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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통풍은 여러 원인에 의해 체내 요산이 증가하여, 관절과 관절
주위 조직에 재발성 발작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요산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로 xanthine oxidase가 알려져 있으며, 그 억제제들이
개발되어 있다. 요산 생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치료제에 대
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방법: 새로 개발된 xanthine oxidase inhibitor(LC350189)를 총 129
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투약한 후, 투약 전후의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의 변화와 약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 약물의 농도와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의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집단 약동학-약력학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약
동학 및 정상 상태 모델을 세운 뒤 순차적으로 약동학-약력학 모델을
수립하였다.
결과: LC350189 의 약동학 모델은 1차 흡수, 1차 소실을 따르는 2구
획 모델이 최종 모델이 되었다.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
의 대사 과정과 투약 후 변화에 대해서는 억제 Emax 모델(inhibitory
Emax model)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후, 약동학 및 정상 상태 모델에
서 얻어진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약물이 xanthine oxidase를 억제하
는 모델을 설정하여 최종 약동학-약력학 모델을 수립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건강 자원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얻어진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 농도를 이용하여 요산 생성을 정량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약동학-약력학 모델을 수립하였다.
i

-------------------------------------------------------주요어: 통풍, 요산(uric acid), 잰틴 산화효소 억제제(xanthine oxidase
inhibitor), 집단 약동학-약력학 분석, 약동학, 약력학
학 번: 2011-2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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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통풍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체내 요산(uric acid) 농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과잉 축적된 요산이 결정화되면서 관절과 관절 주위 조직에
재발성 발작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통풍은 고요산혈증과 관련이
되어있으며, 고요산혈증은 혈중 요산염(urate)이 6.8 mg/dL (404 μmol/L)
이상일 때를 일컫는다 (1). 요산은 체내의 퓨린(purine) 대사의 최종산물이며,
다른 포유류에서는 urate oxidase라는 효소가 존재하여 좀 더 수용성인
알란토인(allantoin)으로 변화되어 배설되지만, 사람에서는 요산으로 배설된다
(Figure 1). 요산은 주로 간에서 형성되며 신장에서 걸려져 주로 소변으로
배설된다 (2).

９

Figure 1. Uric acid formation

요산의 체내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요산 자체가 혈액
내에서

antioxidant나

free

radical을

없애는

스캐빈저(scavenger)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3-7)들도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신질환, 복부비만,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
등과의 관련성이 부각되고 있다 (6, 8-11).
여러 관련 질환 중에서 요산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잘 알려진 질환은
통풍이다. 통풍은 미국에서도 최근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2, 13), 2011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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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0.17%에 비하여, 2008년에는 0.4%까지 증가하였다 (14). 통풍에
걸린 환자는 급성기에 심한 통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만성 관절염 및 기능
저하로 인해 QOL이 감소할 수 있다 (15). 미국에서는 급성 통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만 한 해 약 2천7백만 달러에 이르며 (16), 만성
통풍으로 인한 비용이 한 해 전체 의료비용의 6%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17). 이렇게 통풍 유병률의 증가와 더불어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통풍을 조절하기 위한 비싸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풍의 예방 및 치료 중 한 가지 방법이 혈중 요산을 낮춰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요산을 저하시키는 치료제(urate-lowering therapy, ULT)
중 하나인 allopurinol은 60년대 미국에서 허가 받은 후 약 50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비교적

최근에

febuxostat

(2009년),

pegloticase

(2010년)가 허가를 받았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그러나, ULT 치료
후에 60% 정도의 환자는 요산 수치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으며, allopurinol
처방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목표 요산 수치(혈청 요산 <6mg/dl)에 도달한
환자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18). 또한, allopurinol 같은
치료제는 일부 환자들이 과민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19), 드물게
Stevens-Johnson syndrome(SJS), toxic epidermal necrolysis(TENS)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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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산저하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어떠한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발병 원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통풍의 경우 요산의 과다 생성 또는 배설
저하로 생기는 질환으로, 요산의 생성 경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산의 생성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나, 인간에서 이 생성 경로를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또한, 통풍 치료에 있어서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치료제들의 개발이 여전히 중요한 현 상황에서,
그러한 약물의 개발 단계에서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후 약물
용량용법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건강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 농도를
바탕으로 정상

상태에서의 요산 생성 모델을 개발하고, 더불어, 새로

개발된 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LC350189 투약 전후에 요산
생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집단 약동약력학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에서의 요산 생성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이후 새로 개발되는 요산저하제의 약물 효과를
평가하고, 개발 단계에서 이후 연구에 대한 디자인을 설정하고, 환자
치료에 적절한 용법용량 등을 제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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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임상연구 설계
2011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남성

피험자를

대상으로

LC350189

경구투여

후

안전성,

내약성,

생체이용률에 대한 음식물의 영향 및 약동학/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량군별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위약대조,

단회/반복투여,

단계적 증량 임상시험”이 수행되었다.
상기 임상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해 참여를
결정한 자원자들에 한하여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령이 20세 이상
50세 이하, Body mass index (BMI)가 18 kg/m2 이상 27 kg/m2 미만,
체중이 55 kg 이상, 90 kg 이하인 경우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스크리닝

검사(문진,

활령징후,

심전도

검사(ECG),

임상실험실검사,

소변약물검사, 혈청검사)에서 건강하다고 판단된 시험대상자는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는 용량군별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및 활성약 대조, 단회 및
반복투여,

용량

증량

형태로

설계되었다.

대상자는

어느

용량군에

속하는지는 알 수 있었으나, LC350189 또는 위약 (또는 반복 투여군에서는
febuxostat) 중 어느 치료를 받게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연구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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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림되어 있었다. 단회 투여 시험에서는 10, 25, 50, 100, 200, 400, 600
mg 7개의 용량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용량군에 따라서 대상자를 6:2 (10, 25
mg) 또는 8:2 (50, 100, 200, 400, 600 mg)의 비율로 LC350189군과
위약군에 배정하였다. 반복 투여 시험에서는 100, 200, 400, 600, 800 mg
5개 용량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용량군에 따라 대상자를 8:2:2 (100, 200,
400, 600 mg) 또는 6:2 (800 mg)의 비율로 LC350189군, 위약군,
febuxostat군에 배정하였다.
시험대상자들은 -3 day 에 임상시험센터에 입원하였으며, -1 day에는
기저치 약력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placebo 투약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단회 투여 시험에서는 1 day에 공복상태에서 240 mL의 물과 함께
LC350189 또는 위약을 투약하였다. 반복 투여 시험에서는 7일간 하루에
한번씩 LC350189 또는 febuxostat 또는 위약을 투여하였다. 식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대상자들은 입원 기간 동안 표준화된 식사를
섭취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2. 약동학 및 약력학 샘플의 농도 분석
단회투여 시험에서는 약물 농도 분석을 위하여 투약 직전(0 h) 및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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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총 16회(0.25, 0.5, 0.75, 1, 1.5, 2, 2.5, 3, 4, 6, 8, 12, 24, 36, 48, 72 시
간)에 걸쳐서 채혈을 하기로 계획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던 중 시행했던 중
간 분석 결과에서, 10mg 용량군의 최고혈중농도 도달 시각(Tmax)의 중앙
값이 2.8 시간이었기 때문에, 50mg 이후 용량군부터는 투약 후 채혈 시각
을 투약 후 0.5, 1, 1.5, 2, 2.5, 3, 3.5, 4, 5, 6, 8, 12, 24, 36, 48, 72 시간으
로 변경하였다. 반복투여 시험에서는 투약 첫날 투약 직전 및 투약 후 0.5,
1, 1.5, 2, 2.5, 3, 3.5, 4, 5, 6, 8, 12, 24과 투약 3, 4, 5, 6, 7일의 투약 직전,
투약 7일의 투약 후 0.5, 1, 1.5, 2, 2.5, 3, 3.5, 4, 5, 6, 8, 12, 24, 48, 72 시
간에 채혈을 시행하였다. 약 5ml의 혈액을 채취한 뒤 sodium heparinized
튜브에 모은 후, 1500g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된 혈장에
5%(v/v) formic acid를 1.5ml를 추가하여 섞은 후, 1ml씩 2개의 eppendorf
튜브에 담은 후, 분석 전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약력학 마커인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기저치 확인을 위해서 투약 1일 전날(-1day) 0, 6, 12, 24 시간에 채혈이
진행되었다. 단회투여 시험에서는 투약 후 6, 12, 24 시간에 채혈을 하였고,
반복투여 시험에서는 투약 첫날과 7일째의 6, 12, 24시간째 채혈을 하였고,
3, 4, 5, 6, 7, 9, 10일째의 투약 직전에도 채혈을 하였다. 약력학 농도 분석
을 위한 혈액은 혈청 분리 튜브(serum separating tube, SST)에 담은 후,
1500g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혈청 1ml를 2개의 eppendorf tube에 담
은 후, 분석 전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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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에서의 약물 농도 및 약력학 마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저치
샘플의 경우, 투약 1일 전에 0-6, 6-12, 12-24 시간 구간에 소변을 모았다.
단회투여 시험에서는 투약 첫날 투약 직전, 0-6. 6-12, 12-24시간 구간에,
반복투여 시험에서는 투약 첫날 투약 직전, 0-6. 6-12, 12-24시간 구간과
투약 7일째 0-6, 6-12, 12-24, 24-48, 48-72 시간 구간에 소변을 모았다.
각 구간에 보인 소변의 부피는 밀도를 1g/mL로 가정하여 질량을 측정한 후
부피로 변환하였다. 약동학 분석을 위해서 소변 5mL에 5%(v/v) formic
acid를 1:1 비율로 추가한 후, 5mL씩 2개의 폴리프로필렌 튜브에 담았다.
약력학 분석을 위한 소변 검체는 5mL씩 두 개의 폴리프로필렌 튜브에 담
았다. 소변 검체는 분석 전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혈장과 소변의 LC350189와 혈청과 소변의 약력학 마커(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tandem mass spectrometry (HPLC-MS/MS) 검출
법으로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정량한계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후

검체를

분석하였다.

