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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리팜핀은 결핵 치료에 있어서 중추가 되는 약제이다. 동양인을 

대상으로 리팜핀의 약동학 (pharmacokinetics)과 유전자 다형성 

(polymorphism)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치료 중인 한국인 환자에서 SLCO1B1 유전자 

다형성과 리팜핀의 노출 (exposure)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리팜핀 용량 조절의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방법: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리팜핀을 포함한 항결핵제를 최소 1주일이상 

복용한 성인환자들을 모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팜핀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속 채혈 혹은 

단일 채혈을 진행하였고, 리팜핀의 제거율 (clearance)과 노출을 

산출하기 위해 집단 약동학 (population pharmacokinetics)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SLCO1B1에 대해 4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유전형 (genotype)을 확인하였다. 

항산균 (acid-fast bacteria)배양 음전까지 걸린 시간, 치료 이후 흉부 

엑스선 점수의 변화, 사망률 (all-cause mortality) 등과 같은 임상적 

치료 결과 또한 확인하였다. 이후 SLCO1B1의 유전형에 따른 리팜핀의 

노출, 그리고 약제의 노출과 임상적 예후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결과: 총 105명 (남성 70명, 여성 35명)의 환자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55.4세였다. 평균 리팜핀 제거율은 

13.6 L/h, 평균 리팜핀 노출은 57.9 mgh/L였다. SLCO1B1의 유전자 

다형성은 리팜핀의 제거율이나 노출과 연관을 보이지 않았다. 리팜핀 

노출이 늘어날수록 흉부 엑스선 소견은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지만 

항산성균의 음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리팜핀의 노출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한국인 활동성 폐결핵 환자에서 SLCO1B1 유전자 다형성은 

리팜핀의 농도나 임상적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SLCO1B1 유전형에 따른 리팜핀의 용량 조절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주요어: SLCO1B1, 리팜핀, 유전자 다형성, 결핵 

학  번: 2015 – 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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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결핵의 임상적 중요성 

결핵 (tuberculosis)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인류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주요 질병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세계적으로 1,000만명이 넘는 신규 결핵 환자들이 발생하고 

160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결핵과 관련되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021년 3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결핵환자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총 25,350 명 

(10만명 당 49.4명)이 결핵에 감염되었고 그중 38.8%가 신규 

환자였다.(2) 과거에 비하여 꾸준히 결핵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핵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전염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참여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2. 리팜핀 용량 증가 시도들  

결핵 치료의 표준 처방은 아이소니아지드 (isoniazid), 리팜핀 

(rifampicin), 에탐부톨 (ethambutol), 피라진아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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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azinamide)의 4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도 리팜핀은 

집중 치료기 초기에 살균 효과 (bactericidal effect)를 나타내며 

유지 치료 기간 동안에도 균 내부에 남아 있으면서 해당 효과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약물이다.(3) 리팜핀은 통상적으로 매일 

450mg 또는 600mg (10 mg/kg/day)의 용량으로 투약 되고 있다. 

이 용량은 매일 얼마의 용량으로 리팜핀이 투약이 되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제약이 있던 환경 아래에서 선정이 

된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4, 5)  

시험관 연구 (In vitro) 및 동물 실험 (animal study)을 통해서 

리팜핀이 용량-의존성 killing effect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6-8) 이에 수십년 전부터 해외에서는 리팜핀의 용량을 

증가시켜 약동학 (pharmacokinetics) 및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Decroix 등은 리팜핀의 용량을 

600mg에서 900mg으로 증량하였더니 2개월 후 모니터링 하였을 

때 혈중 농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보고하였고,(9) 

Acocella는 리팜핀 용량을 10mg/kg/day에서 20mg/kg/day로 

증량하였더니 최고 혈중 농도 (Cmax)가 거의 3배까지 

올라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10) 이러한 연구들은 리팜핀 

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결핵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３ 

 

하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 하듯이 최근 

리팜핀 용량 증가에 따른 효과 및 독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탄자니아의 PANACEA 

consortium에서 시행된 HIGHRIF1 연구는 최대 용량 내성 

(tolerability)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리팜핀을 최대 

35mg/kg로 복용한 환자들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1)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연구 

동향은 리팜핀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어, 용량 

증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 및 독성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구집단 또는 인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3. 리팜핀 농도와 SLCO1B1 유전자 다형성 

개개인의 리팜핀 농도의 차이는 HIV 감염이나 성별, 제형, 체중 

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12-14) 특정 인구 

집단에서 리팜핀 농도가 낮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이는 

약물 대사 관련 효소 (drug-metabolizing enzyme)나 이송 단백 

(transporter)을 코딩 (coding)하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 리팜핀 

