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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anipenem (PAPM) is a new carbapenem which has an enhanced broad spectrum
activity against both gram-positive and negative organisms. However, its activities in vitro against
Pseudomonas aeruginosa are still under controvers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ctivity of PAPM with those of imipenem (IMPM) against clinical isolates of P. aeruginosa using in
vitro kinetic model and to evaluat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quantity of basic amino acid in
media.
Materials and methods : Using a clinical isolate of P. aeruginosa (SGP14) from blood, an in vitro
2-compartment artificial capillary model based on a dialyzer unit was prepared. Antibiotics were
given as a bolus q12 hrs for 48 hrs. Simulated doses and frequencies of PAPM and IMPM were
500 mg q12 hrs as approved b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uller-Hinton broth (MHB)
and minimal broth Davis (MBD) were used as culture media and we divided the experiments into 4
groups [PAPM (MHB), PAPM (MBD), IMPM (MHB), IMPM (MBD)]. At 0, 1, 2, 4, 6, 8, 12, 24, 32,
and 48 h, samples were removed from peripheral compartment and viable bacterial counts were
measured.
Results : The susceptibility of PAPM and IMPM for SGP14 were 64 and 2 ug/mL in MHB and 4
and 2 ug/mL in MBD, respectively. Up until 12 hours, changes in bacterial colony cou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73) for each group. However among the four groups, PAPM (MHB)
showed the least changes compared with PMPM (MBD), IMPM (MBD). The largest decrement of
colony during 48 hours was observed with PMPM (MBD), followed by IMPM (MHB) or IMPM (MBD),
and PAPM (MHB) in decreasing order (P=0.00).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IMPM (MHB)
and IMPM (MBD) as for the change in colony counts.
Conclusions : The bactericidal activities of panipenem against the clinical isolate of P. aeruginosa
was similar (at 12 h) or superior (at 48 h) to that of imipenem in an in vitro 2-compartment
artificial capillary model using minimal broth to simulate human serum drug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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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접수 : 2004년 2월 2일, 승인 : 2004년 7월 10일
본 논문은 한미약품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신완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감염내과
Tel : 02)3779-1151, Fax : 02)780-3132
E-mail : fire@catholic.ac.kr

론

Panipenem (PAPM)은 일본에서 개발된 비경구용 카바
페넴계 항생제로 다른 카바페넴계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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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us pneumoniae, β-lactamase 생성균주를 포

Tryptic Soy Agar (이하 TSA, BBL, Becton Dickinson,

함하는 그람양성 및 그람음성 호기성 혹은 혐기성 세균

Cockeysville, MD, USA)을 사용하였다. 2구획 인공 모세
혈관 모델의 배지는 Mueller-Hinton broth (이하 MHB,

에 대해 항균효과를 보이는 광범위 항생제이다(1).
시험관내 검사에서 그람음성균 중 대부분의 entero-

Becton Dickinson, Sparks, MD, USA)를 사용하였고 1

bacteriaceae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리터 당 50 mg의 Ca와 25 mg의 Mg (이하 Cation

Morganella morganii, Proteus mirabilis, Citrobacter

Adjusted Mueller Hinton Broth, CAMHB)가 되도록 하

freundii), Moraxella catarrhalis, Haemophilus influenzae

였다. 또한 Minimum Broth Davis (이하 MBD, Becton

등에 효과가 좋고(1, 2) 국내의 연구에서도 E. coli, K.

Dickinson)는 가압멸균 후 10% dextrose solution을 리터

pneumoniae에

당 10 mL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대해

imipenem

(IMPM),

meropenem

(MRPM) 등의 기존의 카바페넴계 항생제와 유사하게 우
수한 항균력을 보였다(3).

