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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박경수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작정 임상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온 저를 받아 주시고 제가 나태해지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민구 교수님, 

박민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호탕하게 웃으시면서도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할 경우에는 호되게 혼내시는 김경환 

교수님, 김동구 교수님, 그리고 언제나 카리스마를 간직하고 계신 

안영수 교수님,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으면 웃으시면서 따뜻한 

말씀 건네주시는 김철훈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계실 故이우주 교수님 아직도 교수님과의 

마지막 날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옆 방에 계시면서 인자한 

웃음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던 故이우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의 랩에 속해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도와준 성복 오빠, 같은 Lab 원으로 

2 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지내 온 윤정, 지금은 UCSF 에 계시는 

지하 언니, 잠깐이나마 같은 건물에 살았던 예영민 선생님, 그리고 

임아영 선생님, 박윤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다가 투정 부려도 언제나 웃으면서 받아주시던 

민선해 선생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언제나 도움을 주시던 

임종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부터 제 고민을 

들어주고 졸업해서도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종화 오빠, 제가 취업을 성공 할 수 있도록 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면서 제 영어를 지도해준 현우 오빠, 그리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불러서 위로해준 승근 오빠, 질문할 때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이성희 선생님, 졸업 

준비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무뚝뚝하면서도 다 알려준 준오 

오빠, 그리고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올해 유독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도 웃음으로 교실을 이끌어준 보람언니, 언제나 터프 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미경, 특유의 애교로 웃음을 주는 우리, 엉뚱한 

매력이 있는 재석오빠, 이젠 건강해 져야 할 주경돈 선생님과 기호 

오빠, 그리고 제가 교실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주신 

이장원 선생님, 그리고 지헌영 선생님, 인숙 언니, 정남 언니, 

이정호 선생님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모두 열거 할 수 가 없어 죄송할 뿐입니다. 약리학 교실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병원 신세 졌던 막내 딸 때문에 서울 보내 놓고 

한시도 맘 편하게 못 지내셨을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석사 생활에 대한 충언을 아까지 않았던 언니와 

형부, 새벽에 지쳐서 들어오는 막내 동생을 위해 아침도 챙겨주고 

옆에서 늘 저의 얘기를 들어줬던 오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007년 12월 
정효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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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시부트라민시부트라민시부트라민시부트라민 제제의제제의제제의제제의 약동학적약동학적약동학적약동학적 특성과특성과특성과특성과  
그에그에그에그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Sibutramine은 secondary amine(M1)과 primary amine(M2)으로 

대사되는 비만치료제이다. Sibutramine 제제의 약동학적 연구에 

의하면 약물의 전신 노출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Cmax의 개체간 

변이 값이 68%로써 개체간의 약동학적 차이가 매우 큰 약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리덕틸 

(sibutramine hydrochloride, 대조약)과 이를 개량한 sibutramine malate 

(시험약)의 비교 임상시험 결과로부터 한국인에게 있어서 

sibutramine의 약동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찰해보았다. 

이에 대한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공개, 

그리고 2×2 교차 설계로 수행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시험약과 

대조약 (각각 sibutramine 함량 12.5mg) 을 각각 단 회 경구 

투여하였다. 채혈은 두 제제 모두 투약 후 72 시간까지 시행하였고, 

첫 투약 후 다음 투약 일까지는 14 일의 휴약기를 가졌다. 

Sibutramine parent 와 대사체 M1, M2의 혈장 농도는 LC/MS/MS로 

분석하였으며, 약동학 특성은 WinNonlin의 비구획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 평가변수로는 Cmax, AUClast, 그리고 AUCinf를 

사용하였으며, 2차 평가변수로는 Tmax와 t1/2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약동학적 특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age, sex, body weight, 

height, BMI, smoking, 그리고 alcohol의 7 개의 인구학적 요인에 관해 

WinNonlin의 LinMix 모델과 NONM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시험에 등록된 총 피험자 수는 54 명으로 모두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종료하였으며 두 제제간의 Cmax, 

AUClast, 그리고 AUCinf 는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기준을 만족하였다.  

약동학적 특성에 미치는 요인을 LinMix 모델로 분석해본 결과 

sibutramine 대사체 M1의 Cmax는 smoking, BMI, sex, 그리고 M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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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x는 body weight, age, smoking의 영향을 받았다. 나머지 

parameters는 7 개의 covariates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고, 유의성 

정도는 모두 비슷하였다. Sibutramine parent의 약동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NONMEM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body weight와 

height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model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covariates는 서로 유사한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sibutramine 제제의 약물 동태와 약물 

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되는 말: sibutramine, 약동학, 개체간 변이,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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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한국인에서한국인에서한국인에서 시부트라민의시부트라민의시부트라민의시부트라민의 약동학에약동학에약동학에약동학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지도교수 박박박박 경경경경 수수수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정정정정 효효효효 선선선선 

 

I. 서서서서 론론론론 
 

Sibutramine 제제는 1980 년에 최초로 합성되었고 1989 년에 처음

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weight control agent로서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항 우울 효과를 기대하고 연구하던 중 항 우울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고 체중감소효과가 발견되어 비만치료제로 개발되었다. 

이 제제는 1997 년 FDA의 승인을 받아 1998 년 미국에서 메리디아

(Meridia)라는 상품명으로 처음 시판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1 년 7 

월 2 일에 시판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 월 15 일부터 리덕틸® 

(Reductil®)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1.  

Sibutramine은 serotonin(5-hydroxytryptamine)과 noradrenalin reuptake 

inhibitor (SNRI) 로서, secondary amine(M1) 및 primary amine(M2)으로 

대사되는데, 이 대사물질들의 약리 작용이 sibutramine보다 더욱 강

하며 noradrenalin reuptake 억제 작용은 selective noradrenalin reuptake 

inhibitor인 desipramine과 동등하고, serotonin reuptake 억제 작용은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인 fluoxetine과 동등할 정도로 강하

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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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utramine 및 그 대사물질 등은 monoamine neurotransmitter의 

release나 monoamine oxidase(MAO) 억제 작용은 없으며, 활성화된 대

사물질들은 긴 반감기를 갖고 있고 혈액 내에 일정한 농도로 유지

되며 불활성화 되면 소변으로 배설된다1. 