농도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약 



４ 

 

50%의 리팜핀은 담즙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제 이송 단백이나 전사 조절 인자 (transcriptional 

regulator)의 유전자 다형성이 리팜핀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리팜핀은 ABCB1 유전자에 의해 코딩 되는 약물 

배출 펌프 P-glycoprotein의 기질이며, SLCO1B1 유전자에 의해 

코딩 되는 organic anion-transporting polypeptide 1B1 

(OATP1B1)에 의해 일차적으로 간세포로 uptake된 이후 담즙 

내로 배출된다.(15) 따라서 이들 유전자 다형성이 리팜핀 

약동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개개인의 리팜핀 

노출의 정도의 차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Weiner 등은 미국, 아프리카, 스페인에서 72명의 성인 폐결핵 

환자들을 모집하여 기념비적인 약동학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c. 463C > A 유전형을 가진 환자들이 C > C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 리팜핀 노출이 낮다는 것과, 

이러한 C > A 유전형이 흑인에서 확연하게 많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Chiguta 등은 남부 아프리카 폐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여 SLCO1B1 rs4149032가 

리팜핀 농도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16) 이 

연구에서 SLCO1B1 rs4149032 allele frequency는 0.70로 

상당수의 환자에서 관찰이 되었고, 이형접합 (heterozygot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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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접합 (homozygote)에서 생체 이용률 (bioavailability)이 

각각 20%, 28%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낮은 리팜핀 

농도를 야기하는 유전자 다형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리팜핀 용량을 증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기존 연구의 제한점 

SLCO1B1 유전자 다형성과 리팜핀 노출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서양에서 백인과 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기존 연구 마저도 리팜핀 노출과 

제거율 등과 같은 약동학적인 측면의 차이만을 분석하였고, 

임상적인 측면, 즉 치료 효과나 약제 부작용 등을 함께 분석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 다형성과 간독성을 확인하는 연구만 주로 

진행되었는데, 항 결핵제 혈중 농도와 간독성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17) 유전자 다형성과 간독성 사이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시행되었던 다기관 연구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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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필요성 

아직까지 동양인을 대상으로 SLCO1B1 유전자 다형성의 빈도 및 리팜핀 

농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리팜핀 농도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서구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리팜핀 용량 증량에 따른 혈중 농도 및 효과 연구 시행이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용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 및 독성의 위험성이 있고, 

인구 집단 별로 적정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논함에 앞서 리팜핀 대사나 이송과 관련된 유전자 다형성 

및 빈도에 대한 정보와 농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결핵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6. 연구 목적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 폐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SLCO1B1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리팜핀의 약동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치료 효과와 약물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SLCO1B1 유전자 다형성과 리팜핀의 약동학적인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이를 근거로 리팜핀 용량 조절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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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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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SLCO1B1 유전자 다형성과 리팜핀의 약동학적인 

특성, 치료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중인 활동성 폐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 대상자 모집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항 

결핵제를 복용중인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배경이나 절차,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연속 채혈에 동의한 경우 채혈에 

따른 불편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제공한 연구비를 통해 

사례비(25만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일치하게 

수행되었으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 조건과 배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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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참여 조건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2) 최소 연속 7일 이상 리팜핀을 포함한 항 결핵제를 복용한 

환자 

(3)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환자  

 

나. 연구 참여 배제 조건 

(1) 다제내성 결핵 환자 

: 약제 감수성 검사에서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내성이 

 있는 결핵에 감염된 환자 

(2) 급성 또는 만성 신부전증 등과 같은 혈중 결핵 약제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3)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자의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환자 

(4)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 

(5) 연구 참여를 거부한 환자 

 

2. 혈액 채취 (blood sampling)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들은 연속 채혈 (serial blood 

sampling)과 단회 채혈 (1-time blood sampling)중 동의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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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법으로 혈액을 채취하였다. 연속 채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환자 들 중, 입원 중인 대상자는 입원병동에서 채혈을 

진행하였고 입원 중이 아닌 참여자들은 임상시험센터 병동에 당일 

입원하여 채혈을 진행하였다. 단회 채혈 참여를 원하는 경우 외래 

채혈실에서 채혈을 진행하였다. 채혈 방법을 도식화 하면 Figure 

1과 같다.  