2. 항생제 준비 및 감수성 검사

그러나 Pseudomonas aeruginosa의 경우 PAPM의 효

항생제는 IMPM (Merck Sharp Dohme, Granville,

과는 아직 논란이 있다. 최근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시험

Australia), PAPM (한미약품, 서울, 한국)을 사용하였고,

관내 감수성이 IMPM과 비슷하거나 낮고, MRPM보다 낮

분말을 용액으로 만들어 사용시 PAPM은 phosphate

다고 한다(1, 2, 4, 5). 국내 연구에서도 P. aeruginosa에 대

buffer pH 7.2로 만들었고, IMPM은 3차 멸균증류수를 사

한 MIC90은 MRPM, IMPM, PAPM에 대해 각각 8, 16,

용하였다. 사용하기 전까지 -70℃에 보관 하였다.

32 µg/mL이었으며, 내성률은 MRPM 7%, IMPM 15%,
PAPM 46%로 PAPM의 효과가 다른 카바페넴계 항생제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 그러나 항생제감수
성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Mueller-Hinton agar (MHA)대
신 basic amino acid 농도가 낮은 minimum medium을
사용할 경우 P. aeruginosa에 대한 PAPM의 효과가 강
화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왔고(6-8), 국내 연구에서도
Minimum Agar Davis (MAD)를 이용한 실험으로 MIC90
가 32에서 8 µg/mL로 4배 낮아졌다(3). IMPM의 경우도
MIC90이 16에서 8 µg/mL로 2배 감소하였지만 PAPM에
서 그 정도가 더 심하게 감소하였고, basic amino acid의
농도를 줄여 실험한 결과 전반적으로 PAPM의 MIC 빈
도분포곡선은 IMPM과 유사하게 나타났다(3).
사람 혈청 내 basic amino acid의 농도는 MHA의 약
1/40 정도이고(6, 9) P. aeruginosa에 대한 PAPM의 생체
내 효과는 시험관내 검사만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약동학을 모의(模擬)할 수 있는
2-구획 인공 모세혈관 모델을 이용하여 P. aeruginosa
임상균주에 대한 IMPM과 PAPM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
배지 내 basic amino acid 양에 따른 살균력의 차이를 평
가해 보고자 하였다.

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2002)의 방법
을 따라 한천희석법을 사용하였다(10).
멸균 후 60℃로 식은 Mueller-Hinton agar (이하
MHA, Becton Dickinson), MAD (Becton Dickinson)에
항생제 농도를 0.125-512 µg/ml로 맞춰 희석하여 plate를
7

만들었고, Steers replicator를 사용하여 1×10 CFU/mL
로 희석된 균을 한번에 32개의 agar plate에 접종하였다.
37℃에서 24시간동안 배양 후 결과를 판독하였다. Quality control을 위한 균주로는 P. aeruginosa ATCC 27853
을 사용하였다. 감수성의 판정은 NCCLS (2002)의 기준에
따랐고(10) PAPM의 경우 NCCLS의 기준은 없으나
IMPM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3. 시험관내 약동학 모델(in vitro pharmacokinetic
model)
실험에 사용한 시험관내 약동학 모델의 기본 원리는
기존의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따랐고(11-14) 도식적
인 그림은 Figure 1과 같다.
사람의 약동학을 모의할 수 있는 2-구획 모델(twocompartment model)로, 세균이 peripheral compartment
에서 반감기에 따라 농도가 변하고 있는 항생제에 노출

재료 및 방법

되나, 접종한 세균의 수는 희석되지 않게 하였다.
Central compartment는 central chamber, diluent re-

1. 균주 및 배지
가톨릭대학교

균주에 대한 감수성 검사는 NCCLS (National Com-

성모병원에서

분리된

임상균주

P.

servoir,

elimination

reservoir로

구성되었고

central

aeruginosa SGP14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주는 혈액종

chamber내 항생제 농도는 peristaltic pump (Harvard

양 환자의 혈액에서 동정되었다. 세균배양을 위한 배지는

apparatus, Holliston, Mass, USA)를 이용하여 항생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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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presentation of 2-compartment artificial capillary model.

함유되어 있지 않은 diluent reservoir에 의해 희석되도록

pheral compartment와 실리콘 튜브를 통해 순환하는 배

하였다. Central chamber내의 용적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양액의 초기 용적은 30-35 mL이 되도록 하였다.

