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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Vancomycin 투여 환자에서 치료적 약물농도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과 의의  

 

 

 

Vancomycin 은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epidermidis 

(MRSE), 그리고 ampicillin 내성인 Enterococcus 등에  1 차 

선택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vancomycin 은 여러 부작용이 

있고 치료 유효 농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독성을 최소화하고 적정 

농도를 유도하기 위해 혈중 농도를 측정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 기관에서 

vancomycin 의 치료적 약물 농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vancomycin 의 혈중 농도와 임상적 

치료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vancomycin TDM (therapeutic drug monitoring, 치료적 약물농도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과 적절성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Vancomycin 의 치료적 약물농도 평가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vancomycin 으로 치료 받은 MRSA 패혈증 환자 62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TDM 을 시행 받은 환자군(n=39)과 TDM 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군(n=23) 사이의 신독성 유병율에 대해 비교하였다. 

TDM 을 시행하지 않은 군이 TDM 을 시행한 군에 비해 크레아티닌 

청소율(Ccr)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TDM 의 시행이 신독성의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p<0.05). TDM 을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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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vancomycin 혈중 최고 농도를 기준으로 TDM A 군(20 

μg/ml 이상) 과 TDM B 군(20 μg/ml 미만)으로 나뉘었다. TDM 

A 군이 TDM B 군보다 vancomycin 사용 기간이 짧고 vancomycin 

사용 총량이 적었다. Vancomycin 혈중 최저 농도를 기준으로 TDM 

C 군(5 μg/ml 이상) 과 TDM D 군(5 μg/ml 미만)으로 나누었다. TDM 

C 군이 TDM D 군보다 vancomycin 사용 기간이 짧고 vancomycin 

사용 총량이 적었다.  

이 결과로 보아 vancomycin 으로 치료 받는 환자의 경우 TDM 의 

시행이 필요하며 최고 농도와 최저 농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 경과 호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vancomycin 의 혈중 최저 농도(trough concentration)는 

5-15 μg/ml, 최고 농도(peak concentration)는 20-40 μg/ml 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되는 말 :  반코마이신; 치료적 약물농도 평가; 신독성;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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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 투여 환자에서 치료적 약물농도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과 의의 

 

지도교수 김 준 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유 경 

 

 

I. 서 론 

Vancomycin 은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glycopeptide 계 항생제로 

1958 년 페니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치료제로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거나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epidermidis (MRSE), 그리고 ampicillin 내성인 

Enterococcus 등에  1 차 선택약으로  사용되고 있다.1 그러나  

vancomycin 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Vancomycin 은 red man 

syndrome, 신독성과 이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치료 유효농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독성을 최소화하고 적정 농도를 유도하기 위해 혈중 농도를 

측정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적 약물농도 평가의 목적은 임상적 치료 효과의 향상과 

부작용의 최소화, 약물 비용의 감소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 

기관에서 vancomycin 의 치료적 약물 농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사람을 대상으로 vancomycin 의 혈중 농도와 임상적 

치료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최소 억제농도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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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y concentration;MIC)와 최소 살균 농도(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의 비율과 질환의 호전 확률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몇몇의 연구가 있었다. 2-4 그러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vancomycin 의 

적정 농도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감염 부위에서 

vancomycin 의 농도가 MIC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약물 효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vancomycin 최저 농도가 MIC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보고들이 있다. 5,6 

본 연구에서는 vancomycin TDM (therapeutic drug monitoring, 치료적 

약물 농도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과 적절성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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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대상  

영동 세브란스 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7 년에서 2006 년까지 

vancomycin 이 투여된 MRSA 균혈증 환자 중 62 건을 분석하였다. 이중 

39 건은 TDM 을 시행하였고 23 건은 TDM 을 시행하지 않았다. 

Vancomycin 혈중 농도가 최저 농도가 아닌 경우, 항정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한 경우, 약물의 분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측정된 

경우, VRE 등으로 약물 투여가 중단된 경우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vancomycin 외에 MRSA 에 효과 있는 다른 약제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도 제외하였다. 

