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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neumonia caused by carba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CRAB) has been
a major problem for the intensive care unit (ICU) in recent years. However, antibiotics targeting these
pathogens frequently cause adverse events. Thus, we investigated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their
risk factors, and treatment outcomes in the CRAB pneumonia patient in the ICU.

Methods :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CRAB pneumonia patients admitted to the ICU from January
1, 2015 to April 1, 2017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Patients younger than age 18 years or those whose
antibiotic maintenance dosage was within two days were excluded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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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아 : 중환자의 카바페넴 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 폐렴 치료 시 발생한 이상사례와 위험 인자

Results : A total of 127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40 of whom experienced an adverse events,
and nephrotoxicity was the most common of those events (n=32, 80%). Combined use of nephrotoxic
drugs (OR: 3.44, 95% CI: 1.27-9.34, p=0.015) and cancer history (OR: 3.36, 95% CI: 1.14-9.93, p=0.029)
were risk factors for adverse events, but inhaled colistin reduced the risk of adverse events (OR: 0.24,
95% CI: 0.09-0.62, p=0.003). The treatment failure rate (OR: 1.62, 95% CI: 1.20-2.19, p=0.004) and in
hospital mortality (OR: 2.30, 95% CI: 1.36-3.88, p=0.002) were higher in patients who experienced
adverse events than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adverse events. Also, patients with nephrotoxic
adverse events experienced prolonged admission to the intensive care unit (40.8±28.0 vs 31.6±18.6,
p=0.038).

Conclusions : Patients with a history of cancer or who received nephrotoxic agents may have
increased risk of adverse events when treating CRAB pneumonia. Also, adverse events were associated
with negative outcomes, such as treatment failure, increased in hospital mortality, and prolonged ICU
hospital stay. Thus, these patients should be closely monitored for occurrence of adverse ev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should consider the safest treatment option for them.

[Key words] CRAB pneumonia, Adverse events, Colistin, Intensive care unit, Nephrotoxicity

Acinetobacter baumannii는 Moraxellaceae과에

acquired pneumonia, HAP)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속하는 호기성 그람 음성 간균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치료 권

병원성이 매우 약하나 입원환자, 특히 중환자실 재원환

고안에 따르면 carbapenem계 항생제에 저항성이 있

자에게는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균혈증, 피부 연조직

는 병원체에 의한 HAP/VAP의 치료에 polymyxin계

감염, 요로기계 감염 등의 기회감염을 유발한다.1) A.

항생제(colistin 혹은 polymyxin B)의 정맥 투여를 권

baumannii는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지만, 병

고하고, colistin 흡입 투여를 보조요법으로 추천하고

원 내 무생물의 환경에서도 장시간 생존하며 여러 항생

있다.6) 또한 colistin의 약물동력학적 특성을 보완하기

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할 수 있어 최근 중요한

위해 colistin과 meropenem 혹은 sulbactam, rifa-

원내 감염 병원체로 지목되고 있다.2) 또한 carbapen-

mpicin, fosfomycin, minocycline, amikacin 등 타

em계 항생제에 내성을 획득한 A. baumannii (car-

항생제와 병합 요법이 시도되고 있다.7) 하지만 colistin

bapenem-resistant A. baumannii, CRAB)의 등장

은 적정 투여 용량이 정립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투여

은 전 세계적으로 이환율과 사망률 측면에서 상당한 위

용량은 내성 발현과 이상사례 발생률을 증가시키며, 특

협이 되고 있어, WHO에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가장

히 정맥 투여 시 신독성과 신경독성 발현율은 각각

3)

시급한 병원균으로 선정되었다.

