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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 recently published review on the therapeutic monitoring of the vancomycin
has recommended maintaining the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at 15-20 mg/L for severe
infections caused by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Additionally, in Seoul St.
Mary’s Hospital, the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s above 15 mg/L are increasingly recommended for therapeutic outcom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efficacy and
safety according to the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and to apply the trough concentration
in clinical trials.

Methods :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patients age 18 and older detected
Gram-positive cocci at Seoul St. Mary’s Hospital and received vancomycin for three days or
more October 2018-May 2019. The patients were stratified by the mean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T1 (<15 mg/L), T2 (≥15 mg/L)]. To evaluate the efficacy, we assessed the rate
of the two consecutive growth-negative blood cultures and the mean of the c-reactive protein
(CRP) change. The safety was evaluated through the percentage of the serum creatinine (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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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lood urea nitrogen (BUN) levels exceeding normal range after administration.

Results : Of the 89 patients, 72 patients were in T1. The mean trough concentration of the
vancomycin was 9.0±3.0 mg/L in T1 and 19.5±7.2 mg/L in the T2 (p<0.001). The T2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ates of the two consecutive growth-negative blood cultures which were
58.8% of T2 and 26.4% in the T1 (p=0.014). The CRP change was not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2 (p=0.577). The proportion of the SCr and BUN beyond the normal range after the vancomycin administr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p=0.251, p=0.154).

Conclusion : The patients with the mean trough concentration of the vancomycin higher than
15 mg/L had significantly higher rates of the two consecutive growth-negative blood culture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renal toxicity. Thus, increasing the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to 15 mg/L or higher could enhance the therapeutic effect
withou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ephrotoxicity.

[Key words] Vancomycin, Vancomycin trough concentration, TDM, Nephrotoxicity

Vancomycin은 세포벽 합성을 억제해 methicil-

인들이 발표되었다. 1977년 Geraci JE가 발표한

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초기의 가이드라인에서는 trough 농도를 5~10

를 포함한 그람 양성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gly-

mg/L로 권장하였다.8) 하지만 이는 전향적인 임상

copeptide 계열 항생제이다.1) Vancomycin은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동학적 특성

1958년 pen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이 고려되기 이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라는 한계점

aureus 감염의 치료 목적으로 Food and Drug

이 있었다.1)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감염이나 높은

Administration (FDA) 승인 받은 후 1980년대

MIC를 갖는 균주들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이후로 methicillin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이 증가함

못하였으며 vancomycin 중간 내성 황색포도상구

에 따라 현재까지 MRSA 치료의 1차 선택 약물로 사

균이나 vancomycin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발생

용되고 있다.

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9) 이후

2)

반면, vancomycin은 치료범위가 좁고 약동학적

이러한 vancomycin 치료 실패와 내성균 발생 위험

변수의 개체 차가 커서 독성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

성을 낮추기 위해 2009년 American Society of

를 높이기 위해 임상약동학서비스(therapeutic

Health System Pharmacists (ASHP), Infec-

drug monitoring, TDM)이 권장된다. Vanco-

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

mycin의 가장 적절한 치료학적인 평가지표는 area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 Pharmacists

under the curve (AUC)/minimum inhibito-

(SIDP)에서 공동으로 vancomycin 사용에 대한 가

ry concentration (MIC)가 제시되고 있으며,3)

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

AUC/MIC를 최소 4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

성균 발생 예방을 위해 trough 농도를 10 mg/L 이

고된다.3)-5)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AUC 산출을 위

상으로 유지시키되, MIC가 1 mg/L 이상인 균에 대

한 연속적인 채혈이 어렵기 때문에 trough 농도를

해서는 AUC/MIC를 40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해 치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6),7) 이에 따라

15 mg/L 이상의 trough level을 유지할 것을 권장

최적의 치료효과 및 내성균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하였다.4) 또한 MRSA에 의한 중증 감염인 경우(균

vancomycin 적정 trough 농도에 대한 가이드라

혈증, 심내막염, 골수염, 뇌수막염, S. aureu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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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폐렴)에 대해서는 15~20 mg/L를 유지하도록

면역형광법으로 분석하였다.

하였다.