Sibutramine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포만 기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일일 식사 섭취를 억제하고, 갈색 지방 세포에서 교감 신경을 항진

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인 thermogenesis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하여 

사람에게 sibutramine 제제를 투여하면 위약 군에 비해 기초대사율 

뿐만 아니라 식사 후 열 발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ibutramine은 식사 섭취 감소 및 체중 감량 시에 동반되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상쇄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sibutramine 제제의 임상시험에 의하면 

치료 시작 24주에 위약 군에 비하여 3 ~ 5 kg 더 많은 체중 감소를 

나타내었고 1년 후에도 감소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복부 지방 

감소 현상도 보이고 있어 메타 분석에 의하면 sibutramine 10 mg을 6 

개월 간 사용했을 때 체중은 11.2 kg, 복부 둘레는 5.5 cm, 복주-둔부 

둘레 비는 0.03 ~ 0.04로 감소하였다. 복부 CT촬영에 의한 전체 복부 

지방은 18%, 피하지방은 17%, 내장 지방은 22% 감소하여 내장 지

방 감소 현상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ibutramine 제제에 

의한 체중감량은 lipid profile과 insulin, C-peptide의 수치 개선 효과를 

야기하며 간접적으로 당 대사 장애,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 심혈

관질환 위험인자에 의한 개선 효과가 있다4. 

Sibutramine 제제의 투여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

로는 심혈관계와 관련하여 일부 환자에서 혈압의 상승이 보고되어 

있고, 기타 소화기계에서의 변비, 구역, 소화불량, 신경계에서의 불

면증, 어지러움, 불안증, 우울증, 피부와 관련해서는 발적, 발한, 단



 

5 
 

순 포진, 전신 증상으로는 두통, 유행성 감기증상, 외상, 무력증 등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지금까지 sibutramine 제제의 약동학적 연구에 따르면 약물의 전신 

노출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AUC (the area under time-concentration 

curve)나 Cmax (the peak concentration)의 개체간 변이 값이 14%에서 

68%로써, 개체간의 약동학적 차이가 매우 큰 약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용량의 sibutramine 제제를 투여할지라도 환자 개개

인의 특성에 따라 sibutramine의 약동학적 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

므로5, 어떤 환자에게서는 치료농도 범위에 속하는 한편 어떤 환자

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sibutramine의 개

인별 약동학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최근 sibutramine hydrochloride 제제와 

hydrochloride 염기를 malate로 바꾼 sibutramine malate 제제간의 비교 

약동학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sibutramine의 모체와 대사체의 

약동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sibutramine의 적정 용량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sex, age, body weight, height, smoking, alcohol, 

그리고 body mass index(BMI)를 고려 할 수 있으며, 밝혀진 원인을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최대화 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치료 용량을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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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만 19 세에서 55 세의 건강한 한국인을 대

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동의서에 서명

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들은 투여 전 3 

주 이내 담당의사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실시한 혈청검사, 

혈액학검사, 혈액화학검사, 뇨검사 등 실험실검사와 심전도검사 결

과 피험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 건강 진단 

시 비임신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1기 투약일 2주 전부터 추적 방문 

시까지 성생활을 금하기로 동의하였다.  

Sibutramine 성분을 비롯한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거나, 

첫 투약일 전 2 주 이내에 어떠한 처방약(MAOIs, CYP3A4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등)을 복용한 자는 제외되었으며, 또한 major eating 

disorder (anorexia nervosa or bulimia nervosa)가 있는 자와 다른 식욕감

퇴유발 약물을 복용한 자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고혈압의 과거력 또

는 가족력이 있거나 스크리닝 검사 결과 심전도 상 이상이 있는 경

우에도 제외 기준에 포함되었다2.  

이를 바탕으로 시험자가 임상시험 참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를 최종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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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방법방법방법방법 

가. 시험의 종류 

본 시험은 단 회 투여 2 군 2 기 교차설계시험으로 실시하였다. 

시험대상을 아래 표와 같이 임의로 2 군으로 나누고, 제Ⅰ 기 제 1 

군에서는 시험약인 sibutramine malate 캡슐, 제 2 군에서는 대조약인 

리덕틸 (sibutramine hydrochloride) 캡슐을 동일 투약일정으로 

투약하였으며, 제 Ⅱ기에는 그 반대로 투약하였다.  투약량은 각 

제제 모두 1 캡슐을 경구 투약하였고 주성분인 sibutramine 의 

함량은 12.5 mg이었다. 

 

표표표표 1. 2 군 2 기 교차설계시험에 의한 군별 투약계획 

기 
군 지 원 자 

I II 

1 

A01, A02, A03, A04, A05, A06, A07, A08, 
A0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 A21, A22, A23, A24, 
A25, A26, A27 

시험약† 대조약‡ 

2 

B01, B02, B03, B04, B05, B06, B07. B08, 
B09, B10, B11, B12, B13, B14, B15, B16, B17, 
B18, B19, B20, B21, B22, B23, B24, B25, 
B26, B27 

대조약‡ 시험약† 

†시험약: sibutramine malate 캡슐 (sibutramine으로서 12.5 mg) 

‡대조약: 리덕틸 (sibutramine hydrochloride) 캡슐 (sibutramine으로서 

12.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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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전날 피험자 관리 

피험자의 건강진단, 투약, 채혈, 이상반응 발생의 예방 및 처치 

등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임상병리검사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정도 관리진단을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소속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실시하였다.  

투약 전일 오후 6 시경에 피험자 전원을 소집하여 동일한 식사를 

제공한 후 지정된 병실에 수용관리하고 운동, 식사, 흡연 음주 및 

xanthine계 음료 등을 제한 관리하였다. 피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2 군으로 분류한 후 시험내용과 주의사항을 시험담당자가 

주지시키고, 밤 12 시 전에 취침을 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투약 

전 10 시간 동안 금식하도록 하였다.  

 

다. 시험기간 피험자 관리 

(1) 제 1 기와 중간방문 

투약 첫날(D1) 오전 8 시경에 투약직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투여군에 따라 시험약과 대조약을 1 캡슐씩 경구로 

투여하였다. 투약 후 2 시간까지 물을 포함하여 일체 금식하며 투약 

후 2 시간부터 4 시간까지는 물을 제외하고 금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약 후 4 시간까지 45 도 이상의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있도록 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에게는 오전 12 시, 저녁 6 시에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투약 12 시간 후인 저녁 8 시에 12 

시간째 채혈을 한 후 휴식 후 취침하도록 하였다 

투약 다음 날(D2) 오전 8 시경에 24 시간 째 채혈을 한 후 혈압, 

맥박,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남은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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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완료할 때까지 음주나 약물 복용을 일체 금한다는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 후 귀가시켰다. 

귀가 후 다음 날(D3)과 이틀 뒤(D4) 아침 8 시경에 병원에 

내원하여 각각 48 시간과 72 시간 째 채혈을 한 후, 혈압, 맥박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D4 에는 혈액학, 

혈액화학, 뇨검사, 심전도를 실시하였다 

제 1 기까지의 모든 임상시험을 마친 피험자를 대상으로 중간 

방문 날(D7~D10) 병원에 내원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2) 제 2 기와 추적방문 

14 일간의 휴약기를 거친 후 제 Ⅰ기와 마찬가지로 D14 오후 

6 시에 입원하여, 익일 제 1 기와 같은 시각에 제 1 기 때와는 

반대로 시험약과 대조약을 1 캡슐씩 투여하면서 제 1 기 임상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제 2 기까지의 모든 임상시험을 마친 피험자를 대상으로 

추적방문 날(D21~D24) 병원에 내원하여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라. 투약방법 

피험자 전원은 제Ⅰ기 시험 첫날 오전 8 시경에 시험약 (1 군) 

또는 대조약 (2 군) 1 캡슐을 물 240mL 와 함께 경구 투약하였다. 