31%, 27%로, 이상사례 발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

국내에서도 carbapenem계 항생제 사용량 증가에 따
4)

다.8),9) 따라서 본 연구는 본원 중환자실에서 CRAB 폐

른 CRAB의 동정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CRAB

렴을 치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이상사례 발생

에 의한 폐렴은 carbapenem에 감수성 있는 A. bau-

빈도와 이상사례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상사례

mannii에 의한 폐렴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심

발생과 치료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각한 원내감염이나,5) 명확히 정해진 효과적인 치료 지

CRAB 폐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에서 약사의 역

침이 없는 실정이다. 2016년 개정된 IDSA (infectious

할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disease society of America)의 원내 폐렴(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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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ycin, 흡입 투여한 colistin, amikacin 중 폐렴 치
료 기간에 환자에게 투여한 항생제로 정의하였고,2)

1. 연구대상

colistin은 주사용으로 시판되는 colistimethate sodium을, sulbactam은 cefoperazone/sulbactam,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부산대학교

ampicillin/sulbactam 복합제를 투여한 것으로 하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호흡기 검체 배양 결

다. 이상사례의 정의는 폐렴 치료를 위해 항생제 투여

과에서 meropenem과 imipenem/cilastatin에 저항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나 증상

성이 있는 Acinetobacter baumannii가 동정된 환자

또는 질병으로, 약물 투여와 이상사례 발생의 인과관계

23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호흡기 검체는

성립이 필수 요소는 아닌 것으로 정의하였고,11) 약제 투

원내 배양 검사의 검체명‘sputum’
,‘sputum, aspi-

여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 이상사례에서 제외하였

rate’
,‘sputum, coughed’
,‘bronchial washing’
,

다. 신독성은 약제 투여 기간 중 가장 높았던 creati-

‘bronchoalveolar lavage (BAL) fluid’
로 정의하였

nine 값이 기저 혈중 creatinine 값보다 0.5 mg/dL

다. 이 중 CRAB가 병원체가 아닌 집락균으로 진단된

이상 상승한 경우로 정의하였고,12) 간독성은 aspartate

환자, 18세 미만의 소아, 항생제 투여 전 사망한 환자,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

항생제 투여 기간이 2일 이내인 환자, 전원이나 DNR

ferase (ALT), alkaline phosphatase (ALP)가 정상

(do not resuscitation) 등으로 치료 도중 항생제 투여

상한치의 3배 이상이거나 총 빌리루빈(total biliru-

가 중단된 환자, 항생제 투여 용량이 부적절한 환자는

bin, TB)이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한 경우로 정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CRAB의 균혈증에 의한 폐

의하였다.13) 또한 환자의 이상사례 발현율과 치료 결과

10)

렴은 일반 폐렴보다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므로, 폐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원내 사망

렴 치료 효과 비교를 위해 bacteremic pneumonia로

률, 중환자실 재원 기간, 총 병원 재원 기간, 인공호흡

진단된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기 유지 기간, 항생제 중단 사유, 폐렴 치료 성공여부를
조사하였다. 치료 성공은 임상적으로 호전되고 원인균

2. 자료수집

이 음전된 경우와, CRAB가 지속적으로 동정되나 임상
적으로는 호전되어 집락균으로 판정된 경우로 정의하

연구에 필요한 정보는 연구대상의 전자의무기록(elec-

였고, 임상적으로 악화되어 항생제 종류나 투여 경로를

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후향적으로 검토하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 동일 원인균으로 폐렴이 재발

여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이상사례 발현 유무에

한 경우, 부작용 발현으로 약제 유지가 어려워 투여가

따라 두 군으로 나눈 후 나이, 성별, 주진단명, 기저 질

중단되거나 투여 경로가 변경된 경우, 치료 도중 사망

환,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한 경우 치료 실패로 정의하였다. CRAB 감염 치료는

evaluation) II score,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CRAB

colistin을 기본으로 한 단독 혹은 병용 요법이 주 치료

폐렴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생제의 개수와 종류, 항생

법이므로 신독성이 이상사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제의 투여 기간과 투여 경로, 신부전 약제의 병용 여부

것으로 예상하였고 타 약제에 의한 신독성을 배제하기

를 조사하였다. 기저 질환은 심혈관계질환, 당뇨, 신경

위해 aminoglycosides, antiviral agents, cal-

계 질환, 신장애, 간장애, 암, 호흡기계 질환, 면역 저

cineurin inhibitors, nonsteroidal anti-inflamma-

하, 외상으로 분류하였다.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는

tory drugs (NSAIDs), proton pump inhibitors,

colistin이 투여되는 시점에 인공호흡 관련 수가 코드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glycopeptides를

M5850, M5857, M5858, M5860 유무를 확인하여 판

신독성 약제로 정의하고 병용 여부를 조사하였다.12)

