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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역학(특정량 반응검정[quantal response assays] 또

는 용량-반응관계)을 분석하는 모수적 방법은 정규, 

logistic, uniform 등과 같은 tolerance distributions에 의

거하고 있다.1,2) 이 중에서 근이완제의 용량-반응 관

계분석은 저자마다 각각 logit,
3)
 probit

4)
 또는 S형Emax

5)

를 이용하여 효과용량(effective dose)을 구한다.

  Y축으로 logit분석은 logit (%효과 / [100 - %효

과])을, probit은 정규확률분포를 사용하며 X축으로 

둘 다 로그농도를 사용하고 직선회귀로 효과용량 또

는 농도를 구한다. 그리고 S형Emax는 Hill 공식(효과 

= 최대효과 × 농도
γ 

/ [50%효과농도
γ 

+ 농도
γ
])을 

이용하여 용량-반응관계를 분석한다.

  Probit과 logit의 극단의 추정 값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보고가
1)
 있는가 하면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보

고도
6)
 있다.

  그래서 백서의 횡격막-신경 표본에서 측정된 vecur-

onium 농도-단순연축 반응 자료를 위의 세 분석법으

로 추정한 효과농도(effective concentration, EC)인 EC5, 

EC25, EC50, EC75, EC95 등을 비교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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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the estimates of effective concentration (EC) inferred 

by logit, probit, and sigmoid Emax can be declared to be similar.

  Methods:  The estimates of EC (5, 25, 50, 75, 95 [%]) of 24 vecuronium concentration-single twitch 

response data were obtained with three pharmacodynamic methods.  A paired t-test with Bonferroni's 

correction was used.

  Results:  The distribution of estimates by probit were narrower than that of those by logit and sigmoid 

Emax. The estimates of logit and sigmoid Emax were closely similar.

  Conclusions:  It suggests that the EC estimates of other paper analysed by the different pharma-

codynamic method could be lower or higher.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3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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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백서의 횡격막-신경 표본에서 얻은 vecuronium농도-

반응 자료 중에서 24개의 단순연축 자료를 S형Emax 

(Winnonln
Ⓡ
), logit과 probit으로 분석하여 EC (5, 25, 

50, 75, 95 [%])를 구하 다. 이 값들을 쌍체 t-test 

(Bonferroni 교정)로 처리하여 유의성을 점검하 다

(Fig. 1). 유의수준을 0.05 미만으로 정하 다. 값은 

평균(± 표준편차)으로 기술하 다.

결      과

  Fig. 1에서 보듯이 S형Emax와 logit으로 계산된 

EC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probit으로 계산된 

EC가 다른 두 방법의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그리고 probit의 EC5와 EC95가 각각 제일 

컸고, 제일 작았다. 양끝의 차이의 폭(= EC95 - EC5)

은 probit의 EC에서 제일 작았다.

고      찰

  Hill공식을 사용하는 산소해리곡선에서 산소포화가 

20% 이하와 90% 이상인 부분의 산소분압이 환자마

다 다를 수 있다고
7)
 하 듯이 약물의 용량(또는 농

도)-반응 관계 중 반응분포의 양끝(two tail regions of 

distribution)에 해당하는 용량(농도)의 값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워서 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약역학 

분석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1,2) 그 중에서 

주로 probit, logit과 S형Emax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의 추정 값을 비교하 다.

  Copenhaver와 Mielke는1) 발표된 자료를 분석한 결

과 probit, logit와 quantit의 ED50의 추정 값이 서로 비

슷하 지만 probit, logit와 quantit의 ED99의 추정 값

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도 vecuronium의 EC50에서 세 분석법 사이에 

통계적 차이는 있었지만 S형Emax는 5.23 (± 1.12)μM, 

logit은 5.21 (± 1.11)μM, probit은 5.21 (± 1.11)μM

이기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극값인 EC5와 EC95에서는, 반응을 probit과 

logit으로 변환하고 직선화시켜 구하면 두 변환효과

가 매우 유사하다고 하 지만,
6)
 본 연구에서는 probit

의 추정값들이 다른 두 분석법의 것들과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Omega 분포에서 ν = 1일 때의 logistic 분포(logit 

분포)가 ν = 2일 때의 유사한 정규분포보다 양끝의 

곡선부분이 높다.1) 그래서 EC5에서 EC95까지의 폭이 

probit에서 더 좁은 것 같다. 위에 언급한 근이완제

의 약역학분석법들 중 어느 것이 참값에 가까운지를 

점검하는 실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이완제의 임상 약역학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을 

위한 지침서에도 probit과 logit을 용량-반응 관계의 

분석에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8) 그러나 비록 

분석법에 따른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ED95의 차이

가 작을지라도 ED95의 3-4배인 삽관용량을 일시주

사하는 경우 그 차이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러므

로 참값을 잘 반 하는 근이완제의 약역학분석법으

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Probit과 logit을 사용한 용량-반응 관계의 분석에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용량-효과의 자료가 필요하다

고 하 다.
8)
 본 연구에서도 probit과 logit은 세 개 이

상의 농도-반응 자료로 EC를 추정하 다. 그러나 

Winnonln
Ⓡ
으로 분석된 S형Emax는 네 개 이상의 농

도-반응 자료를 필요로 하 다.

  끝으로 다른 용량-반응 분석법을 사용한 논문의 

효과농도(용량)를 인용할 때 probit의 5% 효과농도가 

logit이나 S형Emax의 것 보다 크고 95%효과농도는 

Fig. 1. The distribution of estimates of vecuronium EC 

calculated by probit is narrower than that of those by logit 

and sigmoid Emax. The values are mean (± SD). SEmax 

= sigmoid Emax, I (95-5)% = interval between EC95 and 

EC5. *P ＜ 0.0001 vs sigmoid Emax, 
†
P ＜ 0.01 vs 

sigmoid Emax, 
‡
P ＜ 0.0001 vs logit, 

§
P ＜ 0.01 vs logit, 

∥
P ＜ 0.015 vs lo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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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근이완제

의 약역학 분석에서 참값을 잘 반 하는 분석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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