 

가. 연속 채혈군 

연속 채혈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은 결핵 약 복용 직전인 

predose, 복용 후 0.5 시간, 1 시간, 2 시간, 4 시간, 6 시간, 9 

시간, 12 시간에 걸쳐 3cc가량씩 총 8번의 채혈을 진행하였으며, 

수 차례 혈관을 찌르는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heparin lock으로 

혈관을 확보하여 채혈을 진행하였다.  

 

나. 단회 채혈군  

단회 채혈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외래 방문 시 예정된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시행할 때에 추가로 채혈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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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lood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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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팜핀 농도 결정 

혈액을 채취한 이후 sodium heparinized 튜브에 모은 후, 

1500g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 분리된 혈장에 5%(v/v) 

formic acid를 1.5ml를 추가하여 섞은 후, 1ml씩 eppendorf 

튜브에 담은 후, 분석 전까지는 -80℃의 초저온에서 보관하였다. 

이는 리팜핀은 -20℃ 이하의 온도에서 6개월까지 

안정적이며,(19, 20) -70℃이하일 경우 장기 보관에 

유리하다(21)는 기존 문헌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샘플은 늦어도 

최대 5개월 안에 분석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 

(92.5%)의 샘플은 3개월안에 분석하였다.  

리팜핀의 농도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크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및 Waters TQ-S 질량 

분석기 (tandem mass spectrometer)로 분석하였다. 분석 성능은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하였다.(22) 

 

4. 집단 약동학 분석 (population pharmacokinetics 

analysis) 

105명의 환자들은 모두 450mg 또는 600mg의 리팜핀을 

복용하였다. 이 들로부터 채취한 총 300개의 혈액 샘플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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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팜핀의 집단 약동학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단 

약동학 분석은 NONMEM® (version 7.3, ICON development 

solutions, Ellicott City, MD, USA)의 비선형 혼합효과분석(non-

linear mixed effec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비선형 혼합 효과 분석법은 가정된 고정 효과(fixed effects), 

무작위 효과(random effects)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집단 

약동학 분석에서 무작위 효과에는 설명되지 않는 개체간 

변이(unexplained inter-individual variability)와 개체내 

변이(intra-individual variability)가 포함된다.(23) 

약동학 모델에서는 1차 소실 (first order elimination)을 따르는 

구획(compartment) 모형을 가정하였다. 1, 2구획 모형 등을 

평가하였으며, FOCE with INTER(first-order conditional 

estimation with interaction) 방법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모델 간 비교를 위하여 목적함수값(objective 

function value, OFV)의 감소 정도, goodness-of-fit plot 의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목적함수값의 변화는 log-

likelihood test를 이용하여 하나의 파라미터 추가 시 3.84 이상의 

감소(P <0.05)를 보일 때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모델은 

visual predictive check (VPC) 방법도 사용하였다.  

연속 채혈군의 약물농도를 이용하여 기본 약동학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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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고, 이후 전체 환자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흡수 단계에서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1차 흡수와 0차 

흡수, lag time 도입, Erlang model, transit compartment model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흡수 모델을 선정하였다. 연속 채혈군을 

통해서 흡수 속도 (ka)를 추정하였고 최종 모델에서 이를 

고정하였다.  

기본 모델 선정 이후, 겉보기 청소율 (apparent clearance, 

CL/F)와 분포 (volume of distribution, V/F)의 공변량 

(covariate)으로 연령, 성별, 체중 등과 같은 인구학적인 지표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혈청 크레아티닌과 Cockcroft–Gault 

equation을 통해 얻은 사구체 여과율, 알부민, 아스파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aspartate transaminase),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alanine transaminase)등과 같은 혈액 검사 

결과와 SLCO1B1 유전형 또한 리팜핀 청소율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 인지 검토하였다. 개인별 리팜핀 겉보기 청소율 (CL/F)은 

최종 모델을 통해 추정하였고, AUC (area under the time 

concentration curve)는 AUC = Dose/(CL/F) 수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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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형 분석 (Genotyping) 

유전형 분석은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였고 앞서 Figure 1에서 명시 

하였듯이 연속 채혈군의 경우 predose 샘플에서, 단회 채혈군의 

경우 1회 채혈 시 추가로 채혈한 전혈 샘플에서 분석하였다. 