 

2. Vancomycin 투여 방법 및 농도 측정 

Vancomycin 은 생리적 식염수 100 ㎖에 조제하여 1 시간 이상 정맥내 

주입으로 투여되었다. Vancomycin 을 3 회 이상 투여하여 항정 상태에 

도달한 후 약물 투여하기 30 분 전과 투여 종료 1 시간 후에 농도를 

측정하였다. 채혈된 검체의 vancomycin 최저 농도는 Flurescerce 

Polarization Immunoassay(FPIA) 방법(Cobas Integra 800 분석기, Roche, 

Mannheim, Germany : 검출 농도 : 1.3~80 μg/m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 환자 분류 

Vancomycin 을 투여받은 MRSA 균혈증 환자에서 TDM 을 시행한 

환자군(n=39)과 TDM 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n=23) 간의 신독성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Vancomycin 의 용량은 적정 최저 농도(5~15 μg/ml, 

vancomycin 투여 30 분 전 측정)와 적정 최고 농도(20~4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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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 투여 1 시간 후 측정)를 유지하기 위해 조절된다. 신독성은 

vancomycin 투여 전후에 크레아티닌 청소율(Ccr)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Ccr 은 Cock-croft-Gault equation 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기저 Cr 이 

1.5mg/dl 이상인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Vancomycin 이 투여된 MRSA 균혈증 환자에서 TDM 이 의뢰된 

환자군(n=39)과 TDM 이 의뢰되지 않은 환자군(n=23) 사이에 

vancomycin 의 투여 기간과 총 투여 용량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입원 1 일째 측정한 c-reactive protein(CRP)와 치료 기간 중 최저 CRP 를 

분석하여 TDM 이 의뢰된 환자군(n=39)과 TDM 이 의뢰되지 않은 

환자군(n=23)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Vancomycin 의 TDM 시행에서 최고 농도(peak concentrations)와 최저 

농도(trough concentrations)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TDM 군을 최고 

농도와 최저 농도에 따라 2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Group A 는 최고 

농도가 20 μg/ml 이상인 환자군이고(n=23) Group B 는 최고 농도가 20 

μg/ml 미만인 환자군이다(n=16). Group C 는 최저 농도가 5 μg/ml 이상인 

환자군이고 Group D 는 최고 농도가 5 μg/ml 미만인 환자군이다. A 와 

B 군 , C 와 D 군을 비교하여 각 군마다 vancomycin 치료 기간, CRP 호전 

정도, vancomycin 투여 총량 등을 비교하였다.  

혈중 vancomycin 의 최고 농도, 최저 농도와  vancomycin 치료의 

기간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여 vancomycin 의 혈중 농도와 총 치료 

기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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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 석  

측정값들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모든 통계 자료는 SPSS 

12.0 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정규성 검사는 Kolmogrov-Smirnov test 을 

이용하였고 각 군간의 변수 비교는 two sample test 또는 Wilcoxon two-

sample test 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혈중 vancomycin 농도와 

vancomycin 치료 기간의 연관성은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를 

사용하였고 p<0.05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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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MRSA 균혈증을 보인 환자 62 명 중 vancomycin TDM 이 의뢰된 환자는 

39 명이고 vancomycin TDM 이 의뢰되지 않은 환자는 23 명이었다. 표 

1 은 TDM 이 의뢰된 환자들과 TDM 이 의뢰되지 않은 환자들 사이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두 군 사이에  성별, 연령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두 

군의 기저 크레아티닌 청소율(Ccr), 기저 CRP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Pati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e TDM and non-

TDM group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DM              Non-TDM 

No. of patients (male/female)                  39(22/17)          23(13/10) 

Age a) (years)                                        57.2±12.3         57.6±17.0     

Ccr before vancomycin therapy(㎖/min)   71.5±33.9         85.5±25.3 b)   

C-reactive protein(CRP) before             101.8±78.3         70.0±73.1 b) 

vancomycin therapy(μg/㎖) 

 Ccr: creatinine claearance. Ccr was estimated using the Cockcroft-

Gault equation. a)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b)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cr and initial CRP in the two 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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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DM 이 의뢰된 군과 TDM 이 의뢰되지 않은 군 사이의 신독성 발생률 

비교 

표 2 는 vancomycin 치료 후 TDM 을 시행한 군(n=39)과 TDM 을 시행 

안한 군(n=23)사이의 신독성을 나타낸 것이다. Vancomycin 치료 동안 

TDM 군은 치료 전후에 Ccr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DM 을 시행 안한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Ccr 이 감소하였다(p<0.05). 