위하여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는 central chamber에서

예비실험에서 central chamber에 항생제를 주입하고

elimination reservoir로 배지가 빠져 나가도록 하였다. 항

central chamber와 peripheral compartment의 항생제 농

생제 희석 및 제거에 필요한 제거율(clearance)은 일차지

도를 15분마다 비교해본 결과, 약 0.5시간 후에 두 com-

수형 소실(monoexponential curve)에 의해 계산하였고 사

partment사이에 항생제 농도가 평형을 이루었다. 따라서

람의 소실 반감기(elimination half-life)를 모의하도록 하

항생제를 central chamber에 최고혈중농도로 주입하고,

였다(11, 12).

최소 30분 동안 central chamber와 peripheral compartⓡ

Hollow-fiber cartridge (CellMax , Spectrum, Rancho

ment사이에 흐르게 하여 평형을 이루게 한 후 세균을

Dominguez, CA, USA)를 peripheral compartment로 이용

peripheral compartment의 sampling을 위한 port에 주사

하였다. Central chamber의 내부를 배지로 400 mL 채우

기를 이용하여 접종하였다.

고,

peristaltic pump를 이용해 peripheral compartment

실험기간은 48시간이었고 전 기간동안 37℃를 유지하

로 배지가 흘러갔다가 central chamber로 다시 되돌아 올

도록 하였고, central chamber안의 배지가 골고루 섞이도

수 있게 실리콘 투브를 연결하였다(16-19).

록 stir bar를 돌려주었다. 실험은 항생제를 주입하지 않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는 배지가 hollow-fiber로 들어오
면 fiber 벽 내 구멍을 통해 항생제와 배지의 각 성분이

은 군과 각각의 항생제를 주입한 군으로 각각 3회씩 반
복하였다.

fiber 관내강에서 cartridge내 hollow-fiber를 둘러싸고 있
는 공간(peripheral compartment)으로 자유롭게 확산되고

4. 약동학/약역학 분석

다시 hollow-fiber 관내강으로 되돌아 오게 하였다. 구멍

각 항생제의 농도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

의 크기는 세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정도(molecular

따라 다음과 같이 하였다. PAPM의 경우 500 mg q12 h

weight cut-off 30,000)로, peripheral compartment에 있

으로 모의하여, 반감기 1시간, 최고혈중농도 45.6 µg/mL

는 세균이 hollow-fiber의 관내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으로 하였고 8시간 후 농도는 0 µg/mL이 되도록 하였다

세균이 희석되거나 성장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항생제 농

(20). IMPM은 500 mg q12 h으로 모의하여, 반감기 1시

도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Hollow-fiber의 벽두께

간, 최고혈중농도를 33 µg/mL으로 하였고 6시간 후 농도

2

는 50 µm, 관내강 면적 108 cm , 외부 표면적(outer
2

surface area) 123 cm 이었다.

는 0 µg/mL이 되도록 하였다(21). Central chamber에서
배지와 항생제의 제거율은 모두 207.97 mL/h로 맞추었다

Peripheral compartment에 있는 두 개의 port를 실리콘
튜브로 연결하여 세균이 원활히 섞이도록 하였다. Peri-

(11-13).
균주의 초기 접종 농도는 1 mL CAMHB에 진탕배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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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7℃, 24시간동안 배양한 후, 각 사용배지(CAMHB
8

이나 MBD)에 1×10 cfu/mL가 되도록 현탁하였다. 만들
6

7

어진 균 현탁액을 배지로 희석하여 최종 1×10 -1×10

0, 1, 2, 4, 6, 8, 12, 24, 32, 48시간에 맞춰 0.5 mL씩 뽑아
서 균주수를 측정하였다. 샘플을 차가운 0.85% NaCl로
십진희석하여, TSA 3개에 분주하였다. 37℃에서 24시간

cfu/ mL을 만들었고, 균 현탁액 35 mL을 peripheral

배양한 후 집락수를 cfu/mL의 단위로 평균하여 측정하였

compartment에 위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접종하였다.