LC350189,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 각각의 최소 정량한계 농도는 5 ng/mL, 1 µg/mL, 30 ng/mL,
30 ng/mL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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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동학 및 약력학 분석
개별

대상자의

약동학

및

약력학

파라미터는

Phoenix™

WinNonlin®(Version 6.2; Pharsight Corporation, CA, USA)을 이용하여
비구획모형(non-compartmental analysis)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채혈
시각은 각 대상자에 따라 시제 채혈 시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투약
직전 채혈의 경우, 채혈 시각을 0 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혈중 농도가
최고혈중농도(Tmax) 이전에 정량한계 미만인 경우 0 으로 간주하였으며,
최고혈중농도

이후

정량한계

미만인

경우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고혈중 약물농도(Cmax)와 최고혈중 농도 도달 시간(Tmax)는 실제 측정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UC(area

under

the

concentration-time

curve)는 linear-up/log-down trapezoidal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AUCinf 은 AUClast(마지막 채혈 지점까지의 AUC)와 마지막 약물농도를
λz(exponential coefficient)로 나눈 값(Clast/λz)을 더하여 계산되었다.
겉보기 청소율(CL/F)는 용량을 AUCinf 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약력학

파라미터는

분석하였다.

각

uric

물질의

acid,

xanthine,

AUC0-24

는

hypoxanthine

에

대해

비구획모형(non-compartmental

analysis)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4 시간 평균 혈청 농도(Cmean,24)는
AUC0-24 를 24 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소변에 배설된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

의

양(amount)은

소변
１７

부피와

각각의

농도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Cmean,24

의

기저치로부터의

변화는

(Cmean,

1d(or

7d)-

Cmean,base)/Cmean,base *100 와 같이 계산하였다.

4. 약동학 및 약동학-약력학 모델링
본 연구에서 약동학-약력학 모델링은 NONMEM® (version 7.3, ICON
development solutions, Ellicott City, MD, USA)의 비선형 혼합효과
분석(non-linear mixed effec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약동학 및 약력학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비선형 혼합효과 분석법은 가정된 고정효과(fixed
effects), 무작위효과(random effects)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집단
약동/약력학

분석에서

무작위효과에는

설명되지

않는

개체간

변이(unexplained interindividual variability)와 개체내 변이(intraindividual
variability)가 포함된다 (20).

약동학-약력학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각 시험대상자에게 투여한
약물(LC350189)의 용량, 채혈시각, 혈장에서 얻어진 약물 농도자료를
개인별 약동학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또, 투약 전 혈청과 소변에서
얻어진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상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후 약동학 모델과 정상 상태 모델에서 얻어진 개별
파라미터를 고정하여 약물 투여 후 약력학 마커들을 변화를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sequential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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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간 변이는 각 파라미터는 다음 식(

Eq. 1)과 같이 로그-

선형 분포(log-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Pi = Ppop × exp(hi )

Eq. 1

Pi 는 개체 i 의 추정된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Ppop 은 집단의 대표값, ηi 는
무작위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독립이고(independent), 평균이 0 이고
ω2 을 분산으로 갖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개체내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additive, proportional, combined
error 모델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잔차 (residual error)를 나타내는
무작위 변수 ε은 독립이고(independent), 평균이 0 이고 σ2 을 분산으로
갖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4.1 약동학 모델

약동학 모델에서는 1 차 소실 (first order elimination)을 따르는
구획(compartment) 모형을 가정하였다. 1, 2, 3 구획 모형을 평가하였다.
각각 ADVAN2 TRANS, ADVAN4 TRANS4, ADVAN12 TRANS4 를
subroutine 으로 사용하였으며, FOCE with INTER(first-order conditional
estimation with interaction) 방법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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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의 경우, 1 차 흡수와 0 차 흡수, lag time 도입, Erlang model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흡수 모델을 선정하였다.

기본

모델

설정

후에

공변량이 약동학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상자 간
차이를
공변량이

나타내는

특성이

약동학

적었으며,

파라미터와

체중만을
유의한

공변량으로
상관관계가

평가하였다.
있는지,

목적함수값(objective function value, OFV)의 감소 정도, diagnostic plot
의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목적함수값의 변화는 log-likelihood
test 를 이용하여 하나의 파라미터 추가시 3.84 이상의 감소(P<0.05)를
보일 때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4.2 정상 상태 모델 및 약동학-약력학 모델

정상 상태 및 약동학-약력학 모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요산 생성
과정을 참고하여 (Figure 1) 억제 Emax 모델(inhibitory Emax model)을
기본 모델(basic model)로 설정하였다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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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hibitory Emax model

Figure 2에서 C는 약력학 마커의 농도를 의미하고, kin은 생성(production),
kout은 소실(loss)을 의미한다. 각 구획의 부피는 1로 고정하여 계산하였고,
따라서 kout은 각 마커의 청소율(clearance)과 같은 값이 된다. 약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의 변화 속도는 (dC/dt) 다음과 같은 식(

Eq. 2)

을 따른다(21).

dC
= k in - k out × C
dt

Eq. 2

약물을 복용하기 전 정상 상태에서는 dC/dt=0이므로, C0 (정상 상태에서의
농도)에 대해 식을 정리하면 다음 식( Eq.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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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 =

k in
k out

Eq. 3

약물 투여 후에는

약력학 마커의 생성 또는 소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약물의 영향이 억제(inhibition)인지 촉진(stimulation)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

Eq. 4-

Eq. 7)가 있을 수 있

다.

Inhibition of build-up

dC
= k in
dt

é
×D n ù
I
× ê1 - max
- k out × C
n
n ú
ë IC 50 + D û

Eq. 4

Inhibition of loss

dC
= k in - k out
dt

é
×D n
I
× ê1 - max
n
n
ë IC 50 + D

ù
ú ×C
û

Eq. 5

Stimulation of build-up

dC
= k in
dt

é
×D n ù
E
× ê1 + max
- k out × C
n
n ú
ë EC 50 + D û

Eq. 6

Stimulation of loss

é
×D n ù
E
dC
= k in - k out × ê1 + max
×C
n
n ú
dt
ë EC 50 + D û

Eq. 7

위 식에서 D는 약물의 농도, Imax 및 Emax는 억제 또는 촉진의 최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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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의미하고, IC50 및 EC50는 최대 억제 또는 최대 촉진의 50%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의 농도를 의미한다. Imax 와 Emax는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
는다.
약동학-약력학 모델에서는 정상 상태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를 고정한 후,
약물이 해당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을 IC50, Imax 등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정상 상태 및 약동학-약력학 모델에서는 ADVAN6를
subroutine으로 사용하였으며, 각각 FOCE with INTER(first-order
conditional estimation with interaction) 방법과 FO (first-order
estimation) 방법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residual error는 각
compartment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였다.

4.3 모델 평가

모델의

평가를

위해

내적

타당성

평가

방법(internal

valid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파라미터 추정치의 적절성, OFV(objective function
value),

diagnostic

plot,

파라미터

추정치의

정확도(precision)

등을

평가하였다. Xpose4(version 4.5.0, Uppsala University, Sweden) 또는 R
3.1.0

(Free

Software

Foundation, Boston, MA,

USA)를

이용하여

diagnostic plot 을 그렸으며, 관측치(observed value)와 예측치(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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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와의

차이,

잔차(residual)의

분포를

도식화한

후

시각적으로

평가(visual inspection)하였다.

최종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visual predictive check 를
시행하였다. 최종 모델의 파라미터 추정치를 사용해 1000 개의 가상
관측치를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

된

자료를

사용하여 중간값(median)과 5-95%의 예측 구간을 실제값과 비교하여
그림을

그렸다.

예측

구간과

실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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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값의

분포를

보고

예측력을

연구결과

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는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단회
투여 및 반복투여 시험에서 각각 71명, 58명의 각 용량군에 배정되었다. 해
당 시험대상자들은 다음 표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Table 1).
이 중 정해진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마친 시험대상자는 단회투여, 반복투여
시험에서 각각 66명, 56명이었다. 그 외 시험대상자들은 투약 1일 전 검사
에서 이상치를 보이거나, 연구 기간 중 동의철회를 하여 중도탈락하게 되었
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ingle Ascending Dose

Multiple Ascending Dose

study (n=71)

study (n=58)

Age (year)

26.6 ± 3.9

26.6 ± 3.6

Weight (kg)

69.7 ± 6.7

68.0 ± 7.3

BMI (kg/m2)