제Ⅱ기 시험 첫날은 군간 제제를 바꾸어(시험약(2 군), 대조약(1 군)) 

동일한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채혈방법, 채혈량, 및 검체보관 

시험 당일 아침 8 시경에 피험자의 팔 또는 손등의 정맥부위에 

heparin-locked catheter를 설치하고 공혈액으로서 8 mL 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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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하였다. 채혈 시 채혈세트 안에 남아 있는 헤파린 처리 

생리식염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매번 약 1 mL의 혈액을 빼내어 

버리고 약 8 mL 의 혈액을 채취하고, 다시 catheter 안에 잔류하는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용 헤파린을 넣은 주사용 생리 

식염수 1 mL 를 주입하였다. 채혈된 혈액을 헤파린이 포함된 

채혈용기 (tube) 에 취한 후 30 분 이내에 3500 rpm 으로 10 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의 혈장만을 분리하여 분석 시까지 -

80℃에서 보관하였다. 각 tube 에는 피험자번호, 채취시간 (약물 

투여시간 기준), 채취일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며, 냉동고에 

보관하기 전에 각 라벨을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바. 채혈시간의 설정 

두 제형의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된 

본 임상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규정에 의하면 (i) 채혈은 소실 반감기의 

3 배 이상 또는 일정시간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AUClast)이 

무한시간 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 하 면적(AUCinf)의 최소 

80%이상에 해당되는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하여야 하고 (ii) 

채혈횟수는 원칙적으로 12 회 이상으로 하며, 최고혈중농도 도달 전 

적어도 2 회 이상 채혈하되, 채혈기간 및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Tmax) 등에 따라 채혈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두 제제간 혈중 sibutramine 의 모체(parent)뿐만 

아니라 그 대사체인 M1, M2 의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함으로 

채혈시간의 설정을 위해서는 parent, M1, M2 각각에 대한 혈중 

반감기와 Tmax 값이 필요하다. 기존에 시행된 임상시험 결과와 

문헌상의 보고에 의하면 M2의 소실 반감기는 18.3 ~ 23.07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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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어 parent 의 소실 반감기인 8.38 시간이나 M1 의 소실 

반감기인 14.3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길었다. 또한 Tmax 값은 1.14 ~ 

1.2 시간 (parent) 또는 2.5 (M1) ~ 4.25 시간 (M2)으로 나타났다 5,7,8,9. 

따라서 Tmax 가 가장 작은 parent 의 1.14 hr 와, 소실 반감기 중 가장 

큰 값이며 한국인 데이터에서 얻어진 M2 의 23.07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소실 반감기의 3 배 이상이 되는 투여 후 72 시간까지 혈중 

농도를 측정하였다. 채혈시간은 0 (투약 직전), 0.5, 1, 1.5, 2, 3, 4, 5, 6, 7, 

8, 10, 12, 24, 48, 72 시간으로, 각 시기별 16 회 총 32 회로 

설정하였다. 

휴약기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규정에 따라 소실 반감기 5 배 

이상인 기간에 개체간 변이와 피험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14 일로 

설정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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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약물약물약물 분석분석분석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혈장 중 미변화체인 sibutramine과 그 대사체인 M1, M2의 농도는 

LC/MS/M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8. LC/MS/MS 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Waters 2795 Alliance HT, USA)와 Mass 

Spectrometry/Mass Spectrometry (Water Quattro Micromass Premier XE, 

USA)로 구성되었다. 

내부표준물질 (Tolterodine tartarate 100 ng/mL) 10 µL 에 혈장 샘플 

300 µL 를 넣고 vortex mixing을 10 초간 한 후, 0.1 M NaOH 20 µL와 

Methyl t-butyl ether 2 mL를 가하여 5 분간 vortex mixing 하였다. 3000 

rpm 에서 3 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취하여 nitrogen 

evaporator 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50% acetonitrile 120 µL 로 

reconstitution 시키고 이 중 10 µL 를 취하여 LC/MS/MS 에 

주입하였다. 

크로마토그램의 분리는 Atlantis d18 column (2.1 x 150 mm, 3 ㎛ 

particle size)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HPLC 이동상은 0.1% Formic 

acid 와 Acetonitrile 을 50:50 비율로 섞어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Sibutramine 과 그 대사체인 M1, M2 의 검출기는 Mass 

Spectrometry/Mass Spectrometry 검출기(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ode, positive ion mode)를 사용하였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에 대한 

sibutramine 과 metabolites (M1, M2)의 피크 면적의 비를 구하여 

데이터 처리장치 (MassLynx software version4.0 Micromass, UK)를 

이용하여 농도를 계산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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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안전성안전성안전성 평가평가평가평가 

최소 1 회 투약을 받은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모든 검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수행하였고 

다음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가. 활력징후(체온, 혈압, 맥박수) 측정, 이상반응 문진: 

각 시기별로 투약 직전, 투약 후 1 h, 2 h, 3 h, 4 h, 6 h, 8 h, 12 h, 24 

h, 48 h, 72 h, 중간방문 시 (D7 ~ D10), 추적방문 시 (D21 ~ D24) 

나. 혈액학검사, 혈액화학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각 시기별로 투약 직전, 투약 후 72 시간, 중간방문 시, 

추적방문 시 

다. 신체검사: 

각 시기별로 투약 후 24 시간, 중간방문 시, 추적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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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동학적약동학적약동학적약동학적 평가평가평가평가 

약동학적 평가를 위하여 1 차 평가변수로 최종 혈액채취 

시간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 하 면적(AUClast), 최고혈중농도 

(Cmax)를 구하였고 2 차 평가변수로서 무한시간까지의 혈중농도-

시간곡선하면적 (AUCinf),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Tmax), 그리고 혈중 

반감기 (t1/2) 등의 parameters를 구하였다. 이 때, parameters는 Cmax와 

Tmax는 실측치로, AUClast는 선형 사다리꼴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로 

하였으며, AUCinf, t1/2 는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약동학적 평가는 

WinNonlin Version 4.0.1의 non-compartment method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AUCinf = AUClast + Clast/λz  

 
Clast: 마지막 샘플 혈장 농도 

λz: 말단 소실 속도 상수(terminal elimination rate constant)  

: 혈장농도-시간 곡선 말단부의 log-linear regression에 의해 산출  

t1/2: 반감기 (= 0.693/λ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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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가. 약동학적 parameters 

약동학적 parameters는 arithmetic mean, standard deviation 등으로 

표기하였다. 약동학적 parameters의 평가를 기술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AUClast, AUCinf 및 Cmax는 로그 변환한 값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t1/2, Tmax는 필요 시 비모수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나. 약동학적 특성 비교 

시험약과 대조약간의 약동학적 parameters의 평가를 실시할 때, 

AUClast, AUCinf 및 Cmax 는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로그변환 한 값을 이용하여 α(유의수준) = 0.05 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WinNonlin 을 사용하여 개개 값을 로그 변환한 값들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90% 신뢰구간이 log0.8(=-0.2231)에서 

log1.25(=0.2231) 사이인지 검정하였다.  