QIAamp DNA Blood Mini Kit (Qiagen Inc., Hilden, Germany) 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Primer는 4개의 

유전형 (rs2306283, rs11045819, rs4149056 and 

rs4149032)에 대하여 디자인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와 한국인의 

유전자 게놈 데이터 베이스에서의 대립 유전자 빈도 (minor allele 

frequency)에 근거한 것이다. (Supplementary Table 1) 

염기서열분석 (sequencing)은 ABI 3500xL Dx Genetic Anal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로 진행하였고 

결과는 Mutation Surveyor v4.0 (Softgenetics, State College, P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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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1. Minor allele frequency (MAF) for each 

SNPs reported in general population 

rs number gnomAD gnomAD EAS  KRGDB MAF 

rs2306283 47.99% 75.18% 73.69% 

rs11045819 11.39% 0.05% N/A 

rs4149056 13.32% 12.54% 14.08% 

rs4149032 38.10% 54.61% 55.93% 

gnomAD: Genome Aggregation Database, EAS: East Asian population, 

KRGDB: Korean Reference Genom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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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상적 예후 (Clinical outcomes) 

환자들의 임상적 예후를 확인하기 위해 항산균 (acid-fast 

bacteria) 도말 (smear)이나 배양 (culture) 음전 (negative 

conversion)까지 걸린 시간, 치료 시작 전·후 흉부 엑스선 

점수의 변화, 약물 부작용, 사망률 등을 분석하였다. 결핵 치료 

전·후에 따라 흉부 엑스선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결핵 

진단 당시 및 치료 완료 당시에 흉부 엑스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흉부 엑스선 점수는 폐결핵에 의해 영향 받은 폐의 구역 

(zone)을 분율 (proportion)로 계산하여 점수화 하였다. 불투명한 

변화 (opacification), 공동화 (cavitation)등과 같이 결핵으로 

영향 받은 폐의 구역을 등급화 하였고, 해당 구역이 dense 

opacification을 보일 경우 100%, patchy opacification을 보일 

경우 불투명한 정도에 따라 100% 미만의 점수로 매기도록 

하였다.(24) 환자들의 흉부 엑스선은 저자를 포함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권병수 교수가 독립적으로 

리뷰하였고 흉부 엑스선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5. 통계분석 방법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변수의 특징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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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위수와 사분위수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 student t-

test를 사용하였고, 범주형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 Pearson chi-

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활용하였다. SLCO1B1 

유전형에 따른 약동학 파라미터들을 비교하기 위해 Kruskall-

Wallis test를 적용하여 각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사망률과 연관되어 있는 독립적인 예측 인자를 

알아내기 위해 단변량 분석 (univariate analysis)에서 P value 

<0.1이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0 software package;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P value <0.05이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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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연구 환자군 

연구 참여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112 명의 환자들 중, 3 명은 

동의를 철회하였고 4 명은 리팜핀의 농도 측정 범위를 하회하는 

결과로 인하여 추가로 배제되어, 최종적으로 105 명 (남성 70 명, 

여성 35 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환자 모집 과정은 

Figure 2 와 같으며,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기본 특성들은 

Table 1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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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ient enrollment. RFP, rifampin 

 

 

 

 

 

 

 

 

 

 

 

 

 

 

Eligible patients  

 (n = 112) 

- Withdrawal consent (n= 3) 

- Below the detection limit of 

RFP concentration (n =4) 

Single sampling  

(n = 71) 

Serial sampling 

(n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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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demographic data 

 N = 105 

Age, years 55.4 (18.6) 

Sex, male 70 (66.7) 

BMI 22.3 (3.2) 

Comorbidities  

  Diabetes mellitus 20 (19.0) 

  Hypertension 19 (18.1) 

  Chronic liver disease 1 (1.0) 

  Previous tuberculosis 15 (14.3) 

Laboratory findings  

  Whole blood cell count, x 103/㎕ 7.5 (2.7) 

  Hemoglobin, g/dL 13.4 (1.7) 

  Blood urine nitrogen, mg/dL 13.9 (5.0) 

  Creatinine, mg/dL 0.8 (0.2) 

  Total protein, g/dL 7.2 (0.7) 

  Albumin, g/dL 4.3 (4.0) 

  Aspartate aminotransferase, IU/L 24 (10 – 324) 

  Alanine aminotransferase, IU/L 18 (5 – 349) 

AFB smear positivity 23 (21.9) 

AFB culture positivity 68 (64.8) 

Extrapulmonary TB 16 (15.2) 

  TB pleurisy 6 (5.7) 

  TB pericarditis  1 (1.0) 

  TB spondylitis 2 (1.9) 

  Others 7 (6.7) 

Radiology findings  

Cavity  32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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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ata are mean (SD), number (%) patients, or median (range). 