22.8 ± 1.9

22.5 ± 2.0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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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동학 – 약력학적 특성
공복 후 투약시, LC350189는 빠르게 흡수되어 약 3시간 정도 후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용량군 간에 유사하게 보였다 (Table 2,
Figure 3). 말단 반감기(terminal half-life, t1/2)는 5.1에서 13.3 시간 사이
에 분포하였으며, 겉보기 청소율(apparent clearance, CL/F)는 4.5에서 7.3
L/h 사이에 분포하였다. 반복투여 후에는 약 2-3일에 항정상태에 도달하였
다(Figure 4). 최고혈중 농도 도달 시간은 2.5 – 4.0 시간 사이로 단회투여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Table 3). 용량군별 말단 반감기(t1/2)는
8.6 – 13.8 시간 사이의 범위에 들었다. 반복투여 후 겉보기 청소율(CL/F)
은 4.4- 6.7L/h 사이에 분포하였다. 단회, 반복 투여 모두 약물에 대한 노
출 정도는 용량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LC350189 투여 후, 모든 용량군에서 uric acid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높은 용량군 (200, 400, 600mg)에서는 투약 후 24시간까지도 이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Figure 5). 반복 투여 6일 정도 후에는 uric acid의 감소
가 최대에 이르렀으며, 마지막 7일째 투약 후에는 서서히 uric acid가 증가
하였다.
단회투여 연구에서 uric acid의 24시간 평균 혈청 농도(Cmean,24)는 모든
용량군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정도가 증가하였
다(Table 4, Figure 6). 단회 투여 최대 용량인 600mg 용량군에서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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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까지 Cmean,24가 감소하였다. 반복투여 연구에서도 LC350189 투여 후
uric acid의 Cmean,24가 감소하였으며, 최대 용량군(800mg)에서 91.2%까지
감소를 보였다(Table 4, Figure 7). 활성대조약이었던 febuxostat군에서는
평균 58.8% 감소를 보여주었다. 혈중 uric acid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소변
으로 배설되는 uric acid의 양도 함께 감소하였으며, 이는 용량과 비례관계
를 보여주었다(Figure 6, 7, Table 4). 그러나, uric acid의 신장청소율(renal
clearance, CLR)은 투약 전후로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었다.
단회 및 반복 투여 후, xanthine의 24시간 평균 혈청 농도(Cmean,24)는 모
든 용량군에서 증가하였다. 투약 후 Xanthine의 Cmean,24는 기저치의 최대
7-8배까지 증가하였다(Figure 6, 7, Table 5). 혈중 xanthine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xanthine의 양은 증가하였으며, 신장청소율
또한 증가하였다. Hypoxanthine의 경우, 단회 투여 10mg 용량군을 제외하
고는 모든 용량군에서 Cmean,24가 증가하였다(Figure 6, 7,
Table 6). Hypoxanthine의 소변 배설량 및 신장청소율 모두 증가하였다.

２７

Figure 3. Mean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s following single oral
administration of LC350189
The inserts show the concentration-time curves up to 24h post-dose for
LC350189

Figure 4. Mean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s following once-daily
oral administration of LC350189 for 7 days

２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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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pharmacokinetic parameters for LC350189 in the single ascending dose study
Cmax

Tmax

AUClast

AUCinf

CL/F

t 1/ 2

(ng/mL)

(h)

(h·ng/mL)

(h·ng/mL)

(L/h)

(h)

10mg (n=6)

313.3 (118.4)

2.8 (2.5 – 4.0)

1680.5 (620.5)

1770.0 (620.6)

6.4 (2.8)

5.1 (1.6)

25mg (n=6)

978.0 (126.2)

2.3 (2.0 – 4.0)

5008.3 (664.9)

5186.4 (678.9)

4.9 (0.6)

8.1 (3.8)

50mg (n=8)

1441.3 (287.3)

3.0 (2.5 – 4.0)

6977.4 (1674.4)

7121.3 (1612.9)

7.3 (1.5)

7.1 (2.9)

100mg (n=8)

3525.0 (321.8)

3.5 (2.0 – 5.0)

19435.8 (4432.1)

19574.5 (4413.5)

5.3 (1.2)

6.6 (1.0)

200mg (n=8)
(fasting)

8767.5 (2611.8)

2.7 (1.0 – 6.0)

43864.5 (13322.2)

44304.3(13234.5)

4.8 (1.3)

13.3 (18.1)

200mg (n=8)
(fed)

5400.0 (1352.6)

5.0 (3.0 – 6.0)

43702.1 (18895.1)

44340.0 (18642.7)

5.0 (1.4)

15.0 (19.7)

400mg (n=8)

14731.0 (3676.6)

3.0 (1.5 – 4.0)

91495.5 (18918.8)

92006.2 (18705.8)

4.5 (1.0)

13.1 (9.3)

600mg (n=8)

18207.9 (1881.5)

2.5 (1.5 – 3.5)

98839.8 (11379.3)

99784.2 (12253.5)

6.1 (0.7)

11.9 (8.0)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except for Tmax for which the median (range) is presented.
AUClast =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AUC) from 0 to 72 h; AUCinf = AUC from time
zero to infinity; CL/F = apparent total clearance of the drug from plasma after oral administration; Cmax =
maximum plasma drug concentration; Tmax = time to reach peak plasma drug concentrations; t1/2 =
elimination hal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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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plasma pharmacokinetic parameters for LC350189 in the multiple ascending dose
study
Cmax,ss

Tmax,ss

AUCtau,ss

CL/F

t1/2

(ng/mL)

(h)

(h*ng/mL)

(L/h)

(h)

100mg (n=8)

4625.8 (932.9)

2.5 (1.0 -3.0)

20692.9 (5267.8)

5.1 (1.5)

8.6 (7.5)

200mg (n=8)

9393.7 (2896.2)

2.5 (1.5 -5.0)

47538.8 (10643.0)

4.4 (0.9)

11.6 (8.9)

400mg (n=8)

13623.2 (3574.7)

2.5 (1.5 -5.0)

71127.1 (27953.1)

6.2 (1.8)

12.6 (6.7)

600mg (n=8)

17273.2 (4474.6)

3.5 (2.5 -4.0)

101966.3 (41006.2)

6.7 (2.3)

11.7 (6.4)

800mg (n=6)

26590.2 (6479.8)

4.0 (2.5 -5.0)

180136.8 (52519.4)

4.7 (1.2)

13.8 (9.7)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except for Tmax for which median (range) is presented.
AUCtau,ss = area under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AUC) from 0 to 24 h at steady-state; CL/F =
apparent total clearance of the drug from plasma after oral administration; Cmax,ss = maximum plasma drug
concentration at steady-state; Tmax,ss = time to reach peak plasma drug concentrations at steady-state; t1/2
= elimination hal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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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Uric acid-time profile after administration of LC350189 (a)
SAD study, (b) MAD study
(a)

(b)

３２

Figure 6. The box plots of the mean percentage changes in serum 24-h
mean concentration (Cmean,24) ((a), (c), and (e)) and amount excreted in
urine ((b), (d), and (f)) of uric acid, xanthine, and hypoxanthine vs dose
following single dose (day 1) administrations of LC350189
The dots represents individual values. (A line within the box marks the
median, and the boundaries of the box indicate the 25th and 75th
percentile)

３３

Figure 7. The box plots of the mean percentage changes in serum 24-h
mean concentration (Cmean,24) ((a), (c), and (e)) and amount excreted in
urine ((b), (d), and (f)) of uric acid, xanthine, and hypoxanthine vs dose
following multiple dose (Day 7) administrations of LC350189
The dots represents individual values. (A line within the box marks the
median, and the boundaries of the box indicate the 25th and 75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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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pharmacodynamic parameters for uric acid

baseline

SAD
study

MAD
study

1day
(8day*)

7 day

CLR
(ml/min)

Ae
(mg)

Change in Cmean,24
(%)

Cmean24
(mg/ dL)

Uric Acid

1day
(8day*)

7 day

baseline

1day
(8day*)

7 day

baseline

1day
(8day*)

7 day

10mg (n=6)

6. 00 (0. 94)

5. 50(1. 00)

-

-8. 7 (3. 6)

-

592. 1 (119. 3)

498. 3 (103. 7)

-

7. 1 (2. 3)

6. 5 (2. 1)

-

25mg (n=6)

6. 59 (0. 92)

5. 58 (0. 90)

-

-15. 5 (4. 3)

-

548. 8 (111. 5)

536. 7 (43. 2)

-

6. 9 (1. 6)

6. 8 (1. 3)

-

50mg (n=8)

5. 89 (1. 16)

5. 05 (1. 25)

-

-15. 2 (5. 4)

-

611. 6 (75. 9)

466. 3 (47. 8)

-

7. 6 (2. 8)

6. 8 (2. 1)

-

100mg (n=8)

5. 71 (0. 67)

4. 64 (0. 78)

-

-19. 3 (5. 3)

-

522. 1 (112. 1)

436. 3 (52. 4)

-

6. 5 (1. 9)

6. 8 (1. 8)

-

6. 75 (1. 22)

5. 25 (1. 22)

-

-22. 9 (4. 7)

-

710. 1 (91. 3)

552. 8 (108. 6)

-

7. 5 (1. 4)

7. 5 (1. 6)

-

-

4. 80 (10. 5)

-

574. 3 (64. 9)

-

8. 6 (1. 8)

400mg (n=8)

8. 12 (1. 55)

6. 17 (1. 44)

-

-24. 4 (7. 9)

-

716. 5 (204. 1)

563. 8 (92. 7)

-

6. 1 (1. 1)

6. 7 (2. 4)

-

600mg (n=8)

7. 63 (0. 73)

5. 22 (0. 76)

-

-31. 7 (6. 8)

-

563. 3 (83. 6)

511. 9 (88. 8)

-

5. 2 (1. 1)

6. 9 (1. 5)

-

placebo (n=14)

6. 38 (1. 86)

6. 49 (2. 21)

-

0. 8 (6. 9)

-

652. 5 (163. 0)

653. 8 (153. 3)

-

7. 6 (2. 5)

7. 4 (2. 0)

-

100mg (n=8)

5. 97 (1. 18)

4. 99 (1. 01)

2. 76 (0. 62)

-16. 5 (3. 4)

-53. 5 (5. 7)

526. 5 (109. 0)

410. 8 (75. 3)

187. 7 (45. 8)

6. 3 (1. 7)

5. 8 (0. 8)

4. 8 (0. 9)

200mg (n=8)

5. 15 (0. 99)