 

다. 인구학적 정보 

그 외 기초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한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시험의 성격상 

반드시 통계적 가설을 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결과가 연속변수인 경우 

군간 또는 투여 약제간 비교를 위해서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측정치 또는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change from baseline, 변화량)를 

repeated measure ANOVA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모수적 분석법(parametric analysis)이 부적합한 경우 비모수적 

분석법(non-parametric analysis)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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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가 범주변수인 경우 

군간 또는 약제간의 특정 등급의 빈도 비교를 위해서는 chi-square 

test 등을 적용하며, 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로그선형 

모형(loglinear model)이나 로짓(logit)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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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동학에약동학에약동학에약동학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covariates) 분석분석분석분석 

가. WinNonlin 의 LinMix model 에 의한 요인 분석  

Sibutramine parent와 대사체 M1, M2 의 약동학 parameters(AUClast, 

AUCinf, Cmax)에 영향을 미치는 covariates 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Nonlin 에서 제시하고 있는 linear mixed effects model (LinMix)을 

이용하였다 10.  

 
Y ijk = µ + Sik + Pj + Fjk + eijk 

 
Y ijk: the response of the ith subject in the kth sequence at the jth period 

µ: the overall mean 

Sik: the random effect of the ith subject in the kth sequence 

Pj: the fixed effect of the jth period 

Fjk: the direct fixed effect of formulation in the kth sequence 

eijk: the (within subject) random error in observing Yijk  

 

(1) Yijk 는 로그 변환된 약동학 parameter를 의미하며, covariate을 

가지고 있지 않는 model 을 minimal model 로 설정하였다. 

Covariates의 약동학 parameters에 미치는 유의성은 minimal model에 

각각의 covariate을 추가한 model이 약동학 parameter를 얼마나 더 

잘 설명하는지를 평가하여 알 수 있었다. 즉, minimal model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covariate을 추가한 모델의 LinMix 의 objective 

function value (minus twice the log-likelihood [-2LL]: 일종의 sum of 

residuals)가 통계적 기준 치, 즉 3.84 이상으로 감소할 때 유의 

하다(p<0.05)고 평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2LL 를 감소시키는 

covariate를 minimal model에 추가하였다.  

(2) 나머지 covariates를 (1)로부터 얻어진 model에 다시 차례대로 

추가하여, objective function value의 유의한 감소를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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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te를 model에 더해주었다. 이때 만약 여러 개의 covariates가 

-2LL 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면, 이전 단계와 유사하게, 그 중에 가장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covariate 를 model 에 더해주었다 (forward 

addition). 이렇게 해서 얻어진 full model 에 포함된 covariates 의 

유의성을 다시 하나씩 평가하여 유의하지 않은 covariate 는 

모델에서 제거함으로써 얻어진 모델을 최종모델로 확정하였다 

(backward deletion)  

 

나. NONMEM의 population compartment model에 의한 요인 분석  

Sibutramine parent의 약동학 특성의 개체간 차이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NONMEM 을 이용한 population model을 설정하여, 

model parameters 와 inter-individual variability, intra-individual 

variability를 추정하였다.  

Covariate 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LinMix 에 의한 model 

building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1, 12. 평가기준은 해당 

모델이 측정한 농도 값들을 얼마나 잘 설명(즉, 예측)하는 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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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결과결과결과결과 

 

1. 피험자의피험자의피험자의피험자의 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임상시험 참여참여참여참여 및및및및 인구학적인구학적인구학적인구학적 정보정보정보정보 

선정된 피험자들은 자발적 동의 후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다. 최종 

등록된 54 명의 피험자들은 무작위 배정계획에 따라 두 군간에 

균등하게 성별이 분포되었다(표 2). 피험자들은 평균연령 26 세, 

평균 체중 63.3 kg, 평균신장 168.2 cm로 건강한 성인이었다. 흡연, 

음주, 카페인, 비정상 식이 및 약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임상시험 

전 피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모두 선정/제외기준을 

만족하였다. 시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종료하였으며, 약동학적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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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1군 2군 Total   
N (%) n (%) n 

P-value† 

남자 14 52 13 48 27 
성별 

여자 13 48 14 52 27 
1 

비흡연자 18 67 20 74 38 흡연 
여부 흡연자 9 33 7 26 16 

0.7657 

비음주자 11 41 8 30 19 음주 
여부 음주자 16 59 19 70 35 

0.5687 

 Mean±std Min-Max Mean±std Min-Max Mean±std P-value￡ 

연령(세) 29± 8 19 - 44 27 ± 6 19 - 44 26 ± 6 0.5459 

체중(kg) 69.7 ± 8.2 45.9 - 82.3 64.0 ± 9.4 46.1 – 78  63.3 ± 9.9 0.5817 

신장(cm) 173.4 ± 5.2 150.6 - 184.6 169.0 ± 9.2 150.5 – 183.4 168.2 ± 9.3 0.5323 
† Chi-square test 
￡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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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안전성안전성안전성 평가평가평가평가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총 11 건의 이상반응이 6 명에게서 

나타났다. 발생한 이상반응 중 시험약 투약 후 발생한 중등도 1 례를 

제외하고 모두 경증이었다. 발생한 이상반응 중 시험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상반응은 총 5 례로 3 명에게서 나타났다. 구갈을 보인 1 례는 

선행 연구에서 관측되었던 예측이 가능한 부작용으로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2 명에게서 나타난 CK elevation(4 례)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작용이었고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2 

기 때 정상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다른 한 명은 2 기 퇴원 이후 격렬한 

운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로 인한 일시적 CK elevation 으로 

판단되었다. 시험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상반응은 현재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 대조약과 비교해봤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험약의 안전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상시험 기간 동안 활력징후, 신체검사, 임상실험실 검사 및 기타 

안전성 관련 항목에서 시험약과 대조약의 약제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활력징후는 군내 변화 대부분에서 투약 후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두 군 

모두에서 함께 발견되었고 이는 sibutramine 의 심혈관계에 미치는 

고유약리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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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동학약동학약동학약동학 평가평가평가평가 