 

 

 

 

 

 

 

 

 

 

 

 

 

Pleural effusion 13 (12.4) 

Chest X-ray score 16.7 (2.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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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모두 아시아인이면서 한국인이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5.4 ± 18.6 세였고,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2.3 ± 3.2 였다. 22 명 (19%)의 환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15 명 (14.3%)는 과거 폐결핵을 앓은 병력이 있었다. 약 

22%의 환자들이 결핵균에 대해서 도말 양성을 보였다. 흉부 

엑스선 촬영에서 32 명 (30%)의 환자들이 공동 (cavities)를 

가지고 있었고 13 명 (12.4%)의 환자들에게서 흉수가 확인되었다. 

16 명 (15.2%) 환자들은 폐외 결핵 (extrapulmonary TB)를 

가지고 있었다. 6 명은 결핵성 흉막염, 1 명은 결핵성 심낭염, 2명은 

결핵성 척추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의 폐외 결핵도 7 명에 

달했다. 초기 진단 당시에 흉부 엑스선 점수의 중위수는 16.7 

(2.5 – 100)였다.  

이들 105 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SLCO1B1 rs2306283, 

rs11045819, rs4149056 and rs4149032 유전자 다형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환자들의 유전형 분포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환자들 중에는 rs11045819 의 

이형접합이나 변이형은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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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omic distribution of SLCO1B1 gen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rs number Genotype, n (%) 

 Wild type Heterozygote Variant 

rs2306283 

c.388A > G 

AA 

6 (5.7) 

AG 

50 (47.6) 

GG 

49 (46.7) 

 

rs11045819 

c.463C > A  

c.463C > T 

CC 

105 (100) 

 

rs4149056 

c.521T > C 

TT 

87 (82.9) 

TC 

15 (14.3) 

CC 

3 (2.8) 

 

rs4149032 

c.85-7793C > T 

CC 

18 (17.1) 

CT 

53 (50.5) 

TT  

34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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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예후와 부작용 

모든 환자들은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마이드, 

그리고 피리독신을 포함한 기본적인 항 결핵제로 치료를 받았다. 

1 명의 환자는 광범위한 폐결핵으로 인하여 레보플록사신 

(levofloxacin)이 추가되었다. 환자들의 평균 결핵 치료 기간은 

247.9 ± 116.8 일이었다. 결핵균 배양 음전까지는 34.5 (7 – 

185)일이 소요되었고, 77.9 % (66 명)환자들이 2 개월 안에 음전 

되었다. 치료 종료 후의 흉부 엑스선 점수는 6.5 (0 – 

100)점이었다.  

약물의 부작용은 41 명 (39%)에서 의심되었고, 그들 중 8 명은 

간독성을 보였다. 3 명 (2.9%)의 환자는 결핵 치료 중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환자들의 임상적 예후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Table 3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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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outcomes and adverse events 

Note: Data are mean (SD), number (%) patients, or median (range). 

 

 

 

 

 

 

 N = 105 

Clinical outcomes 

Treatment duration, days 

 

247. 9 (116.8) 

Time to AFB culture negative conversion, days 34.5 (7 – 185) 

AFB culture conversion within 2 months 66 (77.9) 

Chest X-ray score at the end of the treatment 6.5 (0 – 100) 

  

Drug adverse events (all), n (%) 41 (39.0) 

   Gastrointestinal disorders 14 (13.3) 

   Eye disorders 2 (1.9) 

   Skin disorders 16 (15.2) 

   Hepatobiliary disorders 8 (7.6) 

   Other systems 12 (11.4) 

Death, n (%)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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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팜핀의 약동학 

 

가. 리팜핀 집단 약동학 모델링 

리팜핀 투여 후 약물의 농도 변화는 1차 흡수 및 1차 소실을 

따르는 2구획 모형으로 적절하게 설명되었다. 1구획 모형에 

비하여 2구획 모형에서 목적함수값 (OFV)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diagnostic plot도 개선됨을 확인하여 2구획 모델을 선택하였다 

(ADVAN4 TRANS4). 이후 lag time 도입, 0차 흡수 속도, 

Erlang model 등을 비교하여 이 약물의 흡수를 잘 설명하는 

모델을 찾았으며, 그 중 1차 흡수를 도입한 모델이 OFV 및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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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였을 때 

목적함수값 (OFV)이 가장 작았으며, residual error는 

proportional error model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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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팜핀 약동학 파라미터  

리팜핀의 흡수 속도는 연속 채혈군 모델로부터 추정하여 0.436 h-

1로 고정하였다. 최종 약동학 모델에서 추정된 약동학 파라미터는 

Table 4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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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ameter estimates and variability for the population 

pharmacokinetic model of rifampin 

Parameters 
Estimates 

(RSE) 