3. 96 (0. 97)

1. 51 (0. 35)

-24. 2 (6. 4)

-70. 8 (2. 3)

529. 7 (93. 1)

421. 4 (62. 9)

124. 2 (15. 1)

7. 5 (2. 5)

7. 9 (2. 6)

5. 9 (1. 4)

400mg (n=8)

6. 62 (0. 91)

5. 00 (0. 73)

1. 25 (0. 22)

-24. 5 (3. 6)

-81. 0 (3. 1)

536. 9 (106. 5)

490. 0 (48. 3)

99. 8 (20. 1)

5. 6 (1. 0)

6. 9 (0. 9)

5. 6 (1. 0)

600mg (n=8)

6. 86 (1. 55)

4. 95 (1. 48)

0. 96 (0. 36)

-29. 1 (8. 0)

-86. 2 (4. 3)

439. 5 (154. 6)

570. 3 (282. 2)

79. 7 (26. 2)

4. 7 (2. 2)

9. 0 (5. 6)

6. 4 (2. 9)

800mg (n=6)

7. 81 (0. 84)

5. 36 (0. 77)

0. 68 (0. 23)

-31. 4 (5. 0)

-91. 2 (3. 0

510. 7 (204. 0)

652. 9 (134. 0)

60. 7 (8. 6)

4. 5 (1. 8)

8. 5 (1. 5)

6. 7 (1. 7)

Febuxostat
80mg (n=8)

7. 24 (1. 20)

6. 04 (1. 14)

2. 99 (0. 68)

-16. 8 (2. 8)

-58. 8 (5. 9)

472. 6 (95. 8)

417. 8 (59. 9)

182. 6 (53. 4)

4. 7 (1. 4)

4. 9 (1. 1)

4. 3 (1. 0)

Placebo (n=10)

6. 13 (1. 07)

6. 24 (0. 99)

6. 13 (1. 1)

2. 1(3. 6)

0 (6. 9)

546. 8 (82. 8)

602. 5 (100. 8)

582. 9
(108. 9)

6. 4 (1. 7)

6. 9 (1. 7)

6. 9 (2. 6)

200mg (n=8)
(fasting)
200mg (n=8)
*
(fed)

-29. 5 (4. 3)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e = cumulative amount excreted in the urine for 24 h; CLR = renal clearance of uric acid; Cmean, 24 = 24-h mean serum
concentrations of u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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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pharmacodynamic parameters for xanthine

SAD
study

MAD
study

CLR
(ml/min)

Ae
(mg)

Change in Cmean,24
(%)

Cmean24
(mg/ dL)

Xanthine
baseline

1day
(8day*)

7 day

1day
(8day*)

7 day

baseline

1day (8day*)

7 day

baseline

1day
(8day*)

7 day

10mg (n=6)

0. 028 (0. 011)

0. 074 (0. 006)

-

206. 9 (132. 6)

-

9. 4 (2. 8)

68. 8 (9. 0)

-

28. 9 (19. 4)

65. 1 (14. 3)

-

25mg (n=6)

0. 031 (0. 009)

0. 094 (0. 010)

-

225. 6 (123. 9)

-

6. 8 (0. 9)

86. 1 (9. 7)

-

16. 6 (6. 7)

63. 7 (5. 0)

-

50mg (n=8)

0. 024 (0. 005)

0. 114 (0. 008)

-

385. 0 (87. 9)

-

8. 2 (1. 4)

106. 5 (14. 7)

-

24. 6 (7. 6)

64. 8 (7. 2)

-

100mg (n=8)

0. 030 (0. 006)

0. 139 (0. 015)

-

366. 9 (69. 5)

-

6. 4 (2. 2)

134. 1 (28. 8)

-

14. 6 (4. 5)

67. 0 (12. 6)

-

0. 021 (0. 003)

0. 162 (0. 016)

-

697. 6 (174. 3)

-

8. 0 (1. 8)

174. 0 (28. 6)

-

26. 8 (4. 3)

75. 4 (14. 5)

-

-

0. 141 (0. 015)

-

148. 3 (41. 6)

-

73. 7 (22. 1)

400mg (n=8)

0. 038 (0. 006)

0. 224 (0. 029)

-

503. 7 (16. 4. 3)

-

8. 6 (2. 5)

247. 9 (52. 1)

-

15. 7 (4. 5)

78. 5 (19. 5)

-

600mg (n=8)

0. 035 (0. 014)

0. 197 (0. 022)

-

541. 7 (216. 3)

-

7. 2 (2. 0)

197. 6 (45. 6)

-

17. 0 (10. 5)

70. 7 (20. 9)

-

placebo (n=14)

0. 028 (0. 007)

0. 031 (0. 010)

-

8. 7 (23. 1)

-

9. 3 (2. 0)

7. 9 (2. 1)

-

21. 7 (8. 6)

20. 4 (10. 5)

-

100mg (n=8)

0. 036 (0. 003)

0. 138 (0. 015)

0. 156 (0. 019)

291. 9 (58. 0)

344. 1 (79. 9)

7. 7 (1. 7)

124. 0 (28. 6)

129. 0 (27. 3)

15. 1 (4. 0)

61. 8 (8. 5)

57. 0 (8. 0)

200mg (n=8)

0. 044 (0. 009)

0. 169(0. 026)

0. 221 (0. 027)

289. 4 (63. 8)

418. 1 (126. 9)

8. 1 (2. 4)

189. 0 (36. 6)

258. 8 (41. 6)

12. 9 (3. 5)

78. 8 (17. 2)

82. 1 (14. 0)

400mg (n=8)

0. 036 (0. 007)

0. 192 (0. 035)

0. 249 (0. 050)

450. 6 (166. 0)

611. 3 (203. 9)

7. 6 (1. 9)

175. 5 (17. 0)

247. 6 (45. 2)

15. 3 (5. 8)

66. 0 (15. 8)

70. 8 (15. 5)

600mg (n=8)

0. 045 (0. 026)

0. 195 (0. 032)

0. 262 (0. 054)

419. 1 (213. 2)

617. 2 (340. 1)

8. 9 (10. 5)

167. 1 (37. 3)

242. 4 (36. 2)

12. 4 (6. 2)

62. 3 (23. 0)

66. 4 (16. 5)

800mg (n=6)

0. 032 (0. 008)

0. 185 (0. 023)

0. 295 (0. 057)

495. 0 (130. 8)

846. 7 (246. 6)

5. 0 (1. 8)

182. 3 (36. 1)

318. 6 (86. 2)

11. 6 (5. 5)

68. 7 (14. 3)

74. 7 (14. 3)

Febuxostat
80mg (n=8)

0. 042 (0. 009)

0. 182 (0. 036)

0. 235 (0. 067)

333. 8 (60. 4)

454. 5 (92. 3)

6. 3 (2. 0)

140. 0 (29. 8)

193. 0 (25. 6)

10. 9 (4. 2)

55. 7 (16. 6)

59. 6 (12. 7)

Placebo (n=10)

0. 036 (0. 008)

0. 033 (0. 009)

0. 035 (0. 007)

-8. 3 (15. 1)

-1. 1 (16. 3)

6. 7 (1. 6)

6. 9 (1. 6)

6. 9 (1. 4)

13. 6 (4. 7)

15. 8 (6. 8)

14. 2 (4. 2)

200mg (n=8)
(fasting)
200mg (n=8)
*
(fed)

590. 8 (132. 9)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 200 mg dose group under the fed condition

Ae = cumulative amount excreted in the urine for 24 h; CLR = renal clearance of xanthine; Cmean, 24 = 24-h mean serum
concentrations of xant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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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pharmacodynamic parameters for hypoxanthine

SAD
study

MAD
study

CLR
(ml/min)

Ae
(mg)

Change in Cmean,24
(%)

Cmean24
(mg/ dL)

Hypoxanthine
baseline

1day
(8day*)

7 day

1day
(8day*)

7 day

baseline

1day
(8day*)

7 day

baseline

1day
(8day*)

7 day

10mg (n=6)

0. 116 (0. 058)

0. 097 (0. 020)

-

-4. 6 (29. 6)

-

9. 0 (4. 4)

24. 6 (10. 1)

-

7. 0 (5. 9)

19. 1 (10. 6)

-

25mg (n=6)

0. 087 (0. 014)

0. 107 (0. 022)

-

26. 4 (38. 2)

-

7. 5 (1. 8)

28. 7 (3. 3)

-

6. 2 (2. 0)

19. 1 (3. 7)

-

50mg (n=8)

0. 075(0. 020)

0. 111 (0. 029)

-

51. 0 (36. 6)

-

8. 5 (1. 6)

27. 7 (6. 2)

-

8. 3 (2. 8)

18. 6 (6. 9)

-

100mg (n=8)

0. 092 (0. 019)

0. 106 (0. 014)

-

17. 0 (16. 3)

-

7. 0 (2. 0)

36. 6 (8. 6)

-

5. 3 (0. 9)

24. 4 (6. 3)

-

0. 104 (0. 028)

0. 130 (0. 016)

-

32. 6 (37. 4)

-

14. 0
(4. 1)

58. 7 (17. 3)

-

9. 9 (3. 4)

31. 2 (6. 7)

-

-

38. 3 (12. 4)

-

22. 4 (8. 5)

200mg (n=8)
(fasting)
200mg (n=8)
*
(fed)

8. 8 (11. 8)

400mg (n=8)

0. 120 (0. 032)

0. 140 (0. 035)

-

19. 1 (20. 8)

-

9. 5 (2. 4)

67. 0 (39. 9)

-

5. 9 (2. 5)

32. 2 (12. 0)

-

600mg (n=8)

0. 094 (0. 026)

0. 107 (0. 015)