 

Table 2. Ccr in the TDM and non-TDM groups 

                  Ccr                                   TDM             Non-TDM 

Ccr before vancomycin therapy(㎖/min)    71.5±33.9        85.5±25.3 a)   

Ccr after vancomycin therapy(㎖/min)       72.8±35.9        70.5±33.1 a)  

Difference of Ccr after vancomycin         -1.35±20.8       14.9±30.3 b) 

therapy(㎖/min)  

a)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p>0.05). b)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paired t-test: p<0.05). 

 

3. TDM 이 의뢰된 군과 TDM 이 의뢰되지 않은 군 사이에 vancomycin 

치료와 관련된 변수들의 비교 

Vancomycin 치료의 기간, vancomycin 의 사용 총량, CRP 농도의 치료 

전후 감소 정도 등을 TDM 군과 TDM 을 시행하지 않은 군 사이에 

비교하였다(표 3). 혈중 MRSA 에 효과 있는 다른 항생제(aminoglycosides, 

quinolones, minocyclin, fampicin 등)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vancomycin 치료의 기간, vancomycin 의 사용 총량은 TDM 군과 TD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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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지 않은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ancomycin 

치료 전후의 CRP 의 호전 정도는 양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Table 3. Outcomes in the TDM and non-TDM groups 

                  Outcomes                            TDM              Non-TDM 

Duration of vancomycin therapy(d)          15.1±12.3         16.0±11.8 a)  

Cumulative total dose of vancomycin(g)   25.1±21.9         30.6±23.0 a)  

Difference of C-reactive protein(CRP)     55.2±51.1         44.1±45.2 b) 

after vancomycin therapy(μg/㎖)  

Patients were divided into TDM and non-TDM groups according to 

receiving the TDM service or not. a)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p>0.05). b)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RP 

before and after vancomycin therapy in the both TDM and non-TDM 

group (Wilcox-signed test: p<0.05). 

 

4. TDM 을 시행한 군에서 vancomycin 의 최고 농도(peak concentration), 

최저 농도(trough concentration)와 vancomycin 치료와 관련된 변수들의 

연관 관계 

표 4 에서 TDM A 군과 B 군에서 vancomycin 최고 농도(peak 

concentration)와 그 임상적 효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양 군 사이의 나이, 

vancomycin 치료 기간, vancomycin 치료 총량, CRP 호전 정도 등을 

비교하였다. TDM A 군과 B 군 사이에 나이와 최초 CRP 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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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 TDM A 군이 TDM B 군보다 8 일 정도 vancomycin 사용 

기간이 짧았고(p<0.05) TDM A 군의 vancomycin 사용 총량이 TDM 

B 군의 vancomycin 사용 총량보다 17g 정도 적었다(p<0.05). 또한 TDM 

A 군이 TDM B 군보다 CRP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05). 

표 5 에서 TDM C 군과 D 군을 분석하여 vancomycin 최저 농도(trough 

concentration)와 그 임상적 효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TDM C 군과 

D 군 사이에 나이와 최초 CRP 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TDM C 군의 

vancomycin 사용 총량이 TDM D 군의 vancomycin 사용 총량보다 9 g 

정도 적었고(p<0.05) TDM C 군이 TDM D 군보다 CRP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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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i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in the 

TDM group A and TDM group B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DM  group A     TDM group B 

        and outcomes 

No(male/female)                                    32(17/15)            7(5/2)  

Age(years)                                            54.6±15.4         68.0±8.4a)  

Duration of vancomycin therapy(d)          11.4±6.7          32.5±17.5 b)   

Cumulative total dose of vancomycin(g)   18.6±14.0         55.3±27.1 b) 

C-reactive protein(CRP) before             105.8±80.2         75.0±73.0 a) 

vancomycin therapy(μg/㎖)  

Difference of C-reactive protein(CRP)    55.1±53.5          55.3±47.5 b) 

after vancomycin therapy(μg /㎖)  

group A: vancomycin peak concentrations were more than 20 μg/㎖. 