정하였다. CRAB 폐렴 치료를 위해 투여된 항생제는
정맥 투여한 colistin, carbapenems, sulbactam, tige-

3. 통계분석

cycline, 경구 투여한 minocycline, rifampicin, 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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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ICU patients with CRAB in respiratory specimens
52 patients whose CRAB was found not to be a pathogen
13 patients who died before antibiotic treatment
6 patients who received antibiotics for less than 3 days
27 patients who stopped antibiotic treatment due to DNR, transfer, etc.
4 patients whose pneumonia were diagnosed as metastatic infection
2 patients who received an inappropriate antibiotic dose
5 patients who were stepped down from IV to inhaled treatment
127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Fig. 1 Flow diagram of study enrollment

연구 대상을 이상사례 발현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

본 연구는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

누었고, 두 군의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과 임상적 치료

한 대책을 포함한 연구 계획을 본원 기관윤리심의위원

결과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명목형 변수는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Pearson’
s chi-square test 또는 Fisher’
s exact

받아 이루어졌으며(IRB No. 1709-018-059), 전자의

test를 시행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independent stu-

무기록을 수집, 검토하여 분석하는 후향적 연구로 연구

dent t-test 혹은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

대상자의 동의는 생략하였다.

였다.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였고 명
목형 변수는 빈도(%)로 표현하였으며, 필요 시 odds

연구결과

ratio (OR)와 95% 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
였고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1. 연구 대상의 특성

가정하였다. 이상사례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본원 중환

차이가 있었던 변수들을 모아 multivariable logistic

자실 환자 중 호흡기 검체에서 CRAB가 동정된 환자는

regression을 시행하여 OR와 95% CI을 구했고, 회귀

총 236명으로, 이 중 CRAB가 폐렴의 원인균으로 진단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Hosmer-Lemeshow good-

되어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은 환자 총 127명을 대

ness-of-fit test를 시행하여 p value가 0.05를 초과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Fig. 1). 부적절한 항생제 용

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

량으로 연구에서 제외된 환자는 총 2명으로, 78세 60

은 SPSS for Windows ver. 22.0 (IBM Corporation

kg의 정상 신기능 남자 환자에게 colistimethate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sodium 250 mg bid를 투여하고 4일 째 신독성 발현
으로 중단한 경우와 76세 50 kg의 정상 신기능 여자

4. 연구대상자 보호

환자에게 colistimethate sodium 45 mg bid를 투여
한 경우였다. Colistin IV 투여 중 경과 양호하여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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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Adverse events (n=40)

No adverse events (n=87)

P-value

Sex, female (n, %)

20 (50.0%)

26 (29.9%)

0.028

Age (yr, mean±SD*)

63.1±17.9

60.1±18.4

0.398

Major diagnostic category at the time of admission (as defined in KCD7�)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3 (7.5%)

1 (1.1%)

0.092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4 (10.0%)

13 (14.3%)

0.447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1 (2.5%)

1 (1.1%)

0.532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1 (2.5%)

1 (1.1%)

0.532

2 (5%)

-

0.097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3 (7.5%)

8 (9.2%)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5 (12.5%)

15 (17.2%)

-

1 (1.1%)

17 (42.5%)

36 (41.4%)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Neoplasms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EC�
Transplanted organ and tissue status

0.999
0.496
0.999
0.905

-

1 (1.1%)

0.999

3 (7.5%)

8 (9.2%)

0.999

-

2 (2.3%)

0.999

1 (2.5%)

-

0.139

APACHE§ II score (mean±SD)

21.7±6.5

19.9±6.1

0.120

Mechanical ventilator (n, %)

37 (92.5%)

82 (94.3%)

0.706

Combined with nephrotoxic drug (n, %)

14 (35.0%)

12 (13.8%)

0.006

Comorbidity (n, %)
DM‖

12 (30.0%)

18 (20.7%)

0.251

Cardiovascular disease

15 (37.5%)

29 (33.3%)

0.647

Cerebrovascular disease

5 (12.5%)

21 (24.1%)

0.131

Liver disease

3 (7.5%)

3 (3.4%)

0.378

Renal disease

1 (2.5%)

4 (4.6%)

0.999

Respiratory disease

4 (10.0%)

9 (10.3%)