약제 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sibutramine parent, 대사체 M1, M2 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비교하면 아래 그림 1~3과 같았으며 두 약제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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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 시험약 및 대조약의 sibutramine parent 평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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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그림그림그림 2. 시험약 및 대조약의 sibutramine 대사체 M1 평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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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 시험약 및 대조약의 sibutramine 대사체 M2 평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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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약제 간의 약동학 parameters를 비교한 결과는 표 3 과 같으며 

sibutramine parent의 Cmax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항목 모두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1 차 평가 기준인 기하평균 비의 90% 신뢰구간이 0.8 과 1.25 

사이에 포함되어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Sibutramine parent의 Cmax 에 

대하여는 대조약과 시험약의 기하평균의 비가 1.1016 으로 0.9 ~ 1.11 

범위에 포함되어 생물학적 동등성기준의 2 차 기준을 만족시켰으며 이에 

따라 동등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5-31 호, 제 6 장 19 조 ② 항, 2005.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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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3. 제제 간 sibutramine parent, 대사체 M1, M2의 약동학 parameter 특성 비교 
 

산술평균 ± SD  CV (%) 기하평균 기하평균 비 (90%CI) 
 

시험약 대조약 p- value 시험약 대조약 시험약 대조약 시험약/대조약 
Sibutramine parent 
Cmax (ng/ml) † 6.62 ± 0.69 6.03 ± 4.57 0.2447 76.81 75.78 4.94 4.48 1.1016 (0.9598 ~ 1.2643)주1) 
AUClast (ng·hr/ml) † 19.70 ± 16.20 17.95 ± 14.36 0.4391 82.21 79.96 13.95 13.07 1.0673 (0.9279 ~ 1.2277) 
AUCInf (ng·hr/ml) † 21.24 ± 17.21 19.55 ± 15.50 0.5144 81.05 79.27 15.07 14.29 1.0542 (0.9213 ~ 1.2062) 
tmax (hr) ￡ 1.23 ± 0.51 1.30 ± 0.62 0.4260 41.40 47.63    
t1/2 (hr) ‡ 15.10 ± 13.69 15.66 ± 12.67 0.7447 90.66 80.89    
Sibutramine 대사체 M1 
Cmax (ng/ml) † 3.75 ± 2.28 3.43 ± 1.70 0.6058 60.71 49.49 3.09 3.01 1.0273 (0.9418 ~ 1.1205) 
AUClast (ng·hr/ml) † 43.05 ± 25.31 41.97 ± 23.52 0.9267 58.79 56.05 34.85 34.99 0.9960 (0.9257 ~ 1.0716) 
AUCInf (ng·hr/ml) † 48.85 ± 29.26 46.78 ± 27.18 0.7925 59.90 58.10 39.41 38.95 1.0118 (0.9395 ~ 1.0897) 
tmax (hr) ￡ 3.18 ± 1.36 3.19 ± 1.28 0.8481 42.81 40.14    
t1/2 (hr) ‡ 24.33 ± 11.11 22.04 ± 7.41 0.1413 45.66 45.66    
Sibutramine 대사체 M2 
Cmax (ng/ml) † 6.93 ± 2.43 6.53 ± 1.99 0.1321 35.06 30.49 6.55 6.24 1.0505 (0.9953 ~ 1.1086) 
AUClast (ng·hr/ml) † 108.11 ± 40.14 107.52 ± 33.25 0.7490 37.13 30.92 101.60 102.62 0.9910 (0.9400 ~ 1.0428) 
AUCInf (ng·hr/ml) † 124.89 ± 49.59 121.20 ±38.82 0.7841 39.71 32.03 116.51 115.46 1.0091 (0.9552 ~ 1.0659) 
tmax (hr) ￡ 3.45 ± 1.34 3.38 ± 1.41 0.9237 38.81 41.70    
t1/2 (hr) ‡ 25.75 ± 9.72 23.96 ± 7.45 0.1911 37.74 31.08    
 
AUC, the area under time-concentration curve; Cmax, the peak concentration; tmax,, time to Cmax; t1/2, elimination half-life; SD, standard 
deviation; CI, confidential interval; CV, coefficient of variation 
† 로그변환 값의 평균의 시험약-대조약 차이에 대한 검정 (WinNonlin)  
‡ 실측 값의 평균의 시험약-대조약 차이에 대한 검정 (t-test)  
￡ 실측 값의 평균의 시험약-대조약 차이에 대한 비모수적 검정 (WinNonlin Toolbox의 crossover design) 
주 1) 2차 평가 기준 (기하평균비가 0.9 ~ 1.11 사이) 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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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동학에약동학에약동학에약동학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covariates) 분석분석분석분석 

Sibutramine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대조약의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였다. 

가. WinNonlin 의 LinMix model에 의한 요인 분석 

Sibutramine parent, 대사체 M1, M2 의 약동학 parameters(AUClast, AUCinf, 

Cmax)에 영향을 미치는 covariates 로서 age, sex, body weight(BW), height(HT), 

smoking(Smo), alcohol(Alc), 그리고 body mass index(BMI)가 고려되었다. 

이들 7 개의 covariates을 minimal model에 하나씩 더하여 가장 유의성 

있게 -2LL 이 감소한 model 을 다음 단계의 basic model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full model 에 포함된 covariates 의 유의성을 

판단하고자 covariates를 다시 하나씩 제거해보았으나 full model 의 모든 

covariates가 약동학 parameters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full model 을 final model로 채택하였으며 Model 구조는 아래와 

같다. 

 

(1) Minimal model 

Y = µ (µ: overall mean) 

 

(2) Final model 

(가) Sibutramine parent 

Cmax = µ + Alc + Smo + HT + BW + BMI + Age + Sex 

AUClast = µ + BMI + Smo + Alc + HT + BW + Age + Sex 

AUCinf = µ + BMI + Smo + Alc + HT + BW + Age +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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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butramine 대사체 M1 

Cmax = µ + Smo + BMI + Sex 

AUClast = µ + HT + Age + Alc + Smo + Sex + BW + BMI 

AUCinf = µ + HT + Age + Smo + Alc + BMI + Sex + BW 

 

(다) Sibutramine 대사체 M2 

Cmax = µ + BW + Age + Smo 

AUClast = µ + Smo + BMI + Alc + BW + Age + Sex + HT 

AUCinf = µ + Smo + BMI + Alc + Age + BW + HT + Sex 

 

9 개의 약동학 parameters 중 sibutramine 대사체 M1 의 Cmax 에 대한 

modeling과정을 표 4 에 정리 해놓았으며, 모든 parameters의 LinMix 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5~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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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4. Sibutramine 대사체 M1의 modeling 과정 (Cmax) 
 