group B: vancomycin peak concentrations were less than 20 μg/㎖. a)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p>0.05). b)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 (Wilcoxon two-sampl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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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i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in the 

TDM group C and TDM group 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DM  group C     TDM group D 

        and outcomes 

No(male/female)                                     34(19/15)            5(3/2)  

Age(years)                                             56.8±15.5        58.0±14.6a)  

Duration of vancomycin therapy(d)           13.4±10.1        27.0±19.3 b)  

Cumulative total dose of vancomycin(g)     21.8±18.6       47.9±31.1 b) 

C-reactive protein(CRP) before               100.7±81.2     106.8±71.9 a)  

vancomycin therapy(μg/㎖)  

Difference of C-reactive protein(CRP)       21.8±18.6       65.5±49.6 b) 

after vancomycin therapy(μg /㎖)  

Group C: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s were more than 5 μg/㎖. 

group D: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s were less than 5 μg/㎖. a)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p>0.05). b)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 (Wilcoxon two-sample 

test: p<0.05). 

 

5. Vancomycin 치료 기간과 혈중 vancomycin 농도의 연관 관계  

그림 1 은 vancomycin 최고 농도(peak concentration)와 vancomycin 

치료 기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n=40). Spearman correlation 분석은 

vancomycin 최고 농도(peak concentration)와 vancomycin 치료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r=-0.50, p<0.001).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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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는 vancomycin 최저 농도(trough concentration)과 vancomycin 치료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r=-0.4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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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 of vancomycin therapy and 

the peak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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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 of vancomycin therapy and 

the trough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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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Vancomycin TDM 이 독성을 예방하거나 효과를 예측하고 치료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문헌상에 여러 논쟁이 있다.1,8-9 

Vancomycin 투여시 TDM 의 시행이 효능에 있어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열이 나는 일수와 임상 경과를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으며, 

간이식 환자에 vancomycin 을 사용할 경우와 외과적 심장 시술을 한 

중환자실 환자에서 혈액 약동학을 향상시키는 약물과 함께 vancomycin 

투여시 TDM 을 통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10-13  

Vancomycin 에 의한 신독성은 약 5~25%가 보고되고 있다.14-16 

Aminoglycoside 와 병용한 경우 신독성이 30% 이상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17 Vancomycin TDM 을 시행한 경우 TDM 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신독성이 적게 나타난 보고도 있었고 18 혈액학적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와 같이 신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큰 환자들에서 vancomycin 을 

사용할 경우, TDM 을 통한 용량 조절에 의해 신독성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TDM 시행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다.19-21  또한 aminoglycoside 를 포함한 신독성을 야기하는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농도와 관련되어 신독성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TDM 이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 10,17 본 연구에서 TDM 을 시행한 

환자 군은 신기능의 저하가 없었으나 TDM 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군은 

신기능의 저하 소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TDM 의 시행이 

vancomycin 을 투여 받는 환자에게 신독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DM 을 시행 받은 환자 군이 TDM 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군에  비해 

vancomycin 사용 총량이 더 적고 CRP 의 호전이 더 잘 되어 TDM 의 

시행이 임상적 경과를 호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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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vancomycin 사용 기간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Vancomycin 과 aminoglycoside 의 독성의 유사성 때문에 

aminoglycoside 와 vancomycin 의 약동학적인 유사성에 대해 추정되곤 

했다. 그러나 농도 의존적인 살균 방법인 aminoglycoside 와 달리 

vancomycin 은 시간 의존적인 살균 방법으로(time-dependent killing 

manner) 일부 연구자들은 vancomycin TDM 에서 혈중 최고 농도(peak 

concentration) 측정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했다.9,23,24  또한 임상에서는 

대부분 vancomycin 최저 농도만을 측정하고 있으며 말기신질환 등 중증 

신기능저하자의 경우나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vancomycin 최저, 최고 