0.999

Malignancy

11 (27.5%)

10 (11.5%)

0.024

2 (5.0%)

1 (1.1%)

0.233

Colistin, IV�

29 (72.5%)

39 (44.8%)

0.004

Colistin, inhaled

9 (22.5%)

45 (51.7%)

0.002

Meropenem

11 (27.5%)

21 (24.1%)

0.685

Minocycline

8 (20.0%)

28 (32.2%)

0.157

Sulbactam

5 (12.5%)

19 (21.8%)

0.212

Tigecycline

0.650

Immunocompromised
Administered antibiotics (n, %)

2 (5.0%)

3 (3.4%)

No. of co-administration ABx**

1.6±0.6

1.8±0.7

0.160

Duration of ABx (day, mean±SD)

12.7±6.6

11.5±7.7

0.399

*SD: standard deviation; �KCD7: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 7th; �NEC: Not elsewhere classified;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DM: diabetes mellitus; ¶IV: intravenous; **ABx: anti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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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es and incidence rates of adverse events

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adverse events in patients with CRAB* pneumonia
Adverse events

Factor

Odds ratio (95% CI)

P-value

Sex, female

2.21 (0.95-5.18)

0.067

Combined with nephrotoxic drug

3.44 (1.27-9.34)

0.015

Malignancy

3.36 (1.14-9.93)

0.029

Colistin, inhaled

0.24 (0.09-0.62)

0.003

*CRAB: carbapenem 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용 발현 등의 사유 없이 동일 성분의 inhalation 투여

병용한 환자는 23명, 2종을 병용한 환자는 3명이었다.

로 투여 경로를 변경한 경우 step down으로 간주하였

Colistin의 IV 투여는 이상사례 발현 위험도를 유의하

고 이 경우 치료법을 특정할 수 없어 연구에서 배제하

게 증가시켰으나(OR: 3.25, 95% CI: 1.44-7.31,

였다.

p=0.004), 동 약제를 흡입 경로로 투여 시 이상사례 위

127명의 연구 대상자를 이상사례 발현 여부에 따라

험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OR: 0.27, 95% CI:

두 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특성을 비교한 것을 Table 1

0.12-0.64, p=0.002). 투여한 항생제의 종류나 투여

에 정리하였다. 폐렴 치료기간 동안 이상사례를 경험한

기간, 환자의 중증도, 환자의 나이 등은 이상사례 발현

환자는 총 40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약 31.5%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 여성 환자, 암 환자, 신독성 약제를 병용 투여한 환
자에서 이상사례 발현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 이상사례의 종류와 발생 빈도

(OR: 2.35, 95% CI: 1.09-5.07, p=0.028; OR: 2.92,
95% CI: 1.12-7.61, p=0.024; OR: 3.40, 95% CI:

이상사례 발생 환자 총 40명 중 신독성 발현 환자는

1.38-8.20, p=0.006). 병용 투여된 신독성 약제는

32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 중 25%, 전체 이상사례 중

glycopeptide계 항생제(teicoplanin, vancomycin)가

80%를 차지하였고, 이 중 2명의 환자는 지속적 신대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acyclovir, ganciclovir,

요법을 필요로 하였다. 두드러기, 발진 등 피부 관련 이

amikacin, pantoprazole이 각 1건씩 있었으며, 1종만

상사례를 경험한 환자는 3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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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체 이상사례 중 7.5%를 차지하였고, 심각도는

환자실 재원 기간과 인공호흡기 유지 기간에 유의한 영

경증으로 의심 약제를 중단하고 대증요법으로 회복되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폐렴 치료 실패와 재원 중 사망

었다. 기타 이상사례로는 백혈구 감소증, 총 빌리루빈

률 증가와는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OR: 3.25, 95% CI:

상승, 간 효소 수치 상승, 발작, 식도 궤양이 각 1명씩

1.44-7.31, p=0.004; OR: 3.47, 95% CI: 1.55-7.79,

보고되었다(Fig. 2). 총 이상사례 발생 환자 중 23명은

p=0.002). 사망 환자의 총 재원 기간은 임상 경과가 나

이상사례 발생 후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고 17명은 감

빠 빨리 사망할수록 재원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재원

량 혹은 대증요법을 시행하며 투여를 지속하였다.