1)

이에 따라 본원에서도 vancomycin trough 농도

3. 자료수집

를 5~15 mg/L, 중증 감염일 시에는 15~20 mg/L
로 상향시켜 TDM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trough

연구대상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

농도 15~20 mg/L를 권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dical record, EMR)를 통해 기본정보 즉 키, 체

다. 그러나 vancomycin trough 농도에 따른 치료

중, 성별, 기저질환, 검출된 균의 종류 및 균 동정부

효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높은 trough

위, 병용 항생제를 조사하였다. 또한 TDM 분석 시

농도에 따라 신독성 발생 위험이 높다는 최근 연구결

작성한 환자기록지(patient’s monitoring pro-

과들이 보고되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files, PMPs)로부터 vancomycin 혈중농도, 투여

실정이다.1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vancomycin

적응증, 투여 기간을 조사하였으며, 약동학적 매개변

trough 농도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 발생을 분

수는 CAPSIL software program (SIMKIN

석하여 적절한 trough 농도를 설정하여 이를 임상에

I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적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vancomycin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4. 연구방법
측정된 vancomycin trough 농도들의 평균 값을

연구대상 및 방법

구하여, MRSA에 의한 중증 감염 혹은 MIC가 1
mg/L 이상인 균인 경우 적용하는 trough 농도의

1. 연구대상

치료범위 하한선인 15 mg/L를 기준으로 군을 나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었다. 평균 trough 농도가 15 mg/L 미만으로 유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18세 이상 성인 환자중에 그

된 군은 T1군, 15 mg/L 이상으로 유지된 군을 T2

람 양성균이 동정되어 vancomycin을 3일 이상 투

군으로 분류하였다.

여 받았으며 TDM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두 군의 trough 농도에 따른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다. 대상 환자들 중 1) 약물 투여 전 급성 신부전 또는

위해 균 음전 여부와 c-reactive protein (CRP)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은 환자 2) 투석 중인 환자 3)

변화량을 평가하였다. 균 음전율은 비음전율 및 2회

신독성 약물인 aminoglycoside계 항생제, colis-

연속 균이 음전된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CRP 변화량

tin, amphotericin B를 병용한 환자 4) 심내막염,

은 vancomycin 투여 직전 측정한 CRP에서 투여

골수염,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어 vancomycin trou-

기간 중 측정한 최저 CRP의 차이를 구하였다.

gh 농도를 15 mg/L 초과로 유지하는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vancomycin trough 농도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vancomycin 투여 중
serum creatinine (SCr)과 blood urea nitrogen (BUN)이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비율과 van-

2. 투여약제 및 혈액시료 분석

comycin 관련 발진, 소양증, 이독성의 부작용 발생
본 연구에 사용된 vancomycin 주사제는 Van-

여부를 조사하였다.

comycin HCl inj. 500 mg, 1 g/vial 이었고,
®

대상환자들은 vancomycin을 생리식염수 100 mL

5. 통계분석 및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에 용해하여 60분간 정맥 내 투여 받았다. 약물의 혈
중 농도로 trough 농도는 투여 직전, peak 농도는

획득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보인 경우 t-test를

투여 종료 1시간 후에 채혈하여 Automatic Fluo-

통해 분석하였으며,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는 경우

rescence Polarization Analyzer를 이용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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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T1 group and T2 group

Age(yr)

T1 (n=72)

T2 (n=17)

P-value

58.5±15.4

72.8±11.4

0.001

Sex			

0.705

Male

43 (59.7)

11(64.7)

Female

29 (40.3)

6 (35.3)

Height (cm)

164±7.7

162.5±7.2

0.471

Weight (kg)

61.3±11.5

57.2±9.7

0.174

CRP (mg/dL)

10.8±9.1

12.2±9.8

0.639

SCr (mg/dL)

0.7±0.2

0.7±0.4

0.772

BUN (mg/dL)

15.3±7.7

21.5±9.1

0.006

ANC* (109/L)

7.8±6.2

8.7±5.1

0.386

223.6±124.6

177.6±104.5

0.136

Platelet (109/L)

Values are means ± SD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numbers(percentages) for categorical variables.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

또한 균 음전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와 같은 범주형

독성 발생 위험 약물을 투여한 경우(15명), 뇌수막

데이터의 경우 fisher’s exact test 또는 chi-

염, 골수염, 심내막염을 진단 받은 경우(34명)를 제

square test를 통해 유의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

외한 총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구 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software, version

이 중 vancomycin 평균 trough 농도가 15 mg/L

9.4 (SAS Institute Inc. Cary, NC)로 처리하였

미만으로 유지된 군(T1군)은 72명, 15 mg/L 이상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정

으로 유지된 군(T2군)은 17명이었으며, 나이, 성별,

의하였다.