-

18. 5 (19. 8)

-

8. 6 (2. 5)

40. 5 (6. 8)

-

6. 9 (2. 6)

26. 6 (6. 1)

-

3. 8 (28. 7)

-

10. 3
(3. 7)

10. 6 (4. 3)

-

7. 2 (2. 9)

7. 5 (3. 7)

-

placebo (n=14)

0. 104 (0. 033)

0. 103 (0. 024)

-

100mg (n=8)

0. 123 (0. 015)

0. 130 (0. 023)

0. 133 (0. 018)

6. 0 (17. 3)

8. 5 (13. 1)

8. 7 (1. 8)

31. 8 (7. 5)

36. 5 (9. 6)

5. 0 (1. 5)

17. 7 (6. 2)

19. 5 (6. 5)

200mg (n=8)

0. 183 (0. 057)

0. 231 (0. 057)

0. 191 (0. 051)

35. 4 (46. 0)

7. 3 (14. 7)

8. 4 (1. 7)

34. 2 (6. 0)

59. 6 (15. 3)

3. 6 (1. 8)

10. 7 (2. 9)

22. 7 (7. 0)

400mg (n=8)

0. 158 (0. 044)

0. 156 (0. 034)

0. 162 (0. 024)

1. 5 (17. 6)

6. 6 (17. 8)

9. 9 (1. 9)

52. 9 (11. 1)

61. 8 (15. 5)

4. 6 (1. 3)

24. 1 (5. 7)

26. 9 (7. 7)

600mg (n=8)

0. 156 (0. 073)

0. 160 (0. 056)

0. 166 (0. 037)

9. 5 (21. 9)

22. 3 (48. 3)

8. 1 (6. 2)

351. (8. 2)

49. 1 (13. 5)

3. 9 (2. 1)

17. 4 (8. 3)

21. 5 (7. 3)

800mg (n=6)

0. 105 (0. 023)

0. 108 (0. 016)

0. 135 (0. 019)

5. 1 (19. 6)

32. 1 (26. 7)

6. 2 (1. 6)

27. 5 (3. 8)

61. 7 (15. 5)

4. 3 (1. 5)

18. 0 (3. 6)

32. 5 (10. 5)

Febuxostat 80mg
(n=8)

0. 173 (0. 060)

0. 183 (0. 061)

0. 171 (0. 054)

9. 2 (34. 6)

3. 3 (31. 8)

8. 1 (2. 9)

40. 2 (18. 1)

54. 3 (25. 8)

3. 8 (2. 2)

17. 4 (11. 2)

22. 3 (7. 6)

Placebo (n=10)

0. 149 (0. 043)

0. 135 (0. 036)

0. 154 (0. 035)

-8. 2 (13. 9)

5. 9 (20. 6)

8. 1 (2. 8)

8. 9 (3. 0)

8. 7 (2. 6)

4. 1 (2. 1)

5. 1 (2. 8)

4. 4 (2. 3)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e = cumulative amount excreted in the urine for 24 h; CLR = renal clearance of hypoxanthine; Cmean, 24 = 24-h mean serum
concentrations of hypoxant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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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동학 모델
먼저 약물 투여 후 약물의 농도변화는 1차 흡수 및 1차 소실을 따르는 2
구획 모형으로 적절하게 설명되었다. 1구획 모형에 비하여 2구획 모형에서
목적함수값(OFV)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diagnostic plot도 개선됨을 확인하
여 2구획 모델을 선택하였다 (ADVAN4 TRANS4). 이후 lag time 도입, 0차
흡수 속도, Erlang model 등을 비교하여 이 약물의 흡수를 잘 설명하는 모
델을 찾았으며, 그 중 0차 흡수 속도가 OFV 및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0차 흡수 속도를 사용한 2구획 모형에서 개체간 변이는 exponential error
model을 이용하였으며, V2/F(apparent volume of central compartment),
Q/F (apparent intercompartmental clearance), V3/F(apparent volume of
peripheral compartment), CL/F(apparent clearance)에 개체간 변이를 설
정하였을

때

목적함수값(OFV)이

가장

작았으며,

residual

proportional error model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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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는

Figure 8. Schematic illustration of two-compartment pharmacokinetic model

최종 약동학 모델에서 추정된 약동학 파라미터는 Table 7에 기술하였다.
Diagnostic plot을 보았을 때, 개인 예측치(individual prediction) 및 집단
예측치(population prediction)와 관측치(observed value)가 비교적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WRES(Conditional weighted residual)의 분포
를 보았을 때도 모델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PC(Visual predictive check)를 확인하였을 때도 5%, 95% 예측 범위에
측정치가 적절하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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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inal pharmacokinetic model parameter estimates
Parameter

*

Population estimate (%CV)

% RSE

CL/F (L/h)

5.69

3

V2/F (L)

18.4

5

Q/F (L/h)

2.08

9

V3/F (L)

22.2

8

D (h)

3.67

2

ω 2 CL/F

0.0631 (25.5%)

16

ω 2 V2/F

0.176 (43.9%)

22

ω 2 Q/F

0.13 (37.3%)

47

ω 2 V3/F

0.217 (49.2%)

26

0.495

3

Structural model

Variance of interindividual variability

Residual error (proportional error)
σ2

*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interindividual variability
D- duration of infusion (for zero-order absorption calculation), CL/F- apparent
clearance; Ka- absorption constant; Q/F- intercompartmental clearance; V2/Fapparent volume of central compartment; V3/F – apparent volume of peripheral
2
compartment; ω2 – variance of interindividual variability; σ – variance of

residual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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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agnostic plot of final pharmacokinetic model
(Top, left) LC350189 observed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Top, right) LC350189 observed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Red solid lines are smoothing lines and black solid lines are lines of identity.
(Bottom, lef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righ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time after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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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산 생성 정상 상태 모델 및 약동학-약력학 모델
본 연구에서는 hypoxanthine, xanthine, uric acid의 농도 변화에 대해, 알
려진 대사 과정에 따라 생성, 소실 속도 등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혈청과 소변에서 측정된 각 물질의 농도와 소변 부피 등의 정보를 이용하였
다.
혈청과 소변에서 각각 3개 물질의 농도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6개의 구획
(compartment)을 설정하였고, 이전 전구물질에서 hypoxanthine이 생성되
는 속도와 guanine에서 xanthine이 생성되는 속도를 각각 P1, P2로 설정하
였다(Figure 10). 구획별로 이동하는 속도상수를 각각 k12, k14, k23, k25,
k36으로 설정하였고, hypoxanthine, xanthine, uric acid가 소변 외로 배설
되는 경로를 각각 k10, k20, k30로 설정하였다. 각 구획의 부피는 1로 고정
하였기 때문에 각 속도상수와 청소율(clearance)의 값은 같다.

개체간 변

이는 exponential error model을 이용하였으며, P1 (production rate of
hypoxanthine), k14, k23, k25, k36, k30에 개체간 변이를 설정하였을 때
목적함수값(OFV)이 가장 작았으며, residual error는 각 compartment에 따
라서

다르게

적용하였다.

Diagnostic

plot을

보았을

때,

혈청에서의

hypoxanthine, xanthine, uric acid의 집단 예측치는 한 개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개인 내에서 일내 변화가 거의 없고, 개인간의 차이를 eta로 설명하였
기 때문이다. 그 외 개인 예측치(individual prediction) 및 집단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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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prediction)와 관측치(observed value)가 비교적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WRES(Conditional weighted residual)의 분포를 보
았을 때도 모델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록 3). 최종 정상 상태 모
델에서 추정된 파라미터는 Table 8에 기술하였다.
최종 약동학 모델에서 얻어진 약물의 농도에 따라서, hypoxanthine을
xanthine으로, xanthine을 uric acid로 대사시키는 xanthine oxidase를 억제
하여 최종적으로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의 농도가 변화되도록
약동-약력학 모델을 구축하였다(Figure 11). Xanthine oxidase 억제제가 효
소를 억제하므로, Eq. 4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k12, k23 에 각각 영향을 미
치는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각 과정의 IC50 및 Imax를 추정하였다. 구획을 다
사용한 모델과 일부 구획(xanthine/uric acid 또는 uric acid)만을 이용한 모
델을 모두 평가하였다. 또한, 비구획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요산의 청소율
은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xanthine, hypoxanthine의 신청소율은 증가하였
음을 감안하여, linear, log-linear, Emax model 등을 검토한 후, 그 중
Emax model을 이용(Eq. 5)하여 신청소율 증가를 모델에 반영하여 평가하
였다.
k12에 대한 약물의 억제 정도를 추정하였을 때, IC50 가 >10

10

ng/mL으

로 본 연구에서 보여진 LC350189 농도 범위에서는 (0-30,000 ng/mL) 거
의 억제되지 않는 것처럼 추정되었다. 이에 hypoxanthine 구획을 제외하였
고, xanthine과 uric acid 구획을 모두 이용한 모델 및 uric acid 구획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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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모델을 평가하였다. 2개 이상의 구획을 이용한 모델에서는 각 파라
미터를 적절하게 추정하지 못하여, 최종 약동학-약력학 모델은 uric acid 하
나의 구획과 약동학 구획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단회 투여 및 반복 투여
자료를 사용하여 적합하였을 때, 반복 투여 자료의 경우, uric acid 감소 정
도를 적절히 추정하지 못하여 단회 투여 자료만을 이용하여 최종 모델을 구
축하여싸. 개체간 변이는 exponential error model을 이용하였으며, IC50 및
Imax에 개체간 변이를 설정하였을 때 목적함수값(OFV)이 가장 작았다. 최종
약동-약력학

모델에서

추정된

파라미터는

Table

9에

기술하였다.