기간의 단축이 임상적 호전이나 치료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연구대상자에서 사망 환자를 제외하고 이상

3. 이상사례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사례 발현 유무와 총 재원 기간, 중환자실 재원 기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재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던 변수들을 모아

다(83.8±48.9 vs 76.9±47.7, p=0.340; 36.5±17.4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

vs 31.9±19.8, p=0.566). 또한 임상적 악화에 의한 사

다. 신독성 약제를 병용하거나 기저질환으로 암을 앓고

망으로 인공호흡기 적용이 중단된 경우, 인공호흡기 적

있는 경우 이상사례의 발현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용 기간 단축이 임상 경과의 호전을 반영하지 않으므

였고(OR: 3.44, 95% CI: 1.27-9.34, p=0.015; OR:

로, 사망 환자와 인공 호흡기 미적용 환자를 제외하고

3.36, 95% CI: 1.14-9.93, p=0.029) 여성 환자에서

이상사례 발현 여부가 인공호흡기 유지 기간에 미치는

이상사례 발현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OR: 2.21, 95% CI: 0.95-

(26.3±15.0 vs 24.8±21.5, p=0.784).

5.18, p=0.067). 또한 colistin 흡입 투여는 폐렴 치료

이상사례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신독성과 임상적 치

시 이상사례 발현 위험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고(OR:

료결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

0.24, 95% CI: 0.09-0.62, p=0.003), colistin의 정맥

였다. 신독성 발현은 환자의 총 재원 기간, 인공호흡기

투여는 회귀분석의 변수 선택과정에서 회귀식에 포함

유지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중환자실

되지 못해 제거되었다.

재원 기간, 폐렴 치료 실패율, 재원 중 사망률 증가와는

이상사례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신독성과 연관된 인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40.8±28.0 vs 31.6±18.6,

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독성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p=0.038; OR: 3.25, 95% CI: 1.44-7.31, p=0.004;

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Table 3), 이 중 유의한

OR: 3.47, 95% CI: 1.55-7.79, p=0.002). 연구대상자

차이를 보인 변수를 모아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에서 사망 환자를 제외하고 신독성 발현 환자의 총 재

colistin의 정맥주사 투여(OR: 5.76, 95% CI: 1.84-

원 기간, 중환자실 재원 기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재분

18.04, p 0.003)와 신독성 약제의 병용(OR: 4.80,

석한 결과, 총 재원 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

95% CI: 1.70-13.54, p=0.003)이 신독성 발현 위험도

환자실 재원 기간은 신독성 발현군에서 유의하게 연장

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Table 4). Colistin 흡입 투여

된 것을 확인하였다(45.3±29.2 vs 32.6±19.1,

와 sulbactam의 병용, 병용한 항생제의 개수는 회귀

p=0.011). 또한 사망 환자와 인공 호흡기 미적용 환자

분석의 변수 선택과정에서 회귀식에 포함되지 못해 제

를 제외하고 신독성 발현 여부가 인공호흡기 유지 기간

거되었다.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33.0±25.2 vs 25.1±21.0, p=0.122).

4. 이상사례 발생이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
고찰
치료 중 발생한 이상사례와 임상적 치료결과와의 연
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분석 결과를 Table 5에

약제에 의한 이상사례나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는 환

정리하였다. 이상사례 발생은 환자의 총 재원 기간, 중

자의 나이와 인종, 성별, 흡연이나 음주 이력, 약제의

- 448 -

최인아 : 중환자의 카바페넴 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 폐렴 치료 시 발생한 이상사례와 위험 인자

Table 3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or without nephrotoxicity
Nephrotoxicity (n=32)

No nephrotoxicity (n=95)

P-value

16 (50%)

30 (31.6%)

0.061

63.6±17.7

60.2±18.4

0.369

21.9±6.5

20.0±6.2

0.137

Mechanical ventilator (n, %)

31 (96.9%)

88 (92.6%)

0.678

Combined with nephrotoxic drug (n, %)

14 (43.8%)

12 (12.6%)

DM

11 (34.4%)

19 (20.0%)

0.098

Cardiovascular disease

13 (40.6%)

31 (32.6%)

0.411

Cerebrovascular disease

5 (15.6%)

21 (22.1%)