Covariate -2LL -2ΔLL P value 
Forward Step    
Step 1(Minimal Model)† 229.058 ~ ~ 
Step 2     
Age‡ 225.416 3.642 (<3.84) 0.0563 
Sex 222.534 6.524 (>3.84) 0.0106 
BW 221.988 7.070 (>3.84) 0.0078 
Smo 220.590 8.468 (>3.84) 0.0036 
Alc‡ 225.344 3.715 (<3.84) 0.0539 
HT 224.361 4.698 (>3.84) 0.0302 
BMI 222.156 6.902 (>3.84) 0.0086 
Step 3     
Smo; Sex 215.859 4.731 (>3.84) 0.0296 
Smo; BW 215.386 5.204 (>3.84) 0.0225 
Smo; HT‡ 216.972 3.618 (<3.84) 0.0572 
Smo; BMI 214.716 5.874 (>3.84) 0.0154 
Step 4     
Smo; BMI; Sex￡ 210.763 3.953 (>3.84) 0.0468 
Smo; BMI; BW‡ 211.321 3.396 (<3.84) 0.0654 
Backward Step     
Removed Covariate -2LL -2ΔLL P value 
Full Model 210.763    
Sex 214.716 3.953 (>3.84) 0.0468 
BMI 215.859 5.096 (>3.84) 0.0240 
Smo 218.154 7.391 (>3.84) 0.0066 
†Minimal model: Cmax = µ 
‡유의하지 않은 covariate임으로 제거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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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5. LinMix model building 결과(sibutramine parent) 
 

Cmax         

Step Model   -2LL  -2ΔLL P value 

1 Minimal Model 306.344  ~ ~ 

2 Alc 300.996  5.348 (>3.84) 0.0207  

3 Alc; Smo 295.880  5.117 (>3.84) 0.0237  

4 Alc; Smo; HT 290.769  5.110 (>3.84) 0.0238  

5 Alc; Smo; HT; BW 285.728  5.042 (>3.84) 0.0247  

6 Alc; Smo; HT; BW; BMI 279.861  5.867 (>3.84) 0.0154  

7 Alc; Smo; HT; BW; BMI; Age 274.824  5.037 (>3.84) 0.0248  

8 Alc; Smo; HT; BW; BMI; Age; Sex￡ 269.821  5.004 (>3.84) 0.0253  

AUClast         

1 Minimal Model 425.528  ~ ~ 

2 BMI 417.719  7.809 (>3.84) 0.0052  

3 BMI; Smo 410.377  7.342 (>3.84) 0.0067  

4 BMI; Smo; Alc 403.092  7.285 (>3.84) 0.0070  

5 BMI; Smo; Alc; HT 395.843  7.249 (>3.84) 0.0071  

6 BMI; Smo; Alc; HT; BW 386.715  9.128 (>3.84) 0.0025  

7 BMI; Smo; Alc; HT; BW; Age 379.474  9.110 (>3.84) 0.0025  

8 BMI; Smo; Alc; HT; BW; Age; Sex￡ 372.213  7.260 (>3.84) 0.0071  

AUCinf         

1 Minimal Model 433.552  ~ ~ 

2 BMI 425.451  8.101 (>3.84) 0.0044  

3 BMI; Smo 418.006  7.445 (>3.84) 0.0064  

4 BMI; Smo; Alc 410.600  7.406 (>3.84) 0.0065  

5 BMI; Smo; Alc; HT 403.189  7.411 (>3.84) 0.0065  

6 BMI; Smo; Alc; HT; BW 393.863  9.336 (>3.84) 0.0022  

7 BMI; Smo; Alc; HT; BW; Age 386.470  7.393 (>3.84) 0.0065  

8 BMI; Smo; Alc; HT; BW; Age; Sex￡ 379.055  7.415 (>3.84) 0.0065  

BW, body weight; HT, height; Smo, smoking; Alc, alcohol; BMI, body mass index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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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6. LinMix model building 결과(sibutramine 대사체 M1) 
 

Cmax         

Step Model   -2LL  -2ΔLL P value 

1 Minimal Model 229.058  ~ ~ 

2 Smo 220.590  8.468 (>3.84) 0.0036  

3 Smo; BMI 214.716  5.874 (>3.84) 0.0154  

4 Smo; BMI; Sex￡ 210.763  3.953 (>3.84) 0.0468  

AUClast         

1 Minimal Model 474.960  ~ ~ 

2 HT 463.488  11.472 (>3.84) 0.0007  

3 HT; Age 453.634  9.854 (>3.84) 0.0017  

4 HT; Age; Alc 445.112  8.522 (>3.84) 0.0035  

5 HT; Age; Alc; Smo 436.527  8.585 (>3.84) 0.0034  

6 HT; Age; Alc; Smo; Sex 428.409  8.118 (>3.84) 0.0044  

7 HT; Age; Alc; Smo; Sex; BW 420.265  8.144 (>3.84) 0.0043  

8 HT; Age; Alc; Smo; Sex; BW; BMI￡ 412.048  8.218 (>3.84) 0.0041  

AUCinf         

1 Minimal Model 489.947  ~ ~ 

2 HT 479.270  10.677 (>3.84) 0.0011  

3 HT; Age 469.091  10.179 (>3.84) 0.0014  

4 HT; Age; Smo 460.345  8.746 (>3.84) 0.0031  

5 HT; Age; Smo; Alc 451.466  8.878 (>3.84) 0.0029  

6 HT; Age; Smo; Alc; BMI 442.918  8.548 (>3.84) 0.0035  

7 HT; Age; Smo; Alc; BMI; Sex 434.483  8.435 (>3.84) 0.0037  

8 HT; Age; Smo; Alc; BMI; Sex; BW￡ 426.027  8.456 (>3.84) 0.0036  

BW, body weight; HT, height; Smo, smoking; Alc, alcohol; BMI, body mass index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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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7. LinMix model building 결과(sibutramine 대사체 M2) 
 

Cmax         

Step Model   -2LL  -2ΔLL P value 

1 Minimal Model 214.493  ~ ~ 

2 BW 208.021  6.472 (>3.84) 0.0110  

3 BW; Age 203.288  4.733 (>3.84) 0.0296  

4 BW; Age; Smo￡ 199.286  4.002 (>3.84) 0.0455  

AUClast         

1 Minimal Model 496.840  ~ ~ 

2 Smo 480.632  16.208 (>3.84) 0.0001  

3 Smo; BMI 467.907  12.725 (>3.84) 0.0004  

4 Smo; BMI; Alc 458.800  9.107 (>3.84) 0.0025  

5 Smo; BMI; Alc; BW 449.783  9.093 (>3.84) 0.0026  

6 Smo; BMI; Alc; BW; Age 440.925  8.858 (>3.84) 0.0029  

7 Smo; BMI; Alc; BW; Age; Sex 432.507  8.419 (>3.84) 0.0037  

8 Smo; BMI; Alc; BW; Age; Sex; HT￡ 424.081  8.425 (>3.84) 0.0037  

AUCinf         

1 Minimal Model 511.558  ~ ~ 

2 Smo 492.863  18.695 (>3.84) 0.0000  

3 Smo; BMI 477.220  15.643 (>3.84) 0.0001  

4 Smo; BMI; Alc 466.980  10.240 (>3.84) 0.0014  

5 Smo; BMI; Alc; Age 456.479  10.500 (>3.84) 0.0012  

6 Smo; BMI; Alc; Age; BW 447.798  8.681 (>3.84) 0.0032  

7 Smo; BMI; Alc; Age; BW; HT 438.180  9.618 (>3.84) 0.0019  

8 Smo; BMI; Alc; Age; BW; HT; Sex￡ 429.541  8.639 (>3.84) 0.0033  

BW, body weight; HT, height; Smo, smoking; Alc, alcohol; BMI, body mass index 
￡Final model 