Diagnostic plot (Figure 12) 및 VPC (부록 6)를 확인하였을 때도 최종 모
델이 자료를 잘 적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nhibition of build-up

dC
= k in
dt

é
×D n ù
I
× ê1 - max
- k out × C
n
n ú
ë IC 50 + D û

Eq. 8

Stimulation of loss

é
×D n ù
E
dC
= k in - k out × ê1 + max
×C
n
n ú
dt
ë EC 50 + D û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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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0. Schematic uric acid formation model for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 before drug administrations
(a) full model (b)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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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inal uric acid formation model parameter estimates
Parameter

Population estimate (%CV)

Structural model
-1

91.2

-1

100

k12 (h ) (CLHX->X (L/h))

-1

10.2

-1

85.1

-1

0288

-1

0.926

-1

0.398

-1

0.0944

P1 (µmol/h )
P2 (µmol/h )

k23 (h ) (CLX->UA (L/h))
k14 (h ) (CLHX->urine (L/h))
k25 (h ) (CLX->urine (L/h))
k36 (h ) (CLUA->urine (L/h))
k30 (h ) (CLUA->non-urine (L/h))
2

0.0723 (27.4%)

2

0.109 (33.9%)

2

0.034 (18.6%)

2

0.0448 (21.4%)

2

0.427 (73%)

ω P1
ω k14
ω k25
ω k36
ω k30
Residual error
2

0.137

2

0.0932

2

0.00758

2

0.201

2

76.4

2

0.172

2

12.1

2

0.142

2

0.1

σ (CMT1) (proportional)
σ (CMT2) (proportional)
σ (CMT3) (proportional)
σ (CMT4) (proportional)
σ (CMT4) (additive)
σ (CMT5) (proportional)
σ (CMT5) (additive)
σ (CMT6) (proportional)
σ (CMT6) (add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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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11. Schematic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model for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 (a) PK-PD model with 6 PD compartments (b) final PKP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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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inal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model parameter estimates

Parameter

Population estimate

% RSE

116

17

0.463

4

ω 2 IC50

0.28 (56.8%)

56

ω 2 Imax

0.0565 (24.1%)

21

0.00374

16

Structural model
IC50 (ng/mL)
Imax

Variance of interindividual variability

Residual error
σ 2 (propor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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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Diagnostic plot of final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model
(Top, left) Observed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of uric acid
(Top, right) Observed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of uric acid
Red solid lines are smoothing lines and black solid lines are lines of identity.
(Bottom, lef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of uric acid
(Bottom, righ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time after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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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xanthine 억제제 투여 전후의
요산 생성 변화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환자는 건강인과 달리 요산의
생성의 증가 또는 소실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약물에 대한
반응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서의 약물에 대한 반응을
예측해보기 위해 가상의 환자군 자료를 시뮬레이션하고, 100, 200, 300 mg
용량의 약물을 7 일간 투여하였을 때 요산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건강인에서 100, 200, 300 mg 를 7 일간 투여했을 때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Figure13 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건강 자원자의 경우 분포가 넓은
편이고, 투약 전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 좀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가상의 환자 그룹의 경우 아래 Table 10 과 같이 uric acid 의 청소율이
감소한 경우와 요산의 생성속도가 증가한 경우, 두 가지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가상 환자군 group 1,2,3 의 요산 변화 양상은

Figure 14-16 에 제시하였으며, 투약 전 7-11 mg/dL 정도의 요산 농도를
가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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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patients group

Characteristics

Group 1

30% decrease in uric acid clearance

Group 2

60% increase in uric acid formation rate

Group 3

20% decrease in uric acid clearance and 30 increase in
uric acid formation rate

각 환자군에서 요산의 변화 양상 자체는 유사하였다. 환자군 1 에서는
200mg 용량군에서 중간 정도의 요산 레벨을 갖는 환자가 통풍의 치료
목표인 6mg/dL 이하로 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환자군 2,
3 에서는 200 mg 이상 용량에서 7 mg/dL 이하까지는 용량저하를 보였으나,
통풍 치료 목표인 6 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요산의 농도가 9 mg/dL 이상인 환자에서는 정상 범위 아래로 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용량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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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3. Simulated results of the healthy volunteers for uric acid profiles
after multiple doses LC350189 (a) 100 mg (b) 200 mg (c) 300 mg
The red area represents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median value of
simulated concentrations. The blue-sky area represents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10 and 90% prediction values of simulate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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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4. Simulated results of the virtual patients group 1 for uric acid profiles
after multiple doses LC350189 (a) 100 mg (b) 200 mg (c) 300 mg
The red area represents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median value of
simulated concentrations. The blue-sky area represents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10 and 90% prediction values of simulate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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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5. Simulated results of the virtual patients group 2 for uric acid profiles
after multiple doses LC350189 (a) 100 mg (b) 200 mg (c) 300 mg
The red area represents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median value of
simulated concentrations. The blue-sky area represents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10 and 90% prediction values of simulate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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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6. Simulated results of the virtual patients group 3 for uric acid profiles
after multiple doses LC350189 (a) 100 mg (b) 200 mg (c) 300 mg
The red area represents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median value of
simulated concentrations. The blue-sky area represents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10 and 90% prediction values of simulate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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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LC350189 라는 새로운 xanthine oxidase 억제제의 약동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LC350189 의 약동학
모델,

투여

전

기본

약력학

모델,

투여

후의

약동-약력학

모델을

개발하였다.

공복 후 투약시 LC350189 는 빠르게 흡수되어 약 3 시간 정도 후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였으며, 말단 반감기(terminal half-life, t1/2)는 5.1 에서
13.8 시간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반복투여 후에는 약 2-3 일에 항정상태에
도달하였다 (Figure 4). 단회, 반복 투여 모두 약물에 대한 노출 정도는
용량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LC350189 투여 후, 모든 용량군에서 uric acid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고, 높은 용량군 (200, 400, 600mg)에서는 투약 후 24시간까지도 이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Figure 5). 반복 투여 6일 정도 후에는 uric acid의 감소
가 최대에 이르렀으며, 마지막 7일째 투약 후에는 서서히 uric acid가 증가
하였다. 단회 투여 연구에서는 LC350189 농도 자체는 최고혈중 농도 도달
이후 빠르게 감소하였지만, 요산의 농도는 약물 용량에 따라 약 12-24시간
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반복 투여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
는 LC350189가 Xanthine oxidase 억제제에 몇 시간 정도 붙어 효소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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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투약이 완료된 후 혈청 요산 농도는 서서
히 회복되었다.
반복 투여 후 24시간 혈청 요산 농도는 최대 90%까지 감소하였으며, 기
존에 허가된 febuxostat의 억제 정도가 40mg 용량군에서 40%, 90mg 용량
군에서 60% 정도이고, 기허가 용량이 40, 80 mg임을 감안하면(22),
LC350189의 경우 100-200mg 정도에서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
각된다.
LC350189가 xanthine oxidase를 억제하기 때문에, 요산의 전구체인
hypoxanthine, xanthine은 증가할 수 있다. 단회 투여 후 xanthine의 경우,
기저치에 비해 2-7배 증가하였으며, 반복 투여 후에는 3-8배 정도까지 증
가하였다. xanthine의 혈청 농도 자체가 요산의 약 100분의 일 정도이기 때
문에 그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소변으로 배설되는
xanthine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보고된 문헌과 유사한 정도였다(22).
암 환자의 tumor lysis syndrome을 치료할 때, 증가된 소변 xanthine이 급
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23-25), 약물의 적정 용량
을 정하는 데 있어서, 소변 xanthine 배설의 증가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단회 또는 반복 투여 후 요산의 신청소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xanthine과 hypoxanthine의 신청소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allopurinol 투여
후에도 관찰되는 현상이다(26, 27). 요산의 경우 단백질 결합이 적어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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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구체에서 여과되고, 이후 근위 요세관에서 대부분 재흡수된다. (28, 29)
이후 다시 분비,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고, 일부 재흡수가 되지 않은 부분
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세관-세포 세포-요세관 주변 조직의 요산 농도차에
의해서 이뤄지게 된다 (29). 하지만, 이 과정을 구분지어 관찰하기는 어려워,
그 기여 정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다. 요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Xanthine과 hypoxanthine도 신사구체에서 배설되고 요세관에서 재흡수 및
배설되며, 분비 과정은 요산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30). 요산과 같은
nucleobase들이 membrane transporter에 의해 세포막을 통과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31), 요산의 경우에는 URAT1(uric acid transporter 1),
OAT((32-34) 혈청 내 xanthine, hypoxanthine의 농도가 최대 8배까지 증
가하였기 때문에 재흡수 과정에 관여하는 수송체가 포화되는 경우,