0.432

Liver disease

3 (9.4%)

3 (3.2%)

0.168

Renal disease

1 (3.1%)

4 (4.2%)

Respiratory disease

4 (12.5%)

9 (9.5%)

0.736

Malignancy

8 (25.0%)

13 (13.7%)

0.136

Immunocompromised

2 (6.3%)

1 (1.1%)

0.156

27 (84.4%)

41 (43.2%)

Colistin, inhaled

6 (18.8%)

48 (50.5%)

0.002

Meropenem

7 (21.9%)

25 (26.3%)

0.617

Minocycline

5 (15.6%)

31 (32.6%)

0.065

0 (0%)

24 (25.3%)

0.002

1 (3.1%)

4 (4.2%)

1.4±0.5

1.8±0.7

0.005

Sex, female (n, %)
Age (y, mean±SD*)
�

APACHE II score (mean±SD)

0.001

Comorbid (n, %)

0.999

Administered antibiotics (n, %)
Colistin, IV

Sulbactam
Tigecycline
�

No. of co-administration ABx

Duration of ABx (day, mean±SD)

0.001

0.999

13.2±7.0

11.5±7.5

0.270

Serum creatinine, basal (mg/dL±SD)

0.85±0.56

0.84±0.77

0.966

Serum creatinine, peak (mg/dL±SD)

2.39±1.27

0.95±0.75

BUN , basal (mg/dL±SD)

27.39±15.74

25.84±16.92

BUN, peak (mg/dL±SD)

54.33±27.27

31.59±19.24

§

0.001
0.648
0.001

*SD: standard deviation; �APACHE :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Bx: antibiotics; §BUN: blood urea nitrogen

투여 용량이나 투여 횟수, 동반 질환 등 많은 인자의 영
14)

으로 약물이상반응 발생의 위험인자를 조사한 연구에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암 이력이 이상사

서 암 이력이 약물이상반응 발현의 강력한 예측 인자

례 발현의 위험 인자이며 나이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중 하나이며(RR: 3.12, 95% CI: 2.58-3.76), 환자의

미치지 않았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

나이나 성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이 보고되었다. 65세 이상 입원 환자 64,446명을 대상

고,15) 약물이상반응으로 입원 이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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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nephrotoxicity in patients with CRAB* pneumonia
Adverse events

Factor

Odds ratio (95% CI)

P-value

Combined with nephrotoxic drug

4.80 (1.70-13.54)

0.003

Colistin, IV

5.76 (1.84-18.04)

0.003

Sulbactam

-

0.998

*CRAB: carbapenem 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events and clinical outcomes
Adverse events
(n=40)

No adverse
events
(n=87)

Odds ratio
(95% CI)

P-value

Hospital day (day, mean±SD)

65.3±49.0

72.0±49.9

-

0.480

Except for expired patient

83.8±48.9

76.9±47.7

-

0.340

38.3±25.6

32.0±19.3

-

0.126

36.5±17.4

31.9±19.8

-

0.566

27.7±22.2

23.2±20.6

-

0.267

26.3±15.0

24.8±21.5

-

0.784

Clinical failure (n, %)

29 (72.5%)

39 (44.8%)

3.25 (1.44-7.31)

0.004

In hospital mortality (n, %)

19 (47.5%)

18 (20.7%)

3.47 (1.55-7.79)

0.002

ICU* stay (day, mean±SD)
Except for expired patient
Ventilator day (day, mean±SD)
Except for those who had expired or
were capable of self-breathing

*ICU: intensive care unit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nephrotoxicity and clinical outcomes
Nephrotoxicity
(n=32)

No
nephrotoxicity
(n=95)

Odds ratio
(95% CI)

P-value

Hospital day (day, mean±SD)

67.6±51.2

70.6±49.2

-

0.770

Except for expired patient

77.3±52.1

76.0±49.3

-

0.912

40.8±28.0

31.6±18.6

-

0.038

45.3±29.2

32.6±19.1

-

0.011

30.4±23.2

22.6±20.2

-

0.072

33.0±25.2

25.1±21.0

-

0.122

Clinical failure (n, %)

24 (75.0%)

44 (46.3%)

3.48 (1.42-8.52)

0.007

In hospital mortality (n, %)