Bootstrap median 

(95% CI) 

Structural model   

CL/F = θ1 × (WT/60)θ2 ; apparent clearance (L/h) 

θ1 ; CL/F typical value (L/h) 11.4 (7.0%) 11.4 (9.9 – 13.1)  

θ2 ; body weight exponent 1.14 (28.2%) 1.16 (0.57 –1.77) 

  V2/F (L) 17.8 (12.0) 18.3 (14.0 – 25.1) 

  Q (L/h) 2.78 (30.2%) 2.53 (0.55 – 4.32) 

  V3/F (L) 80.7 (33.5%) 77.8 (6.7 – 218.2) 

ka ; absorption rate constant (h-1)  0.436 FIX  

Inter-individual variability (IIV)   

IIV CL/F (%CV) 64.2 (10.6%) 61.0 (42.9 – 77.8) 

IIV V2/F (%CV) 70.2 (13.1%) 72.6 (50.1 – 99.8) 

Correlation coefficient of CL/F 

and V2/F 
0.927 0.866 

Residual error   

Proportional error (SD; ng/mL) 0.452 (6.9%) 0.437 (0.359 – 0.495) 

CI: confidence interval, which was estimated by applying the final population 

PK model to 1000 re-sampled datasets, CV: coefficient of variation, RSE: 

relative standard error, SD: standard deviation, WT: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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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odness-of-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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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를 

보았을 때도 모델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agnostic plot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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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asic goodness-of-fit plots of final model 

Black and red solid lines indicate the line of identity and loess 

smoother, respectively. 

 

(a) Observed values versus individual predic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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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bserved values versus population predic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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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nditional weighted residuals (CWRES) versus 

population predic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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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WRES v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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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Visual predictive check)를 확인하였을 때도 5%, 95% 예측 

범위에 측정치가 적절하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4).  

 

Figure 4. Visual predictive check (VPC). The shaded areas 

represent the 5th, 50th and 95th percentiles of simulated data 

(n = 1000). The solid lines are the median along with the 5th 

and 95th percentiles of the observed data (n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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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겉보기 청소율 (CL/F)의 공변량은 체중이었다. 다른 

약동학 파라미터에서는 적절한 공변량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SLCO1B1 유전형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였을 때도, 모델이 

개선되지 않았다. Bootstrap 분석을 통해 추정한 약동학 

파라미터들은 본 연구의 최종 모델의 파라미터 추정치와 

비슷하였는데 (Table 4), 이는 최종 모델이 수용할 만한 정확도를 

가진 모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리팜핀 청소율의 

집단 추정치는 11.4 L/h였으며 평균 calculated AUC는 60.3 

mg·h/L였다. 

 

4. 리팜핀 약동학과 임상적 예후, 부작용과의 관계 

다음으로 SLCO1B1의 유전형과 리핌핀의 노출, 겉보기 청소율, 

치료 결과 및 치료 부작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SLCO1B1 rs2306283 변이형 (GG)과 rs4149032 야생형 (TT)

을 가진 유전형 그룹은 리팜핀의 노출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

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SLCO1B1의 유전형과 약동학 파라미터

와의 상관관계는 Figure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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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The relationship between SLCO1B1 genotype and 

PK parameters: left column - dose normalized AUC, right 

column – apparent clearance. AUC, area under the time-

concentration curve, CL/F, apparent clearance 

 

(a) rs23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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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s4149056 

 

 

(c) rs414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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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팜핀의 노출이나 청소율과 연관성을 보이는 SLCO1B1 유전형 

변이는 없었다. 리팜핀의 AUC가 증가할수록 흉부 엑스선 점수 

변화는 증가하였지만 (Figure 5B), 결핵균 배양 음전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Figure 5A) 치료 2개월 이내의 음전까지 걸리는 시간 

(Figure 5C) 모두 리팜핀 AUC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리팜핀 AUC와 치료 결과 사이의 관계는 Figure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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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relationship between rifampin AUC and clinical 

outcomes. AUC, area under the time-concentration curve 

 

(a) Culture conversion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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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hest X-ray score change 

*notes: A solid regression line of (b) is calculated from all 

data and a dashed regression line is calculated using only data 

from patient with decreased x-ray scores after rifamp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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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ulture conversion within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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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부작용을 살펴보았을 때, 위장관이나 간담도계 부작용을 

나타낸 환자들은 리팜핀의 노출이 높은 경향성은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지하지 않았다. 이외 다른 부작용들 또한 리팜핀의 

노출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리팜핀 노출과 

부작용의 상관관계는 Figure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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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relationship between rifampin AUC and drug 

adverse events by organ systems. AUC, area under the time-

concentration curve 

 

(a) Gastrointestin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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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ye. 