이번

결과와 같이 xanthine과 hypoxanthine의 신청소율 증가될 것이다. 혈청
xanthine의

농도

변화는

고용량

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혈청

hypoxanthine의 경우 그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Xanthine의 경우,
hypoxanthine에서 대사되어 생성되는 부분 외에도 guanine에서 생성되는
경로도 있다. 따라서, xanthine oxidase가 억제된다고 해도 guanine에서 계
속 생성이 된다. 혈청 hypoxanthine의 농도 변화는 hypoxanthine의 신배
설과 hypoxanthine의 생성 자체 모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약동학 모델의 경우, 2구획 모형이 약물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였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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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경우, 0차 흡수 속도를 가정하였다. Diagnostic plot과 VPC를 통하여,
해당 모델이 LC350189의 농도 변화를 적절히 설명한다고 판단하였다.
Uric acid 생성 정상 상태 모델의 경우, 혈청과 소변에서 측정한
hypoxanthine, xanthine, uric acid 농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총 6구획으
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기존에 uric acid의 농도 변화나 배설률 등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이 세 물질의 생성 속도 및 배설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Diagnostic plot으로 보았을 때, 최종 모델이 기저치에
서의 각 물질의 생성 및 배설에 대해 적절히 설명한다고 판단하였다.
Diagnostic plot을 보았을 때, 혈청에서의 hypoxanthine, xanthine, uric
acid의 집단 예측치는 한 개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개인 내에서 일내 변화
가 거의 없고, 개인간의 차이를 eta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모델에서 얻어진 결과값을 기존 문헌에서의 값이나 LC350189의 nonclinical data와 비교해 보았다. Hypoxanthine, xanthine, uric acid의 신청소
율의 경우, febuxostat을 이용한 연구(22)에서 용량군 baseline 평균값의
범위가 3-5.4, 12.6-25.8, 5.52-8.73 ml/min이었고, 이는 Table 4-6에 제
시된 값과도 비슷한 정도이다. 이의 단위를 환산해보면, 0.18-0.324,
0.756-1.548, 0.331-0.524 L/h로 모델에서 계산된 값은 0.288, 0.927,
0.398 L/h로 실제 이 물질들의 신청소율과 비슷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uric acid의 신장 외 배설에 대한 연구(35)에 따르면, 약
1/3 정도의 요산은 신장 외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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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도가 신장 외 배설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론적으로는 hypoxanthine에서 xanthine으로의 대사 및 xanthine에서
uric acid의 대사는 모두 xanthine oxidase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xanthine
oxidase 억제제는 두 과정 모두에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약동-약력학 모
델을 통하여, 이를 수식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hypoxanthine에서 xanthine
으로의 대사 과정은 일반적인 약물의 농도보다 매우 높은 농도의 IC50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심각한 저산소증에 걸린
신생아에게 allopurinol을 투여한 후의 purine metabolism의 변화에 대한
연구(27)에서 uric acid나 xanthine은 서서히 감소, 증가하는 반면에
hypoxanthine은 약물 투여 후 30분 후까지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2
시간 이내에 기저치 정도의 농도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tumor
lysis

syndrome

환자에서

uric

acid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febuxostat을 사용한 연구(36)에서는 uric acid나 xanthine의 농도 변화에
비해 hypoxanthine의 농도 변화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anthine oxidase 억제제에 의해서 hypoxanthine에서 xanthine으로 대사
되는 과정이 억제되고 단시간 내에 hypoxanthine의 농도 변화가 있지만,
xanthine이나 uric acid와 달리 hypoxanthine은 다른 대사 경로를 갖고 있
기 때문에(28), 단시간 내에 기저치 농도로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본 연구에서 이용된 약력학 마커 샘플링 간격은 hypoxanthine의 단기적인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간격이 넓어, 그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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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도 있다.
약동학-약력학 모델 구축시, hypoxanthine 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구획으로 모델을 구성했을 때는 4개의 구획을 동시에 적절하게 피팅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자료 부족이나 모델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uric acid(serum) 한 개의
구획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Uric acid 한 개 구획을 이용한 모델의
제한점은 요산 생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In vitro 실험에서 LC350189의 IC50는 bovine milk 에서 0.883 ng/mL,
rat plasma에서 21.5 ng/mL로 나타났으며, 최종 약동학-약력학 모델에서
예측한 IC50는 116 ng/mL로 나타났다. 실제 약물의 체내 농도는 100 mg
용량군 이상에서는 투약 후 24시간까지 IC50 이상의 농도를 유지하였기 때
문에 효소의 억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종 약동학-약력학 모델을 이용하여 요산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에서의
반응을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요산의 생성 증가 또는 소실 감소 또는 두 가
지가 동반된 경우의 세 가지 가상의 환자군을 만들었으며, 그 환자군에서
100 – 300 mg의 약물을 일주일간 투여하였을 때를 가정하였다. 건강인이나
환자군에서의 요산 변화 양상은 유사하였다. 투약 전 농도에 따라서 약 79 mg/dL 정도의 농도를 가지는 경우 100 – 200 mg 정도의 용량 사용시 치
료 목표인 6mg/dL 이하의 농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료 전 좀 더 높은 농도를 가진 환자군에서는 좀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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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건강인의 요산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약동학-약력학 모델에서 요산 1개의
구획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전구물질인 xanthine 등의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반복 투여에서의 요산 변화는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단회 투여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적합하였고, 이
를 반복 투여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지만, 반복 투여 자료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 비해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건강인에서의 자료를 이용하
였기 때문에 실제로 요산의 생성/소실 양상이 다른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저치에서의 uric acid 생성에 대한 모델과
xanthine oxidase 투여 후 그 변화에 대한 약동-약력학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uric acid 생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으며, 환
자군에서도 유사한 모델을 적용하여, 통풍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ric acid 생성을 억제하거나 배설을 증가시키
는 약물 모두에 적용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약물의 적정 용량 선정, 유효
성 평가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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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ndividual fitting plot for final pharmacokine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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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fitting plot for final pharmacokinetic mode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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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fitting plot for final pharmacokinetic mode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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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fitting plot for final pharmacokinetic mode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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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fitting plot for final pharmacokinetic model (continued)
page 6 of 6

Individual plots (Run 171)

DV

IPRED
0

PRED

50 100 150 200

0

50 100 150 200

ID:143

ID:146

ID:147

ID:149

ID:150

ID:151

ID:152

ID:153

30000
20000
10000

Observations / Predictions

0

30000
20000
10000
0

ID:156

ID:157

ID:158

30000
20000
10000
0

Time

７１

2. Visual Predictive Check of the final Pharmacokinetic model
The dashed red line and area represents the median value of predicted
concentrations and 95% confidence interval. The dotted red line
represents the 5th and 95th percentiles of predicted concentrations. The
open circles represent observed values of concentrations.
(SAD dose groups: Group 11 – 10 mg, 12 – 25 mg, 13 – 50 mg, 14 – 100
mg, 15 – 200 mg, 16 – 400 mg, 17 – 600 mg
MAD dose groups: Group 24 – 100 mg, 25 – 200 mg, 26 – 400 mg, 27 –
600 mg, 28 – 800 mg)

７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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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４

3. Diagnostic plot of final uric acid formation model

Diagnostic plot of final baseline pharmacodynamic model (CMT1, serum
hypoxanthine)
(Top, left) serum hypoxanthine observed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Top, right) serum hypoxanthine observed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left) Absolute value of individual weighted residuals (|IWRES|)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righ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time
Gray solid lines are smoothing lines and black solid lines are lines of
identity.
７５

Diagnostic plot of final baseline pharmacodynamic model (CMT2, serum
xanthine)
(Top, left) serum xanthine observed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Top, right) serum xanthine observed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left) Absolute value of individual weighted residuals (|IWRES|)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righ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time
Gray solid lines are smoothing lines and black solid lines are lines of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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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plot of final baseline pharmacodynamic model (CMT3, serum
uric acid)
(Top, left) serum uric acid observed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Top, right) serum uric acid observed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left) Absolute value of individual weighted residuals (|IWRES|)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righ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time
Gray solid lines are smoothing lines and black solid lines are lines of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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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plot of final baseline pharmacodynamic model (CMT4, urine
hypoxanthine)
(Top, left) urine hypoxanthine observed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Top, right) urine hypoxanthine observed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left) Absolute value of individual weighted residuals (|IWRES|)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righ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time
Gray solid lines are smoothing lines and black solid lines are lines of
identity.

７８

Diagnostic plot of final baseline pharmacodynamic model (CMT5, urine
xanthine)
(Top, left) urine xanthine observed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Top, right) urine xanthine observed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left) Absolute value of individual weighted residuals (|IWRES|)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righ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time
Gray solid lines are smoothing lines and black solid lines are lines of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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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plot of final baseline pharmacodynamic model (CMT6, urine
uric acid)
(Top, left) urine uric acid observed versus population predicted
concentration
(Top, right) urine uric acid observed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left) Absolute value of individual weighted residuals (|IWRES|)
versus individual predicted concentration
(Bottom, right)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time
Gray solid lines are smoothing lines and black solid lines are lines of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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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dividual fitting plot for final uric acid formation model
(serum uric acid)

８１

Individual fitting plot for final baseline model (serum uric acid)
(continued)

８２

Individual fitting plot for final baseline model (serum uric acid)
(continued)

８３

Individual fitting plot for final baseline model (serum uric acid)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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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sual Predictive Check of the final uric acid formation
model
The dashed red line and area represents the median value of predicted
concentrations and 95% confidence interval. The dotted red line and
blue-sky area represents the 5th and 95th percentiles of predicted
concentrations and its 95% confidence intervals. The open circles
represent observed values of concentrations.