16 (50.0%)

21 (22.1%)

3.52 (1.51-8.21)

0.006

ICU stay (day, mean±SD)
Except for expired patient
Ventilator day (day, mean±SD)
Except for those who had expired or
were capable of self-brea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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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8,54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암이나 전이

효능의 다른 계열 약제로 변경하거나 변경 가능한 약제

성 고형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약물이상반응의 재발

가 없다면 대증요법을 시행하거나 투여량을 조절하며

생에 의한 입원 위험률이 증가하였으나(hazard ratio,

약제 투여를 유지하게 된다. CRAB 폐렴 치료에 권장

HR: 1.87, 95% CI: 1.68-2.09, p 0.001; HR: 2.25,

되는 약제는 현재는 colistin 뿐이므로 신독성이 발생

95% CI: 1.92-2.64, p 0.001) 나이는 유의한 영향을

한 경우 신기능에 맞춰 colistin의 용량을 감량하여 투

미치지 않았다.16) 고령 환자는 약물 소실 능력이 감소하

여해야 한다. 하지만 신기능에 따른 colistin의 투여 용

고 소아 환자는 약물 대사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

량은 문헌마다 다르며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아 나이는 이상사례 발생의 대표적 위험인자로 꼽히

의료진이 임의로 감량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혈중

14)

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이 약

크레아티닌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기준으로 col-

61세의 성인이어서 나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istin의 투여량 적절성을 평가한 연구에서 적정 용량이

평가되었다.

투여된 환자는 각각 45.9%, 35.8%에 그쳤고, 신독성

다제내성 그람 음성균에 의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현 환자군 중 혈중 크레아티닌 2.6 mg/dL을 초과한

은 colistin 흡입 치료 단독 혹은 정맥주사와의 병용으

환자의 40%는 신기능 대비 저용량을 투여받았다.22) 적

로 치료효과의 향상과 약물유해반응 감소를 기대할 수

절한 치료 범위 유지를 위한 투여 용량 지침 정립을 위

17),18)

본 연구결과에서도 colistin의 흡입 치료는

해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

이상사례 발현 위험성이 낮은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으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상사례 발현은

로 나타났으나, 이 치료법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

사망률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으며, 이는 이상

항이 있다. 중환자실에서 colistin 흡입 치료 시 통상적

사례 관련한 타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한 병원에 일

으로 인공호흡기 써킷을 이용하게 되는데, colistin이

정 기간 입원한 91,5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써킷 내에 백색 결정으로 석출되어 인공호흡기 써킷의

연구에서, 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폐색이 발생하는 등 기계적 문제

환자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OR: 1.88, 95%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약물 석출에 의한 분무 내

CI: 1.54-2.22, p 0.001)23) colistin 투여 후 급성 신

의 약제 농도 감소는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손상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려가 있다.19) 이 밖에 신독성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신손상이 7일 이내에 나타난 환자가 7일 후 나타

기관지 연축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발생 가능하고, 흡

난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았다(OR: 4.37, 95% CI:

입한 환자 뿐 아니라 분무에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도

1.34-14.18, p 0.05).24)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이상

있다.

20)

약물유해반응 발현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사례의 발현은 재원 중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사용 가능한 colistimethate sodium은 투여 경로가

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재원 초기에 이상사례가 발생

정맥 또는 근육용으로만 허가된 약제로 흡입 치료 시

하는 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사

중환자의 CRAB 폐렴 치료 시 발생한 이상사례는 사

용에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colistin은 물리 화학적 특

망률이나 치료 실패율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고, 따라서

성으로 인해 정맥 투여 시 폐 조직으로의 침투가 느려

환자의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 이상사례 발생을 감소시

투여 초기 폐내 약물 농도가 매우 낮으므로, 빠르고 적

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BADRI (Brighton adverse

절한 항생제 투여가 생존률과 직결되는 폐렴에 의한 중

drug reactions risk)’모델25)이나‘GerontoNet ADR

증 패혈증 환자의 초기 치료에는 빠른 치료 농도 도달

26)
등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약물
Risk Score’