 

33 
 

(3) 흡연여부가 sibutramine 대사체 M2에 미치는 영향 

LinMix 분석 결과 특히 대사체 M2 에서 흡연여부가 sibutramine 

약동학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흡연여부가 

각각의 약동학 parameter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8에 

정리 하였다. 

흡연 여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흡연을 제외한 covariates 를 

고려하지 않고 unpaired t-test로 분석해 본 결과 Cmax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AUClast과 AUCinf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증가함을 보였다 

(각각 p = 0.0430, p = 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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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8. 흡연여부가 sibutramine 대사체 M2 에 미치는 영향 
 

산술평균 ± SD    기하평균 기하평균 비 (90%CI)    

흡연자 비흡연자 P- value  흡연자 비흡연자 흡연자/비흡연자 

Cmax (ng/ml) † 6.74 ± 1.79 6.03 ± 2.39 0.2324  6.51 5.65 1.1520 (0.9903 ~ 1.3400) 

AUClast (ng·hr/ml) † 113.43 ± 29.24 93.48 ± 38.70 0.0430   109.78 87.41 1.2559 (1.0843 ~ 1.4548) 

AUCInf (ng·hr/ml) † 128.92 ± 36.41 102.86 ± 39.32 0.0228  124.23 97.04 1.2802 (1.1047 ~ 1.4834) 

 
AUC, the area under time-concentration curve; Cmax, the peak concentration; SD, standard deviation; CI, confidential interval 
† Un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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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ONMEM에 의한 요인 분석 

 

NONMEM 을 이용한 sibutramine parent 약동학의 compartment model 

building결과 one, two, 그리고 three compartment model 중 two compartment 

model(그림 4)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2LL 값이 적어 sibutramine parent의 

약동학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4. NONMEM을 이용한 two compartment model구조(sibutramine parent) 

Dose: 12.5mg 

Compartment1: central compartment 

Compartment2: peripheral compartment 

Ka: absorption rate constant 

CL: clearance 

Q: intercompartmental clearance 

V1: volume of distribution for compartment1 

V2: volume of distribution for compartme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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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EM 에 의한 model building과정은 LinMix 에 의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7 개의 covariates가 CL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로부터 유의하게 판명된 covariates 를 CL 에 포함시킨 

모델을 기초로 하여 다시 7 개의 covariate가 KA 와 Q 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forward addition). Body weight와 height는 sibutramine 

약동학적 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model 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9 에 정리하였으며, model 구조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inter-individual error 와 intra-individual error model은 proportional error 

model을 사용하였다. 

 

(1) Minimal Model: 

CL=THETA (1) 

V1=THETA (2) 

Q=THETA (3) 

V2=THETA (4) 

KA=THETA (5) 

 

(2) Final Model: 

CL=THETA(1)+(BMI/22)*THETA(6)+(AGE/26)*THETA(7)+ALC*THETA(8) 

V1=THETA (2) 

Q= THETA (3) +SEX*THETA (10) 

V2=THETA (4)  

KA= THETA (5) +SMO*THETA (9) 

 

CL: clearance 

V1: volume of distribution for compartment1 

Q: intercompartmental clearance 

V2: volume of distribution for compartment2 

KA: absorption rat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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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individual error model  

P = P~ * (1 + η) 

 

P: individual parameter 

P~: typical parameter 

η: inter-individual error 

 

(4) Intra-individual error model 

Y = F * (1 + ε) 

 

Y: observed concentration 

F: predicted concentration 

ε: intra-individu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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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9. NONMEM model building 결과 (sibutramine parent) 

  Covariate -2LL -2∆LL P value 

Step1 Minimal model -1223.582   

Step2 Covariate selection in CL      

 BMI -1254.072 30.490 <0.0001 

 BMI; Age -1276.635 28.522 <0.0001 

  BMI; Age; Alc -1286.485 9.850 0.0017 

Step3 Covariate selection in KA      

 Smo -1293.113 6.628 0.0100 

Step4 Covariate selection in Q      

  Sex -1299.684 6.571 0.0104 
CL, clearance; KA, absorption rate constant; Q, intercompartmental clearance 

Alc, alcohol; Smo, smoking; BMI, body mass index 

 

얻어진 final model에 포함된 covariate을 하나씩 제거하여 각 covariate 

effect 의 유의성을 최종 확인하였다 (backward deletion).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0에 정리 하였다.  

 

표표표표 10. NONMEM model building 결과에서의 covariate effects (sibutramine 

parent) 

Covariate -2∆LL P value 

BMI 29.466 <0.0001 

Age 15.234 <0.0001 

Alc 9.188 0.0024 

Smo 8.534 0.0035 

Sex 6.571 0.0104 
Alc, alcohol; Smo, smoking;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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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고찰고찰고찰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sibutramine hydrochloride 캡슐제제와 

sibutramine malate 캡슐제제를 경구로 2군 2기 교차 투여시의 sibutramine 

parent, 대사체 M1, M2에 대한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평가항목 

AUClast, AUCinf, Cmax에 대하여 sibutramine parent의 Cma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서 두 약제간 기하평균 비의 90% 신뢰구간이 0.8 과 

1.25 사이에 포함되어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을 만족하였다. sibutramine 

parent 의 Cmax 에 대해서는 두 약제간 기하평균 비가 0.9~1.11 범위에 

포함되어 생물학적 동등성의 2 차기준을 만족하였다.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임상실험실검사, 활력징후, 심전도상의 의미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관찰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mild)으로 제제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부터 sibutramine malate 캡슐은 sibutramine hydrochloride 캡슐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확인되었다.  