다. 실험중 내성균 출현을 감시하기 위해 각 항생제의 2

실험을 진행하면서 peripheral compartment에서 순환

배, 4배 MIC가 함유되어 있는 배지에도 분주하여 이를

되는 실리콘 튜브사이에 three-way stopcock를 연결하여

확인하였다.

Table 1.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P.
aeruginosa SGP14 with Different Media (µg/mL)

5. 통 계

Panipenem
Imipenem

MHA

MAD

64
2

4
2

시간별 집락수를 SPSS version 11.5 (SPSS Korea
(주) 데이터솔루션, 서울 한국)의 일원배치 분산분석법 및
DUNKAN 사후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P값이

Abbreviations : MHA, Mueller-Hinton agar; MAD, minimal agar Davis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였다.

결

과

1. 항생제 감수성 검사
MHA 배지에서 P. aeruginosa SGP14에 대한 PAPM,
IMPM의 최소억제농도는 각각 64, 2 µg/mL로 PAPM에
는 내성, IMPM에는 감수성 균이었다(Table 1). MAD배
지에서의 최소억제농도는 각각 4, 2 µg/mL이었다(Table
1).
2. Pharmacokinetics / Pharmacodynamics
2-구획 인공 모세혈관 모델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는
Figure 2, Table 2와 같았다. MHB를 이용한 PAPM 실
험군[PAPM(MHB)]은 2시간까지 집락수가 감소하다가 그
Figure 2. Killing curve for P. aeruginosa SGP14 with the
2-compartment artificial capillary model. Abbreviations : IMPM,
imipenem; MBD, minimal broth Davis; MHB, Mueller-Hinton
broth; PAPM, panipenem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여 32시간째부터는 항생제를 사용
하지 않은 대조군과 같은 성장곡선을 보였다. 그 외의
MBD를 이용한 PAPM 실험군[PAPM (MBD)], MHB를

Table 2. Changes in Bacterial Colony Counts during the Experiments with Panipenem or Imipenem in Müeller-Hinton
broth or Minimal broth Davis*
Changes in bacterial colony counts (cfu/mL)†
MHB

0-12 h
§
Test
0-48 h
§
Test

MBD

PAPM

IMPM

PAPM

IMPM

0.16±0.2
a
-4.36±0.02
a

2.33±0.02
a,b
0.93±0.11
b

2.33±0.02
b
2.05±0.01
c

3.14±1.53
b
1.02±0.39
b

*

P-value‡
0.073
0.000

changes between 0 and 12 h (after one dosing interval) and 0 and 48 h (after 4 dosing intervals).
Given as change in log10CFU per milliliter between t = 0 and t = 12 h or t = 48 h (mean±standard deviation of at least three experiments)
‡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s among groups.
§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Abbreviations : IMPM, imipenem; MBD, minimal broth Davis; MHB, Mueller-Hinton broth; PAPM, panipen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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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IMPM 실험군[IMPM (MHB)], MBD를 이용한

이용한 감수성검사에서 PAPM에 내성, IMPM에 감수성

IMPM 실험군[IMPM (MBD)]은 8-12시간까지 집락수가

이면서, MAD를 이용한 검사에서 두가지 항생제에 모두

감소하다가 그 후 48시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

감수성인 균주 중 MIC 빈도분포곡선에서 좌측편위가 심

정한 집락수를 유지하였다. 12시간까지의 집락수 변화는

한 균주로 각 항생제의 살균효과를 평가하고 배지내

4가지 실험군에서 군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basic amino acid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만(P=0.073) 군내의 PAPM (MHB)가 PAPM (MBD),

선택되었다.

IMPM (MBD)와 비교하여 효과적인 집락수 변화가 관찰

일반적으로 항생제의 살균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time-

되지 않았다(P<0.05). IMPM (MHB), PAPM (MBD),

kill curve 분석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런 시험관내 방법

IMPM (MBD)의 집락수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48

은 고정된 항생제 농도에서 실험을 시행한다는 것과 균

시간까지의 집락수 변화는 PAPM (MBD)이 가장 컸고,

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없다는

그 다음이 IMPM (MHB), IMPM (MBD)였으며, PAPM

점, 그리고 균에 의해서 생성된 대사산물을 제거할 수 없

(MHB) 순이었다(P<0.05). 48시간까지 집락수 변화는

는 단점이 있어 임상에 바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IMPM (MHB)와 IMPM (MBD)간에 차이가 없었다. 전

본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안하고 사

실험과정에서 항생제 내성은 발현되지 않았다.