을 위해 colistin 흡입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21) Colis-

유해반응 예측 도구들을 환자 입실 시 적용하여 이상사

tin의 흡입 치료 고려 시 치료에 앞서 위험성과 유익성

례 발현 고위험 환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예

을 잘 판단하고 기기 관련 문제 예방과 의료진에게 노

방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상사례

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colistin에 의한 신독성 관련

통상적으로 투여 약제에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동일

연구에서,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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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n (NGAL) 검사를 이용하면 혈청 크레아티닌 대비

는 colistin 용량 추천, 분무 치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급성 신손상을 약 22시간 정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것

이상사례 발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활동을 통해

27)

으로 보고되어 본 검사를 이용하여 신독성 발현을 조

환자의 치료 결과 향상이나 중환자실 재원 단축에 따른

기에 인지하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의료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현재는 비급여 검사항목으로 이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단일기관

또한 최근에는 carbapenemase를 생산하는 호기성 다

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한 후향적 연구이고, 병용 요

제내성 그람 음성균 치료를 위해 여러 항생제가 개발

법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각 군간 대상자가 적어 각

중에 있어, 향후 항생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

병용 요법에 대한 이상사례나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를

상된다. Cefiderocol은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지 않고

제시할 수 없었다. 또한 동정된 CRAB의 colistin에 대

박테리아 내 철 이온을 킬레이트하는 독특한 메커니즘

한 감수성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투여 항생제의 용량

을 갖는 siderophore cephalosporin으로, carbapen-

적절성이나 항생제 선택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em에 내성을 갖는 Acinetobacter baumannii 외에

폐렴의 중증도를 평가하지 않아 이에 따른 교란효과를

Pseudomonas aeruginosa, Enterobacteriaceae에

배제할 수 없었다. 중환자들은 질병의 경과를 확인하기

도 효과가 있으며, 현재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으로 향

위해 영상 검사를 많이 시행하는데, 전산화 단층촬영이

후 다제내성 그람 음성균 치료의 1차 치료제가 될 것으

나 자기공명영상 시행 시 투여 된 조영제가 신독성 약

로 기대하고 있다.28),29) Eravacycline은 2018년 FDA의

제 병용 여부 조사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허가를 받은 호기성 다제 내성 그람 음성, 그람 양성균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생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 혐기균에 활성을 갖는 광범위 항생제로, 치료 적응

CRAB 폐렴 환자의 이상사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

증이 복잡성 복강내 감염 뿐이고 복잡성 요로기계 감염

수와 이상사례와 치료효과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했다

에는 levofloxacin과의 비열등성을 검증하는데 실패했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으며 균혈증이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치료에 대한 연
구가 없어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CRAB 감염 치료 이

결론

7)

용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이상사례 발현 예방을 위해 약사의 중재 활동이

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CRAB 폐렴 치료 시 이상사례

도움을 줄 수 있다. Lucian L. Leape 등은 약사가 중

발생률은 약 31.5%이고 가장 다빈도로 발생한 이상사

환자실 회진에 참여하여 용법 용량, 상호작용, 적응증

례는 신독성이다. 암 환자와 신독성 약제를 병용한 환

및 대체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회진에 참여하

자는 이상사례 발현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colistin의

기 전과 약물유해반응 발현 빈도를 비교 연구하였다.30)

흡입 투여는 이상사례 발현 위험도가 낮은 안전한 치료

그 결과 총 약물유해반응의 발현 빈도와 예측 가능한

법이나 이 역시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안전성과

약물유해반응의 발현 빈도는 회진 참여 이후로 유의하

치료효과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항생제의 적정 용량을

게 감소하였고(33.0 to 11.6/1000 patient day; 10.4 to

수립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상사례의

3.5/1000 patient day; p 0.001) 부작용 감소에 대한

발생은 환자의 사망률이나 치료 실패율 증가와 연관성

경제적 이익은 1개 중환자실에서 연간 약 27만 달러로

이 있으며 특히 신독성은 중환자실 재원 기간 연장과

예측되었다. 본 연구결과 이상사례 발생은 환자의 치료

관련되므로, 환자의 치료 성과 개선을 위해 이상사례

실패나 재원 중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특히 신독성은

발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

중환자실 재원 기간 연장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약

터링하는 약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사가 암 환자나 신독성 약제 투여 중인 환자의 CRAB
폐렴 치료 시 약물요법이나 이상사례 발현을 면밀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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