 

 

 

 

 

 

 

 

 

(c)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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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epatobiliary  

 

 

 

 

 

 

 

 

 

 

 

(e) Oth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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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ll adver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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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전향적으로 한국인 활동성 폐결핵 환자를 모집하여 

SLCO1B1의 유전자 다형성을 살펴보고, 이와 혈청 리팜핀 농도 

그리고 임상적 예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진행한 연구이다. 

리팜핀의 노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리팜핀의 집단 약동학 모델을 

구축하였고 측정한 겉보기 청소율을 근거로 AUC를 계산하였다. 

리팜핀의 흡수 단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흡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0차 흡수, 1차 흡수, lag time과 transit compartment 모델을 

각각 적용하여 살펴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1차 흡수 

모델을 선정하였다. 비록 기존 몇몇 연구에서 리팜핀의 흡수를 

설명하기 위해 transit compartment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14, 25, 26) 이러한 transit compartment 모델은 본 

연구의 model을 향상시키지 못하였고 많은 환자들이 최고 농도 

(peak concentration)에 도달하기 전에 샘플 포인트가 없거나 

하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흡수 모형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리팜핀의 약동학 파라미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변량을 평가하였으나 체중만이 겉보기 청소율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SLCO1B1의 유전형은 공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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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없었는데, 이는 SLCO1B1 유전형이 리팜핀 제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서양에서 시행된 몇몇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SLCO1B1 유전자 다형성이 리팜핀의 노출이나 청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전 연구들은 SLCO1B1 rs11045819 유전형은 

OATP1B1 이송 단백질의 기질 (substrate) 노출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Weiner는 SLCO1B1 rs11045819 유전자 다형성 

출현율 (prevalence)이 아프리카 결핵 환자에서는 19% (7명), 

미국과 스페인 결핵 환자에서는 11% (4명), 건강한 미국인 

대조군에서는 25% (4명)로 보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모집된 한국인 폐결핵 환자에서는 SLCO1B1 rs11045819 

유전형을 찾아볼 수 없었다. SLCO1B1 rs4149032 유전형은 

흑인에서 낮은 리팜핀 노출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유전형을 가지고 있을 경우 리팜핀 용량을 증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Chigutsa 등은 남부 

아프리카의 폐결핵 환자들의 SLCO1B1 rs4149032의 allelic 

frequency가 70%나 된다고 보고하였고,(16) Mukonzo 등은 

우간다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66%의 SLCO1B1 rs4149032 

allelic frequency를 보고하였다.(27) 본 연구에서 한국인 폐결핵 

환자들의 50.5%가 rs4149032의 이형접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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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149032 야생형 (TT)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팜핀 청소율과 높은 리팜핀 노출을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 할 수 없었다. Dompreh 등은 가나 소아 폐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LCO1B1 rs2306283 유전형이 

낮은 리팜핀 농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28) 중국 

연구자들은 rs2306283 유전형을 가진 신장이식 환자들이 높은 

tacrolimus 농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여,(29) rs2306283 

유전형이 리팜핀의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도 rs2306283 변이형 

(GG)은 다른 allele type에 비하여 높은 리팜핀 농도를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Allegra 등은 SLCO1B1 

rs4149056 유전형을 가진 환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리팜핀 

농도를 보인다고 하였지만,(30) 본 연구에서는 이 유전형과 

리팜핀 노출은 어떠한 상관 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SLCO1B1 유전자 다형성과 리팜핀의 약동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던 연구들 중에는 몇몇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SLCO1B1 rs4149056, rs2306283, rs4149032, rs11045819 

유전형과 리팜핀의 약동학과의 연관성은 특정 몇몇 연구에서만 

보고되었고 이후의 다른 연구들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아프리카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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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SLCO1B1 유전자 다형성과 리팜핀의 노출과는 어떠한 

상관 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27, 31, 32) 이와 

비슷하게 Ramesh가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33) 

Jeremiah등이 탄자니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34) 

SLCO1B1 유전자 다형성과 혈장내 리팜핀 노출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여러 연구들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은 각 연구들의 연구 대상자 수나 인종, 

모집 요건, 샘플 채취 시간, 약제 순응도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105명의 한국인 활동성 폐결핵 환자들을 모집하였다. 리팜핀 복용 

전부터 12시간 경과 후까지 8회에 이르는 연속 채혈은 

32.4 %(34명)에서 이루어 졌고, 신뢰도 높은 약동학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약제 순응도와 부작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였다.  본 연구 환자들에서 SLCO1B1 유전자 다형성은 