람의 약물대사 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시험관내 역동모
델 중의 하나로 항생제의 반감기, 투여용량, 간격 등을 사

고

찰

람 약동학에 맞출 수 있어 항생제 효과판정에 유용하며
환경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모델의 특

P. aeruginosa에 대한 카바페넴계 항생제의 항균력은

징은 2-구획 모델로 투석기(dialyzer)를 인공 모세혈관으

basic amino acid 농도가 낮은 배지, 예를 들면 minimum

로 이용하여 혈관외 장소의 감염을 모의하는데 있다.

media나 사람의 혈청에서 MHA 같은 고농도의 배지에

Peripheral compartment는 감염장소의 사이질액(intersti-

비해 더 증강된다고 알려져 있다(22, 23). 그 기전으로 P.

tial fluid)을 모의하고 central chamber를 통해 들어오는

aeruginosa 외막에 존재하는 OprD (D2 단백) 통로를 통

항생제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반면 peripheral compart-

해 카바페넴이 원형질막공간(periplasm)내로 들어올 때

ment에 있는 세균이 hollow-fiber의 관내강으로 들어가지

MHA에 함유되어 있는 basic amino acid와 경쟁적으로

못하고, 세균이 희석되거나 성장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항

경합하게 되는데, basic amino acid 농도를 줄이면 상대

생제 농도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적으로 세균 내로 들어오는 카바페넴의 양이 많아져 항

PAPM (MHB)의 집락수는 2시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균력이 증가되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1, 23-26). 따라서

자라기 시작하여 32시간째부터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

생체 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의 P. aeruginosa에 대한

은 대조군과 같은 곡선을 보였다. 모의한 PAPM의 최고

효과는 시험관내 감수성 검사에서 예측된 것 보다 더 우

혈중농도 45.6 µg/mL가 균주의 MIC 64 µg/mL보다 낮아

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들은 사람의 약동학을 모의할

나타나는 결과로 PAPM이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수 있는 시험관내 역동모델을 이용하여 임상에서 분리된

반면 PAPM (MBD)는 12시간까지의 집락수 감소가

P. aeruginosa에 대한 IMPM과 PAPM의 항균력을 비교

IMPM과 동등하였고, 48시간에서는 IMPM보다 더 많이

하고 배지내 basic amino acid 농도에 따른 살균력의 차

감소하였다. Ishii 등은 minimum media를 이용하여 사람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의 혈청내 carbapenem의 농도를 모의한 시험관내 역동모

저자들은 최근 임상에서 분리된 P. aeruginosa 100주

델에서 PAPM의 살균력이 P. aeruginosa 임상균주에 대

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었다(3).

해 IMPM과 비슷하고 MRPM보다 더 뛰어나고 보고하였

MIC90는 MRPM, IMPM, PAPM 순으로 각각 8, 16, 32

다(22). 본 실험에서도 MHB를 이용하였을 때의 PAPM의

µg/mL이었고 내성률도 PAPM이 타 카바페넴과 비교하

살균력은 거의 없었지만 MBD를 이용하였을 때 PAPM의

여 높았다. 하지만 MHA 대신 MAD를 이용하여 실험하

효과는 IMPM과 동등하거나 더 뛰어났다. MBD내 basic

였을 때 PAPM의 MIC50, MIC90은 imipenem과 동일하였

amino acid의 양은 MHB의 약 1/40로 PAPM의 P.