농도 모두 측정하고 있다.12,9 그러나 vancomycin 을 투여받은 MRSA 

균혈증 신생아에게 TDM 을 시행한 연구에서 환자 에서 vancomycin 최고 

농도 평균이 27.4 μg/ml 인 경우 예후가 좋은 반면 vancomycin 최고 농도 

평균이 16.4 μg/ml 인 경우 예후가  나빴다.23 또한 본 연구에서도 최고 

농도가 20 μg/ml 이상인  TDM A 군이 최고 농도가 20 μg/ml 미만인  TDM 

B 군보다 치료의 기간이 더 짧고 그림 1 은 vancomycin 최고 농도와 

vancomycin 의 치료 기간이 연관성이 유의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DM A 군이 TDM B 군보다 vancomycin 사용 총량이 더 적어 적절한 

vancomycin 최고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 예후에 도움이 되고 치료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DM A 군이 CRP 의 

호전도 더 잘되어 적절한 최고 농도의 유지가 감염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따라서 vancomycin 이 시간 의존적인 살균 

방법이지만 최고 농도도 측정하여 적절한 약물 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고된 많은 vancomycin 에 의한 독성들이 혈중 

농도가 40 μg/ml 이상인 경우 발생하여 많은 임상의들과 연구자들은 

vancomycin 최고 농도를 40 μg/ml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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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 최저 농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다. 

Schaad 등은 20 명의 환자를 관찰한 결과 최저 농도를 12 μg/ml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4 10 μg/ml 이하의 최저 농도 하에서는 

심내막염의 실패 확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최저 농도가 15 

μg/ml 이상이 되면 신독성의 확률이 높아진다. 10,21,28,25 이런 연구들로 

vancomycin 의 혈중 최저 농도(trough concentration)를 10-15 μg/ml 로 

유지할 것을 권하는 저자들도 있다.18 그러나 다른 저자들은 최저 농도를 5-

15 μg/ml 를 유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9 본 연구에서도 최저 농도가 5 

μg/ml 이상인 TDM C 군이 5 μg/ml 미만인 TDM D 군보다 vancomycin 

사용 기간이 더 짧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TDM C 군이 TDM D 군보다 

vancomycin 총 사용량도 적었고 CRP 도 더 잘 호전되어 최저 농도를 5 

μg/m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 경과를 호전시키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로 보아 vancomycin 사용시 TDM 의 시행이 임상 경과 

호전에 도움이 되며 적절한 최고, 최저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vancomycin 의 혈중 최저 농도(trough concentration)는 5-15 μg/ml, 

최고 농도(peak concentration)는 20-40 μg/ml 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Vancomycin 사용시 TDM 의 시행이 임상 경과 호전에 도움이 되며 

부작용의 빈도를 줄인다. 또한 적절한 vancomycin 최고 농도와 최저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기간과 vancomycin 사용 총량을 줄이고 

CRP 등의 임상적 경과도 호전시켜 vancomycin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vancomycin TDM 이 vancomycin 치료시 긍정적인 도움이 되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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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 has been widely used mainly in the treatment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infections. 

Early report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nephrotoxicity and 

ototoxicity led to concern about the use of vancomycin and 

monitor serum vancomycin concentrations. But many hospitals 

in Korea do not monitor 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There are a few studies about TDM and clinical effect in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utility of the TDM vancomyci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peak, trough concentrations and clinical effects in MRSA 

bacteremia patients. 

 Efficacy of TDM was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in 64 

patients with MRSA bacteremia. The incidence of nephrotoxicity 

was compared between the patients who received TDM practice 

(TDM group, n=39) and did not(non-TDM group, n=23). 

Creatinine clearance(Ccr) values decreaed significantly after the 

vancomycin therapy in the non-TDM group (p<0.05).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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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 MRSA bacteremia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peak concentrations of vancomycin. Group A were 

more than 20 μg/ml and group B were less than 20 μg/ml. The 

duration of vancomycin therapy in group A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at in group B. Mean cumulative total vancomycin 

doses in group A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in group B. The 

patients with MRSA bacteremia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rough concentrations of vancomycin. Group C 

were more than 5 μg/ml and group D were less than 5 μg/ml. 

The duration of vancomycin therapy in group C was shorter 

than that in group D. Mean cumulative total vancomycin doses in 

group A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in group B.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onitoring peak, trough concentration is 

essential to obtain better clinical effects for vancomycin therapy, 

and the peak concentration at 5-15 μg/ml  and 20-40 μg/ml is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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