８５

８６

８７

6. Visual Predictive Check of the final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model
The dashed red line and area represents the median value of
predicted concentrations and 95% confidence interval. The dashed
blue line and blue-sky area represents the 5th and 95th percentiles
of predicted concentrations and its 95% confidence intervals. The
closed circles represent observed values of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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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NMEM control code for final pharmacokinetic model
$PROB PK base model uric acid
$INPUT ID Group
control Food dose Day N_time TIME TIME_PD TAD
AMT
RATE CMT DV conc_febu
MDV
Age
BMI
Height Weight
$DATA ..//NM_gdcl3.csv IGNORE=# IGNORE(FOOD.EQ.1)
$SUBROUTINE ADVAN3 TRANS4
$PK
TVCL = THETA(1)
TVV1 = THETA(2)
TVQ
= THETA(3)
TVV2 = THETA(4)
D = THETA(5)
CL
V1
Q
V2
D1 =

= TVCL * EXP(ETA(1))
= TVV1 * EXP(ETA(2))
= TVQ * EXP(ETA(3))
= TVV2 * EXP(ETA(4))
D * EXP(ETA(5))

SC=V1/1000
$ERROR
IPRED = F
W
= SQRT(0.00001**2 + THETA(6)**2 * IPRED**2)
IRES = DV - IPRED
IWRES = IRES / W
Y
= IPRED + W * EPS(1)

$THETA
(0, 5.66) ; CL
(0, 18.3) ; V2
８９

(0,
(0,
(0,
(0,

2.1) ;Q
21.7) ;V3
3.68) ;D
0.497) ; PROP

$OMEGA BLOCK (4)
0.057
0.01 0.179 ;V2
0.001 0.01 0.108 ;Q
0.0001 0.001 0.01 0.151 ;V3
$OMEGA 0 FIX
$SIGMA
1 fix
$COV
$EST MAXEVAL=9999 PRINT=5 NOABORT METHOD=1 INTER

8. NONMEM control file for final baseline model
$PROB PD base model uric acid
$INPUT ID
GROUP CONTROL FOOD DOSE DOSE_F Day
CMT
UA
X
HX
DV
UVOL EVID

TIME
MDV

AMT

$DATA ..//PD_serum_urine_base_sm_re.csv IGNORE=@ IGNORE(FOOD.EQ.1)
IGNORE(ID.EQ.142)
$SUBROUTINE ADVAN9 TOL=3
$MODEL
COMP=(CENT1);compartment for hypoxanthine
COMP=(CENT2);compartment for xanthine
COMP=(CENT3);compartment for uric acid
comp=(ur1);comp for HX urine
comp=(ur2);comp for X urine
comp=(ur3);comp for UA urine
９０

$PK
P1 = THETA(1)*EXP(ETA(1))
P2 = THETA(2)*EXP(ETA(2))
CLHX = THETA(3)*EXP(ETA(3))
CLHXU = THETA(4)*EXP(ETA(4))
CLX = THETA(5)*EXP(ETA(5))
CLXU = THETA(6)*EXP(ETA(6))
CLUAU = THETA(7)*EXP(ETA(7))
CLUA = THETA(8)*EXP(ETA(8))
V1
= THETA(9)*EXP(ETA(9))
K12= CLHX/V1
K14= CLHXU/V1
K23= CLX/V1
K25= CLXU/V1
K36= CLUAU/V1
K30= CLUA/V1
S1=V1
S2=V1
S3=V1
S4=UVOL
S5=UVOL
S6=UVOL
IF(A_0FLG.EQ.1) THEN
A_0(1)=P1/(K12+k14)
A_0(2)=(P2+K12*P1/(K12+K14))/(K23+K25)
A_0(3)=K23*(P2+K12*P1/(K12+K14))/(K23+K25)/(K36+K30)
ENDIF
$DES
C1=A(1)/V1
C2=A(2)/V1
C3=A(3)/V1
C4=A(4)/S4
C5=A(5)/S5
９１

C6=A(6)/S6
DADT(1)= P1-K12*A(1)-K14*A(1)
DADT(2)= P2+K12*A(1)-K23*A(2)-K25*A(2)
DADT(3)= K23*A(2)-K36*A(3)-K30*A(3)
DADT(4)= K14*A(1)
DADT(5)= K25*A(2)
DADT(6)= K36*A(3)
$ERROR
IF(CMT.EQ.1) Y=F*(1+EPS(1))+EPS(2)
IF(CMT.EQ.2) Y=F*(1+EPS(3))+EPS(4)
IF(CMT.EQ.3) Y=F*(1+EPS(5))+EPS(6)
IF(CMT.EQ.4) Y=F*(1+EPS(7))+eps(8)
IF(CMT.EQ.5) Y=F*(1+EPS(9))+eps(10)
IF(CMT.EQ.6) Y=F*(1+EPS(11))+eps(12)
W=F
IPRED=F
IRES=DV-IPRED
IWRES=IRES/W
$THETA
(0, 84) ; KA1
(0, 110) ;KA2
(0, 9.36) ;CLHX
(0, 0.288) ;CLHXU
(0, 86.6) ;CLX
(0, 0.927) ;CLXU
(0, 0.398) ;CLUAU
(0, 0.101) ;CLUA
(1) FIX ; V
$OMEGA
0.0735
0 FIX
0 FIX
0.114
0.00481
９２

0.0373
0.0457
0.381
0 FIX
$SIGMA
0.135
0 FIX
0.0957
0 FIX
0.00758
0 FIX
0.2
77.5
0.171
12.9
0.142
0.101
;$COV
$EST MAXEVAL=9999 PRINT=5 NOABORT METHOD=1 interaction
$TABLE ID TIME DV MDV CMT IPRED IWRES IRES CWRES PRED RES WRES
NOPRINT ONEHEADER FILE=sdtab00203
$TABLE ID P1 P2 CLHX CLHXU CLX CLXU CLUAU CLUA V1 ETA1 ETA2
ETA3 ETA4 ETA5 ETA6 ETA7 ETA8 ETA9 NOPRINT ONEHEADER
FILE=patab00203

9. NONMEM

control

file

for

final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model
$PROB PD base model uric acid
$INPUT ID
GROUP PLACE FOOD DOSE DOSE_F
TIME2 TIME TAD AMT RATE CMT UA
DV
UVOL EVID MDV CLI
V7I
QI
９３

DAY
X
V8I

HX

KA1I KA2I
CLUAI P1I CLUAI2

CLHXI CLHXUI

CLXI

CLXUI CLUAUI

$DATA
..//PKPD_sm_203-190_0h_abb_ua_re3.csv
IGNORE=@
IGNORE(FOOD.EQ.1)
IGNORE(ID.EQ.142)
IGNORE(ID.EQ.52)
IGNORE(CMT.EQ.4)
$SUBROUTINE ADVAN9 TOL=3
$MODEL
comp=(central);comp for drug conc
COMP=(PERI);COMP FOR PERI
COMP=(CENT1);compartment for uric acid
comp=(ur1);comp for UA urine

$PK
CL=CLI
V1=V7I
Q=QI
V2=V8I
D1=3.68
S1=V1/1000
S2=V2/1000
CLX = P1I
CLUAU = CLUAI2
V3 = 1
P1= CLX
K34= CLUAU/V3
K10= CLI/V1
K12=Q/V1
K21=Q/V2
S3=V3
９４

S4=UVOL
;PKPD RELATIONSHIP
IC502=THETA(1)*EXP(ETA(1))
IMAX2=THETA(2)*EXP(ETA(2))
IF(A_0FLG.EQ.1) THEN
A_0(3)=P1/(K34)
ENDIF
$DES
C1=A(1)/S1
C2=A(2)/S2
C3=A(3)/S3
C4=A(4)/S4
INH2=(A(1)/S1)/(IC502+A(1)/S1)
DADT(1)=-K10*A(1)-K12*A(1)+K21*A(2)
DADT(2)= K12*A(1)-K21*A(2)
DADT(3)= P1*(1-IMAX2*INH2)-K34*A(3)
DADT(4)= K34*A(3)

$ERROR
IF(CMT.EQ.1) Y=F*(1+EPS(1))+EPS(2)
IF(CMT.EQ.3) Y=F*(1+EPS(3))+EPS(4)
W=F
IPRED=F
IRES=DV-IPRED
IWRES=IRES/W

$THETA
(0, 111) ;IC502
(0, 0.9,1) ;IMAX2
９５

$OMEGA
0.1
0.1
$SIGMA
0 FIX
0 FIX
0.1
0 FIX
$COV
$EST MAXEVAL=9999 PRINT=5 NOABORT METHOD=0
$TABLE ID TIME DV MDV CMT IPRED IWRES IRES CWRES PRED RES
WRES NOPRINT ONEHEADER FILE=sdtab00172
$TABLE ID IC502 IMAX2 V1 ETA1 ETA2 NOPRINT ONEHEADER
FILE=patab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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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Gout is a common inflammatory arthropathy caused
by elevated serum uric acid (hyperuricemia). Xanthine oxidase is
an enzyme that i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uric acid and
several xanthine oxidase inhibitors such as allopurinol and
febuxostat

were

develope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mechanism of uric acid formation and to evaluate it quantitatively
for the evaluation of these uric acid lowering agents. The aim of
the study was to develop pharmacokinetic (PK) model of
LC350189, newly developed xanthine oxidase inhibitor, baseline
uric acid formation model and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model.
Methods: A clinical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safety, PK
characteristics of LC350189 in healthy volunteers. A total of 129
volunteers were enrolled and pharmacodynamics markers such as
uric acid, xanthine, and hypoxanthine were evaluated. Pop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rug concentrations and
concentrations of PD biomarkers and PK and PK-PD model was
developed sequentially.
Results: The population PK of the drug was well described by an
oral, two-compartment model with first-order absorption and
elimination from the central compartment. Uric acid formation at
baseline was modeled using serum and urine compartments of 3
９７

biomarkers based on known metabolic pathway of uric acid.
Inhibitory Emax model was used to describe inhibition of xanthine
oxidase that metabolizes hypoxanthine to xanthine, and xanthine
to uric acid. PK parameters and parameters calculated in uric acid
formation model PD parameters at baseline were fixed in this
model.
Conclusion: We have constructed a PK/PD model of a xanthine
oxidase inhibitor using concentrations of the drug in plasma and
uric acid, xanthine, hypoxanthine in serum and urine. This model
provided us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formation of uric acid
and is expected to be used to suggest an optimal dosing scheme
that could be used in patients with gout or hyperuricemia

--------------------------------------------------Keywords: gout, uric acid, xanthine oxidase inhibitor, population
analysis, pharmacokinetics, pharmaco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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