키, 체중, 혈액학적 수치와 같은 대상 환자의 기본정

본 연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조회를 통한 후향적

보는 Table 1과 같다.

관찰연구로서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톨릭

대상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T1군에서 58.5±15.4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기관생명위원회(Institution

세, T2군에서 72.8±11.4세로 T2군에서 더 높았으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승인 받

며, 이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은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연구번호: KC19RESI

두 군간 SCr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0583).

(P=0.772), BUN은 T2군에서 21.5±9.1 mg/dL
로 T1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06).

연구결과
2) 초기 균 배양 검사 결과 및 vancomycin 투여 적
1. 연구 대상의 특성

응증
두 군의 초기 균 배양 검사 결과 및 vancomycin

1) 일반적 특성

투여 적응증은 Table 2와 같다. 검출된 균을 살펴보
연구 대상 총 221명 중 vancomycin 투여 전 급성

면 T1군에서는 그람양성균이 63.9%, MRSA가 25

신부전 및 만성 신부전을 진단 받은 경우(83명), 신

%, MSSA가 11.1%로 그람양성균이 가장 많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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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crobiological culture and treatment indication between T1 and T2 group
T1 (n=72)

T2 (n=17)

Type of bacteria species			
Gram positive cocci (GPC)

46 (63.9)

5 (29.4)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18 (25)

11 (64.7)

Methicillin-sensitive staphylococcus aureus (MSSA)

8 (11.1)

1 (5.9)

1.1±0.6

0.9±0.2

MIC (μg/mL)

Location			
Sputum

9 (12.5)

5 (29.4)

Urine

8 (11.1)

-

Blood (peri)

7 (9.7)

4 (23.5)

Blood (central)

5 (6.9)

-

Pus

20 (27.8)

1 (5.9)

CNS

-

-

11 (15.3)

2 (11.8)

Blood (peri & central)

5 (6.9)

4 (23.5)

Etc

7 (9.7)

1 (5.9)

Body fluid

Indication			
Sepsis

13 (18.1)

6 (35.3)

Pneumonia

7 (9.7)

4 (23.5)

Diabetes Miletus foot disease

1 (1.4)

1 (5.9)

51 (70.8)

6 (35.3)

Others

P-value
0.007

0.562
0.035

0.023

Data are expressed as numbers (%) of patients

나, T2군은 그람양성균이 29.4%, MRSA가 64.7

에서 약 2.1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vancomy-

%, MSSA가 5.9%로 MRSA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

cin 투여 적응증 또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으며, 두 군간 검출된 균 종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P=0.023).

다(P=0.007). 그러나 검출된 균의 vancomycin
MIC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Vancomycin 관련 약동학적 지표

(P=0.562). 균이 검출된 검체는 T1군에서는 농양
이 27.8%로 가장 많았으며, T2군은 객담이 29.4%

Vancomycin trough 농도는 T1군에서 9.0

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균이 검출된 검체

±3.0 mg/L, T2군에서 19.5±7.2 mg/L로 T2군

종류에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5).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peak 농도 역

패혈증 또는 폐렴으로 vancomycin을 투여한 경

시 T1군에서 24.6±5.2 mg/L, T2군에서 34.8

우가 T1군에서 27.8%, T2군에서 58.8%로 T2군

±16.5 mg/L로 T2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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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ncomycin trough and peak concentrations in T1 group and T2 group

Table 3 Comparison of pharmacokinetic characteristics between T1 group and T2 group
T1 (n=72)

T2 (n=17)

P-value

Trough concentration (mg/L)