리팜핀의 농도나 청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 

한국인에서 SLCO1B1 유전자 다형성이 리팜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인 폐결핵 환자에서의 리팜핀의 약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송 단백질 (drug transporters)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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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조절 인자 (transcriptional regulators), 대사 효소 

(metabolic enzymes), 경로 조절 인자 (pathway 

regulators)등의 유전자들의 다형성에 대한 추가 연구도 

요구된다.(35) 

본 연구에서 리팜핀의 노출이 흉수 엑스선의 호전이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결핵 환자에서 약제의 적절한 노출이 결핵 환자의 

임상적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LCO1B1 유전자 다형성은 결핵균 도말이나 

배양 음전까지 걸린 시간, 약제 부작용, 사망율 등과 같은 임상적 

예후와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15 %(16명)의 환자가 폐결핵에 더하여 폐외 결핵을 

가지고 있었고 30 %(32명)의 환자가 결핵 진단 당시 공동 

(cavities)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결핵의 중증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중증도로 인하여 결핵 치료 기간 

또한 247.9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폐외 결핵을 가지고 있었던 

3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해 보아도 SLCO1B1 유전자 

다형성은 여전히 임상적 예후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SLCO1B1 유전자 다형성이 혈장 리팜핀 노출과 중요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SLCO1B1 유전자 다형성이 

임상적인 예후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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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신뢰성 높은 리팜핀 약동학 및 임상 

자료를 토대로 SLCO1B1 유전자 다형성과 리팜핀의 농도 그리고 

임상적 예후 사이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던 첫번째 전향적 

연구라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도 몇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항 결핵제 이외에도 함께 투약된 몇몇 

약제들이 있어 이들 약제에 의한 혼동 효과 (confound effect)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환자 등록 시 리팜핀의 약동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사전 스크리닝을 통하여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외의 다른 약제들은 본 연구가 

실제 임상 현상에서 수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제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본 연구는 105명의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라는 단일 기관에서 

시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년 이상에 걸쳐 더 많은 환자 

등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속 채혈로 인하여 환자들의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집단 약동학 모델링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통해 적은 모집 환자 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리팜핀 

약동학 데이터는 채혈 과정과 횟수를 간소화하는 근거가 되어 

향후 다기관 또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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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혈장의 리팜핀 농도를 

토대로 리팜핀의 노출을 분석하였고, 다른 신체 구획 

(compartment)에서는 리팜핀의 약동학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실제 리팜핀이 작용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폐와 같은 

다른 신체 구획에서의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결론적으로, 한국인 활동성 폐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SLCO1B1의 유전자 다형성은 리핌핀의 노출, 치료 

결과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재 확인하고 

실제 임상에서 유전형에 따른 리팜핀 용량 조절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할 만한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적절한 

환자 수를 모집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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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Rifampicin is a key drug for the treatment of 

tuberculosis (TB). Little is know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fampicin pharmacokinetics and genetic polymorphisms in the Asian 

population. We aimed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genetic 

polymorphism of SLCO1B1 and rifampicin exposure and its impact on 

clinical outcomes in Korean patients with active pulmonary TB. 

 

Methods: From February 2016 to December 2019, patients with 

active pulmonary TB who were taking rifampicin for >1 week were 

prospectively enrolled. Serial or 1-time blood sampling was 

conducted to determine rifampicin concentrations. The genotype of 4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of SLCO1B1 was determined. To 

estimate the drug clearance and exposure, population 

pharmacokinetics analysis was conducted. Clinical outcomes such as 

time to acid-fast bacteria culture conversion, chest radiograph score 

changes from baseline, and all-cause mortality were also evaluated. 

The exposure among different SLCO1B1 genotype was compared and 

relationship between drug exposure and clinical outcomes wer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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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 total of 105 patients (70 males and 35 femal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55.4 

years. The mean drug clearance and exposure were 13.6 L/h and 

57.9 mg h/L, respectively. The genetic polymorphisms of SLCO1B1 

were not related to rifampicin clearance or exposure. As the 

rifampicin exposure increased, the chest radiographs improved 

significantly, but the duration of acid-fast bacteria culture 

conversion was not related to the drug exposure. 

 

Conclusions: SLCO1B1 gene polymorphisms did not influence 

rifampicin concentrations and clinical outcomes in Korean patients 

with active pulmonary TB. 

 

---------------------------------------- 

Keywords: rifampicin, SLCO1B1,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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