고 MIC 빈도분포곡선에서 IMPM, PAPM 모두 MHA에

aeruginosa에 대한 항균력은 표준배지인 MHB로는 정확

비해 MAD가 좌측으로 편위되었으며 PAPM의 편위정도

히 나타낼 수 없고 알려져 있다(1, 27). 사람 혈청내 basic

가 더 심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SGP 14주는 MHA를

amino acid의 양은 MBD과 비슷하여 본 실험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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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M은 P. aeruginosa에 대해 IMPM과 같거나 더 나은

의 용량은 500 mg씩 하루 2회를 모의하도록 하였고 2일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Data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간 실험하였다. Panipenem, imipenem의 반감기는 사람의

초기 2시간까지 PAPM의 세균수 감소 기울기가 IMPM보

약역학과 같이 1.0시간에 맞추었다. 항생제 투여 간격은

다 높아 초기 살균력이 더 좋은 PAPM이 중증 감염에

panipenem, imipenem 모두 12시간으로 하였고 각 항생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 최고 및 최저농도는 사람에 투여했을 때의 혈중농도

PAPM은 MHB에서 효과가 없고 MBD에서는 뛰어난

에 맞추었다(panipenem 각각 45.6, 0 ug/mL, imipenem

살균력을 보인 반면 IMPM의 살균력은 배지의 종류에 영

각각 33.0, 0 ug/mL). 배지는 MHB와 MBD를 사용하였

향을 받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발표된 시험관내 항균력

고 4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PAPM (MHB), PAPM

결과에서도 배지를 MHA에서 MAD로 바꿨을 때 MIC

(MBD), IMPM (MHB), IMPM (MBD)]. peripheral com-

빈도분포곡선의 좌측 편위가 IMPM보다 PAPM이 더 심

partment에서 0, 1, 2, 4, 6, 8, 12, 24, 32, 48시간에 맞춰

했다(3). IMPM의 항균력이 basic amino acid 농도에 영

샘플을 하였고 집락수 (cfu/mL)를 측정하였다.

향을 받지 않거나 PAPM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 이유는

결 과 : SGP14에 대한 PMPM, IMPM의 MIC는 각각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Epp 등은 OprD 유전자의

64, 2 ug/mL이었다. PAPM (MHB)는 2시간이 지나면서

돌연변이 연구에서 IMPM은 meropenem과는 달리 분자

다시 자라기 시작하여 32시간째부터는 항생제를 사용하

크기가 작아 돌연변이가 항균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 않은 대조군과 같은 곡선을 보였다. 12시간까지의 집

보고하였고(28), PAPM의 분자크기는 meropenem과 비슷

락수 변화는 4가지 실험군에서 군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

하여 PAPM이 IMPM보다 basic amino acid에 대한 영향

이지 않았지만(P=0.073) 군내의 PAPM (MHB)가 PAPM

을 더 받는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겠다.

(MBD), IMPM (MBD)와 비교하여 집락수 변화가 유의

결론적으로, 사람의 혈청내 basic amino acid 농도와

하게 작았다. 또한 48시간까지의 집락수 변화는 PAPM

PAPM의 농도를 모의하도록 한 2-구획 인공 모세혈관

(MBD)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IMPM (MHB), IMPM

모델에서 PAPM은

대해

(MBD)였으며, PAPM(MHB) 순이었다(P=0.00). 48시간까

IMPM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12시간째) 더 나은 살균력

지 집락수 변화는 IMPM (MHB)와 IMPM (MBD)사이에

을 보였다(48시간째). 추후 본 실험의 결과와 실제 임상

차이가 없었다.

P.

aeruginosa

임상균주에

에서의 P. aeruginosa에 대한 panipenem의 효과를 비교

결 론 : 사람의 혈청내 basic amino acid

농도와

PAPM의 농도를 모의하도록 한 2-구획 인공 모세혈관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델에서 PAPM은 IMPM과 비교하여 P. aeruginosa에

요

약

대해 비슷하거나(12시간째) 더 나은 살균력을 보였다(48
시간째). 추후 본 실험의 결과와 실제 임상에서의 P.

목 적 : Panipenem은 일본에서 개발된 카바페넴계 항
생제로 광범위한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aeruginosa에 대한 panipenem의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P. aeruginosa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임상에서 분리된 P. aeruginosa 균주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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