9.0±3.0

19.5±7.2

<0.001

Peak concentration (mg/L)

24.6±5.2

34.8±16.5

<0.001

T1/2 (hr)

9.2±3.2

14.7±6.7

<0.001

Vd* (L/kg)

0.9±0.2

0.9±0.3

0.827

Values are means ± SD for continuous variables
*Vd: Volume of distribution

(P<0.001)(Fig. 1). Vancomycin 반감기는 T1

11.1%, T2군 17명 중에 1명으로 5.9%로 T2군이

군이 9.2±3.2시간으로 T2군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

더 낮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다(P<0.001). 분포용적(Volume of distribu-

>0.999). 그러나 2회 연속 균이 음전된 경우는 T1

tion, Vd)은 T1군에서 0.9±0.2 L/kg, T2군에서

군에서 19명(29.4%), T2군에서 10명(58.8%)로

0.9±0.3 L/kg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T2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Fig. 2).

없었다(P=0.827)(Table 3).

대상환자들 중 2회 연속 균이 음전된 환자들을 대상
으로 vancomycin 투여 직전부터 2회 연속 균 음전
시까지 소요시간을 비교한 결과 T1군에서 10±5.1

2. 치료효과

일, T2군에서 11.3±7.2일로 두 군간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89)(Table 4).

1) 균 음전율
균이 음전되지 않은 경우와 2회 연속 균이 음전된 경

2) CRP 평균 변화량

우로 나누어 두 군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균이
음전되지 않은 경우는 T1군 72명 중에 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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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culture-negative of vancomycin treatment between T1 and T2 group

Table 4 Comparison of Efficacy of Vancomycin treatment between T1 and T2 group
T1 (n=72)

T2 (n=17)

P-value

Therapeutic outcome (n)
Eradication failure

8

1

>0.999

Two consecutive growth-negative blood cultures

19

10

0.01

10±5.1

11.3±7.2

0.89

		
Time to two consecutive growth-negative
blood cultures (day)

Values are means ± SD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numbers for categorical variables.

Table 5 Comparison of CRP variation between T1 group and T2 group

Mean CRP change (baseline CRP – lowest CRP)

T1 (n=72)

T2 (n=17)

P-value

-7.0±8.4

-8.1±8.5

0.577

Values are means ± SD for continuous variables for categorical variables.

투여 중 측정한 최저 CRP와의 변화량의 평균을 계산

Vancomycin trough 농도에 따른 신독성 발생

한 결과 T1군은 -7.0±8.4 mg/dL, T2군에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vancomycin 투여 후 SCr (

-8.1±8.5 mg/dL로 두 군 모두 감소하였으며, T2

정상범위: 0.6~1.2 mg/L), BUN (정상범위: 7~

군의 감소폭이 더 큰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20 mg/dL)이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을 조사하

의한 차이는 없었다(P=0.577)(Table 5).

였다. 이를 위해 vancomycin 투여 전 SCr, BUN
이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T1군, T2

3. 부작용

군 각각 70명, 15명을 분석하였다. Va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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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nephrotoxicity between T1 group and T2 group

Abnormal SCr after vancomycin administration
		
Abnormal BUN after vancomycin administration

T1 (n=70)*

T2 (n=15)*

P-value

5 (7.1)

2 (13.3)

0.251

T1 (n=61)**

T2 (n=10)**

P-value

12 (19.7)

4 (40.0)

0.154

* SCr > 1.2 mg/dL before administration was excluded
** BUN > 20 mg/dL before administration was excluded
Values are numbers (percentages) for categorical variables

투여 후 SCr이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T1군에

되고 있으며12),17) 약동학적 변수의 개체 차이로 인하

서 5명(7.1%), T2군에서 2명(13.3%)로 T2군에서

여 경험적 용량조절만으로는 적절한 치료효과를 보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기 어려워 vancomycin의 적절한 용량 설정을 위해

않았다(P=0.251). Vancomycin 투여 후 BUN이

TDM이 권고되고 있다.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T1군에서 12명(19.7

본원에서도 MRSA 감염증 치료에 vancomycin

%), T2군에서 4명(40.0%)로 T2군에서 더 높은 비

이 1차 치료약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vancomycin

율을 보였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치료효과를 높이면서 잠재적 독성을 최소화 할 수 있

(P=0.154)(Table 6).