본 시험에서 얻어진 sibutramine 제제의 AUC 와 Cmax 의 개체간 변이 

값은 30.49%에서 79.96%로써, 개체간의 약동학적 차이가 매우 큰 

약물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용량의 sibutramine제제를 투여 

할지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약동학적 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험자의 sex, age, height, body weight, 

smoking, alcohol, 그리고 BMI 의 인구학적 자료와 현재 시판중인 

sibutramine hydrochloride의 약동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WinNonlin 의 

LinMix 와 NONMEM을 이용하여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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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Mix 로 분석해본 결과 sibutramine 대사체 M1 과 M2 의 Cmax를 제외 

하고 나머지 parameters는 이들 7 개의 covariates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고, 유의성 정도는 모두 비슷하였다. Sibutramine 대사체 M1의 Cmax의 

경우 age, alcohol, height, body weight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제외되었고, sibutramine 대사체 M2 의 Cmax 에서는 alcohol, sex, BMI, 

height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제외되었다.  

Sibutramine 의 약동학 parameter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흡연여부에 관해서 분석해본 결과, sibutramine 

parent 와 대사체 M1 의 Cmax, AUClast, 그리고 AUCinf 값에 있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ibutramine 대사체 

M2 의 Cmax 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AUClast와 AUCinf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각각 1.26과 

1.28배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Sibutramine parent의 약동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NONMEM에 

의해 분석한 결과 body weight와 height 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 

model 에서 제외되었고, BMI 가 가장 큰 영향을, 그리고 age, alcohol, 

smoking, sex 순서대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시험 결과 다양한 covariates의 조합이 sibutramine 의 약동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ibutramine 제제의 약물 동태와 

약물 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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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결론결론결론 

 

Sibutramine hydrochloride 제제와 이를 개량한 sibutramine malate 제제의 

비교 임상시험으로부터 두 약물의 안전성과 약동학적 parameters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활력징후, 임상실험실 검사, 심전도 검사 그리고 이상반응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sibutramine hydrochloride와 sibutramine malate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약동학적 parameters 특성 평가에서 sibutramine parent Cmax를 제외하고 

두 약물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만족하였으며, sibutramine parent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 2 차 평가기준을 만족시켜 두 약물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되었다.  

 

3. Covariates분석에서는 age, sex, BMI, alcohol, body weight, height, 

smoking 이 약동학 parameters(Cmax, AUClast, AUCinf)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sibutramine malate 캡슐은 한국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확인되었으며, sibutramine 제제의 약물 동태와 

약물 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VI. 참고참고참고참고 문헌문헌문헌문헌 

 
1. Luque CA, Rey JA. Sibutramine: a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inhibitor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Ann Pharmacother 1999; 33: 968-78 
 
2. Available from: URL: http://www.fda.gov/cder/foi/label/2005/020632s021lbl.pdf 

Accessed March 30, 2007 
 

3. Neely WM, Goa KL. Sibutramine: a review of its contribution to management of 

obesity. Drugs 1998; 56: 1093-124 

 

4. Bray GA, Ryan DH. Drug treatment of the overweight patient. Gastroenterology 

2007; 132: 2239-52 

 

5. Ji-Young Park, Kyoung-Ah Kim, Pil-Whan Park, Kwee-Hyun Suh, Gwan Sun 

Lee. Relative bioavailability and pharmacokinetics of a new sibutramine 

formulation in healthy male subjects: A randomized, open-Label, two-period, 

comparative crossover study. Clin Ther 2004; 26: 2092-101  

 

6. Public law: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5-

31 호, 2005. 06. 07) 

 

 

7. Hind ID, Manquham JE, Ghani SP, Haddock RE, Garratt CJ, Jones RW. 

Sibutramine pharmacokinetics in young and elderly healthy subjects. Eur J Clin 

Pharmacol 1999; 54: 847-9 

 

 



 

43 
 

8. Abolfathi Z, Couture J, Vallee F, JeBel M, Tanquav M, Masson E. A pilot study to 

evaluate the pharmacokinetics of sibutramine in healthy subjects under fasting and 

fed conditions. J Pharm Pharmaceut Sci 2004; 7: 345-9 

 

9. Kwang-Sub Gil, Ju-il Kim, Su-Yeon Jeong, Sun-Ok Choi, Ki-Suk Park, Min-Sun 

Baek et al. 생체시료 분석법 Validation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국

립독성연구원 의약품동등성평가과; 2003 

 

10. Shein-Chung Chow, Jen-Pei Liu. Design and analysis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2nd ed. New York: Marcel Dekker, INC; 2000. P.39-41 

 

11. Mandema JW, Werotta D, Sheiner LB. Building population pharmacokinetic - 

pharmacodynamic models. I. Models for covariate effects. J Pharmacokinet 

Biopharm 1992; 20: 511-28 

 

12. Jonsson EN, Karlsson MO. Automated covariate model building within 

NONMEM, Pharm Res 1998; 15: 1463-8 

 

 



 

44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the pharmacokinetics of sibutramine in Korean 

populations 
 

Hyo Seon Jeo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ngsoo Park) 

 
 

Sibutramine is an anti-obesity drug. It exerts its pharmacological actions 

predominantly via its secondary (M1) and primary (M2) amine metabolites. 

According to a pharmacokinetic study of sibutramine, the inter-individual 

variation of Cmax was as large as 68%.  

In this regar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sibutramine pharmacokinetics, based on the pharmacokinetics study of 

sibutramine malate (test formulation) recently developed versus sibutramine 

hydrochloride (reference formulation) conventionally used in clinical 

practice in Korea. 

The study was designed as a randomized, open-label, 2-period, crossover 

study in healthy adult subjects. All subjects received a single oral dose of test 

or reference formulation, both containing the 12.5 mg equivalent dose of 

sibutramine. Blood samples were obtained for 72 hours after the dose in each 

treatment period with 2 weeks for a washout. Plasma concentrations were 

analyzed by the LC/MS/MS method, and the pharmacokinetic characteristics 

of the 2 formulations were compared by a non-compartment method using 

WinNonlin for sibutramine parent and the active metabolites of M1 and M2. 

The primary pharmacokinetic parameters were Cmax, AUClast, and AUCinf, 

and the secondary pharmacokinetic parameters were Tmax and t1/2. To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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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pharmacokinetics of sibutramine, 7 covariates 

(age, sex, body weight, height, BMI, smoking, and alcohol) were analyzed 

using the LinMix model of WinNonlin and NONMEM. 

54 subjec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nd all of them completed the study 

per protocol. Based on the bioequivalence criterion, the test and reference 

formulations were equivalent in pharmacokinetics.  

According to the LinMix analysis, Cmax of sibutramine metabolites were 

affected by smoking, BMI, and sex for M1, and body weight, age, and 

smoking for M2. The other pharmacokinetic parameters were affected by all 

7 covariates to a similar extent. According to the NONMEM analysis for 

sibutramine parent, body weight and height were not found significant while 

the other covariates affected the pharmacokinetics of sibutramine parent to a 

similar ext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 of sibutramine.  

 

Key Words: sibutramine, pharmacokinetics, inter-individual variation,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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