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개개인의 

측정값은 변이가 컸는데， cefotiam9
) 흑은 타 항생 

져16.15.16)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도 개인차는 큰 것으로 나 

타난 바 있다. 조칙으로의 항생제 침투 정도를 좌우하는 

인자로는 항생제의 분자구조 및 크기， 단백결합율， 조직 

으로의 전달형태 (수동 혹은 능동)， 그리고 조직에서의 

염증 흑은 손상정도등이 알려져 있다1 .6) 즉 분차량이 작 

은 울질은 쉽게 mucin pore에 갇히기 때문에 21) 분자량 

이 클수록 기관지분비물로의 침투가 잘 이루어지고 

erythromycin과 같이 여 러 개 의 benzene ring을 구조에 

여 러형태의 세균성감염에서 항생제의 혈청농도가 치 포함할 경우 침투가 잘 되며 l，6)， 지용성이거나 이온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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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cefotiam concentrations in the serum (.) 
and bronchial (0) samples. 

•••••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for E. 
coli , K. Pneumoniae, H. influenzane, P. mira
b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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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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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Bronchial secretion/Serum) of cefotiam 
concentrations. 

0.50, 4시간에 1.27:t 0.98로서 3, 4시간에서의 기관지분 

비울/혈청농도비가 1시간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0.05). 

기 관지분비울의 농성정도에 따라 3, 4시간 채취 10예 

를 농성 5예와 정액성~점액농성 5예의 양군으로 비교해 

볼때 (Fig.3) , 기관지분비울/헬청농도비의 평균이 농성 

군에서 ~ "7:t 0.99, 정액성군에서 O. 70:t 0 . 49~료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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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Com parison of BS/S ratio between purulent and 
mucoid-mucopurulent bronchial secrttions sam
pled at 3rd & 4th hour.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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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 펼수록 세포약의 전도가 쉽 다1) 또 이흔적으로 단백 

결합 정도가 높을수록 헬청에서는 고농도， 조칙에서는 

저농도여서 22)‘ 단액결합이 안된 유리형이 많을수록 기 

관지분비윤호의 확산능 맞 항생세 활성도가 높은 것.E..로 

알려져 있는데 cefotiam의 경우 단백결합율이 8%12)로 

서 ceftazidime (10% )191. ofloxacin (6.3% )2 3)과는 비슷 

하 나 cefurox ime (33 %). cefoxitin (72 %). cefoper. 

azone (90%ì I9 1보다는 낮아시 조직침투이1 잇점이 있다. 

하지 만 cefotiam은 반강기 가 0.8 시 간으로서 12) cefur. 

oxime { 1시간) . ceftazidime ( 1. 8시간) 보다 짧으며 혈청 

및 조직에서의 항생셰농도유지에 혈청반감기가 중요인 

자라는 의견도 1 9) 있음을 고려해야겠다. 

한편 조객으호의 전달형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수 

동천딸이 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6)， 짧은 거리에서 

는 농도차에 의한 수동전달이 주요기전이지만 병변이 있 

는 경우에는 능동천달도 관여하고1 ) 특히 조직에서의 염 

증이 있는 경우 항생제의 조칙으로의 전달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9.15 ， 24) 본 연구에서도 특히 

cephalosporin 제제는 기관지내 염증이 있는 경우 능동 

이동형태의 도웅을 받아 기관지분비울내 농도가 증가될 

것이라는5) 가설을 증명해보고자 기관지염증의 결과인 

기관지분비울의 육안적 양상에 의해 농성 및 정액성 ~정 

액농성의 양군으로 나누이 비교해 보았으나통계적 유의 

성이 없었는데， 이는 육안분류만A로는 농성-정액성의 

구분이 정확치 않다는13) 정을 고려해 볼때 ， 분비울내 백 

혈구수 등 객관적 근거에 입 각한 추시를 해볼 필요가 있 

겠다. 또한 항생제의 능동전달과 염증정도에 따른 전달 

차는1.5) 본연구 빛 타연구에서 개인에 따른 변이가 큰 것 

에 대한한설명이 될수있겠다. 

기관지분비울내 항생제의 제거기천3로는 정액성모운 

동혹은기침을통한기관지정화， 혈액 -기관지 장벽 (blo. 

od.bronchus barrier) 을 통한 재 흉수， beta.lacta. 

mase등에 의한 기관지내 대사에 의한 제거등이 알려져 

있는바1.6)’ 4시간까지 조사한 본 연구에서 투여시작 4시 

간에 기관지분비울/혈청농도비가 1을 념은 것은 기관지 

분비 울축적 시 수분의 선 택 적 재 흉수나 증말로 cefotiam 

농도가 증가됐을 가능성도1)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 

관지분비울과 혈청농도플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농도 

간의 비를 구하거나 시간 항생제농도곡선상에서 면척을 

비교하는 방법등이 제안된바 있다6) 

본 연구에 서 기 관지 분비 울내 cefotiam 농도는 4시 깐 

까지 최 소 L3 mcg! ml 이 상으로서 (1.5 mcg/ ml 이 상이 

90%) E. co!i, H. influenzae등에 대 한 MIC 이 상이 었 

고， 투여 3. 4시 간에 헬청농도의 70, 127%였다. 이는 

복부수술후 cefotiam 19을 정 액주사하고 6시 간동안 

0.4-14.2 mcg/ml의 농도를 유지했으며 25) 기관지분비 

울에서 19의 cefotiam 정맥주사후 1.45, 2.80. 5.80, 

4.40mcg/ml로서 기관지분비울/혈청농도비가 3시간에 

서 최고이고 3, 4시간에서 100%를 념었다는9) 결과등과 

일치한다. 또한 타 cephalosporin 제제에서 기관지분비 

울내 농도가 최고혈청농도의 5-10%6). cephalothin에 

서 기관지분비울/헬청농도비가 4시간내 25% 미만이었 

다는 결과와 비교해볼 때 기관지감염시 cefotiam은 기 

관지분비물로의 침투가 잘 이루어지며， 이는 세균성펴l 

염에서의 85%의 임상유효율7)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있겠다. 

결 론 

1987년 12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내 

과에 입원한 급성기관지감염 환자에서 cefotiam 투여후 

기관지경하 채취된 기관지분비불과 혈청내놓도를 비교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efotiam 정 맥주사후 1, 2, 3, 4시 간의 기 관지 분 

비 울내 농도는 평 균 2.2, 2.5, 2.2, 3.3 mcg/ml로서 주요 

그람간균에 대한 MIC보다 높은 농도를 유지했다. 

2) 기관지분비울/혈청농도비는 투여후 3, 4시 간에 

70, ' 127%로서 타 cephalosporin 제제의 5-25%보다 

높았다. 

이 상의 결과에서 cefotiam은 기관지 분비 물로의 확 

산， 칭투가 잘되고 시간에 따른 기관지분비울내 농도의 

변화는 혈청농도와는 다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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