는 적절한 투여 용량설정을 위해 약제부에서는 van-

Vancomycin 약제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인 발진,

comycin TDM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본원 van-

소양증, 이독성의 부작용을 조사한 결과 T1군 중 3명

comycin trough 농도 가이드라인은 2009년 미국

에서 발진이 나타났으며, T2군 중 1명에서 약제 관련

병원약사회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

발열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 모두 이독성,

하고 있으나 MRSA균의 MIC 및 중증 감염의 증가에

red man syndrome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

따라 vancomycin trough 농도를 15~20 mg/L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권장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5
mg/L 이상의 trough 농도와 임상적 효능간의 상관
관계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으며,2) 높은 trough 농

고찰

도에서 신독성이 발생한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인
황색포도구균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원내 감염의

과 관계는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균으로 피부 및 연조직 감염, 폐렴,

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중증 감염인 경우(심내

균혈증 등을 흔히 일으켜 중증 감염을 일으키며13) 많

막염, 골수염, 뇌수막염) 외에도 치료효과를 높이기

은 항생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 vancomycin trough 농도를 15 mg/L 이상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14) 그 중에서도

상향 조절한 경우와 15 mg/L 미만으로 유지한 경우

MRSA는 1961년 영국에서 분리된 이래 전 세계적으

를 나누어 vancomycin 치료효과 및 부작용을 비교

로 병원감염의 중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15) 우

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리나라에서도 MRSA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4

본 연구에서는 vancomycin trough 농도에 따른

년 국내 12개의 3차 병원에서 분리된 황색포도알균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trough 농도가 15 mg/L

가운데 MRSA가 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6)

미만인 군과 15 mg/L 이상인 군으로 분류하여 투여

이에 MRSA 감염 치료제로써 vancomycin의 중요

후 균 음전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trough

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균주의 MIC 및 내성균

농도를 15 mg/L 이상으로 유지한 군에서 2회 연속

주 발생 증가로 인하여 감염 치료 실패 사례들이 보고

균이 음전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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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nitsky 등의 연구18)는 vancomycin trough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9). 이는 100

농도를 15 mg/L 이상 유지한 경우가 낮은 trough

명 내외의 소규모, 단기간 진행된 연구로 vanco-

농도를 유지한 경우에 비해 2.5배 생존율이 높은 것

mycin 치료기간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으로 보고하였다(P=0.001). 또한 2012년 Kullar

으로 보인다.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19)에 의하면 vancomycin

Vancomycin 관련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부작

trough 농도를 5~20 mg/L로 적용한 군에 비해

용은 신독성이 있으며, 발생률은 0~17%로 다양하

15~20 mg/L로 높게 적용한 군에서 vancomycin

게 보고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5~7%정도로 알려

치료기간이 유의하게 짧았으며(13일 vs 8.5일,

져 있다.12),22),23) Kullar 등의 연구19)에 따르면 신독

P<0.001), vancomycin 투여 7일째 균이 음전되

성은 vancomycin trough 농도가 15~20 mg/L

는 비율 또한 trough 농도를 높게 유지한 군에서 유

인 경우 77명 중 10명(13%)에서 발생하였고, 15

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mg/L 미만인 경우 141명 중 23명(16.3%)에서 발

그러나 폐렴, 심내막염, 골수염인 환자를 대상으로

생하였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질환별로 vancomycin 치료효과를 분석한 Her-

0.648). 또한 Hermsen 등의 연구20)에서는 van-

msen 등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vancomycin 농

comycin을 5일 이상 투여한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도를 5~15 mg/L로 유지한 군과 15~20 mg/L로

vancomycin trough 농도에 따른 신독성을 비교

유지한 군에서 임상적 반응, 사망률, 재원기간과 같

한 결과 vancomycin trough 농도가 15 mg/L 미

은 질병 치료효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상

만인 경우 39명 중 4명이 신독성이 발생하였으며,

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와 달리 대상군을

15 mg/L 이상인 경우 16명 중 5명이 발생하여 15

중증 감염증 환자로 제한하여 진행한 연구로 대상 군

mg/L 이상인 군에서 발생비율이 높았으나 두 군간

별 기저질환 및 감염의 중증도에 차이를 보였을 것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03). 본 연

로 판단된다. 또한 2016년 Sasima 등이 vanco-

구에서도 vancomycin trough 농도에 따른 신독

mycin trough 농도에 따른 치료효과를 메타분석한

성 발생을 분석하기 위해 vancomycin 투여 후

연구2)에 따르면 9건의 논문 중 trough 농도를 15

BUN, SCr이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을 조사하였

mg/L 이상으로 유지한 군에서 더 높은 치료효과를

다. 분석 결과 vancomycin 투여 후 BUN, SCr이

보인 논문은 2건이였으며, 나머지 7건에서는 두 군간

정상범위를 초과한 군은 trough 농도를 5~15 mg/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9개의 논문에

L로 유지한 군에서 각각 5명(7.1%), 12명(19.7%),

서는 vancomycin trough 농도에 따른 치료효과

trough 농도를 15~20 mg/L로 유지한 군에서 각

를 사망률, 임상적 증상의 완화, 재원기간 등으로 다

각 2명(13.3%), 4명(40%)로 trough 농도를 15

각도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논문들에

~20 mg/L로 유지한 군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

비해 단기간 추적 관찰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2

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위의 연구들과 일치

회 연속 균 음전율로 치료효과를 평가하였으므로 향

한 결과를 보였다.

20)

후 장기간에 걸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Jeffers 등의 연구24)에 따르면 MRSA에 의
한 폐렴으로 vancomycin을 투여한 94명의 환자 중

Lindsey Pritchard 등의 연구 에서는 5년 간

42.6%에서 신독성이 발생하였으며, 신독성이 발생

단일기관에서 vancomycin을 투여한 경우를 후

한 환자의 평균 trough 농도는 20.8 mg/L이고 신

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매년 vancomycin의 평균

독성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의 평균 trough 농도는

trough 농도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반면(P<0.001),

14.3 mg/L로 신독성이 발생한 군에서 vancomy-

vancomycin 치료기간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cin trough 농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확인하였다(P<0.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 van-

(P<0.001). 이는 MRSA에 의한 폐렴인 환자를 대

comycin trough 농도에 따라 2회 연속 균 음전시

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신독성 발생 분

까지 vancomycin 투여기간을 비교한 결과 두 군간

석 시에 신독성 약물을 병용하는 경우와 기저 신기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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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하된 환자들을 제외하고 분석하여 대상 군별 기

후향적 연구로써 두 군의 기본 특성 및 환자수에 차이

저상태에 차이를 보여 상이한 결과를 보였던 것으로

가 있었으며, 의무기록 상 기록되지 않은 독성 및 효

판단된다. 또한 vancomycin 투여 용량에 따른 신

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추후

독성 발생 여부를 평가한 Lodies 등의 연구 에서는

이를 고려 한 장기간에 걸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vancomycin 투여량이 4 g/day 이상인 경우가 4

것으로 보인다.

25)

g/day 미만인 경우에 비해 신독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P=0.00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론

vancomycin 투여 용량에 따른 신독성 발생여부는
분석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에서는 vancomycin 평균 trough 농도가

vancomycin 용량 및 vancomycin 투여 적응증에

15 mg/L 이상인 환자군에서 2회 연속 균 음전률은

따른 신독성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더 높았으며, 신독성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vancomycin 부작용으

다. 따라서 기존 목표 범위인 trough 농도 5~15

로 이독성이 있으며 이는 정상 신기능 환자에서도 혈

mg/L로 감염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TDM을 통한 지

중 농도가 80 mg/L을 초과할 경우 나타난다는 보고

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vancomycin trough 농도

가 있고, 30 mg/L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를 15 mg/L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투여한다면 치

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군 모두에서

료효과를 높이고 vancomycin의 내성균주 발생을

이독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

낮추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약료서비

환자들 모두 TDM 자문을 시행하며 vancomycin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6),27)

농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원내 지침에 따라
vancomycin peak 농도가 40 mg/L를 초과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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