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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획득 폐렴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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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bacteriae, viruses, fungi, parasites may cause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and out of them, S. pneumoniae 

is the most common cause. As finding out causative pathogen in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which is common in 

primary care is often difficult, empiric antibiotic therapy is initiated. For ambulatory patients with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1) β-lactam alone; 2) combination of β-lactam and macrolides; or 3) respiratory quinolone are recommended. 

For inpatients without a risk of P. aeruginosa, β-lactam plus macrolide or respiratory fluoroquinolone are recommended. 

The successful treatment of community-acquired pneumonia requires appropriate, empirical antimicrobi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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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획득 폐렴(community acquired pneumonia)은 병

원획득 폐렴(hospital acquired pneumonia)에 대립되는 용어로 

지역사회에서 얻은 폐렴을 뜻한다. 반면에 병원획득 폐렴은 

입원당시 균감염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입원 72시간 이후에 

발생된 폐렴을 의미한다.

지역사회획득 폐렴은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이 12-14%에 이르며 감염성 질환 중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즉, 2006년도 국내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

구 10만 명당 9.4명으로서 국내 10대 사망 원인에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 중 1위에 해당된다.2) 

본 종설은 2008년에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염학회, 대

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역사회획득 폐

렴 치료지침 권고안’을 중심으로 하고 관련 논문들을 검토하

여 기술하였다.2)

폐렴 유발 병원체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폐렴구균이 가장 흔한 원인균이며 호흡

서론

폐렴은 종말세기관지의 원위부인 호흡세기관지, 폐포관, 

폐포낭 및 폐포로 구성된 폐실질의 염증으로서, 기침, 화농성 

객담, 흉막성 흉통, 호흡곤란, 열, 오한 등을 보일 수 있다. 열과 

오한은 폐렴 환자의 50-85%에서 발견되나 노인에서는 나타

나지 않을 수 있다. 호흡곤란은 70% 정도에서 나타나며, 화농

성 객담은 50% 정도에서만 나타난다.1) 

폐렴의 분류는 원인균에 따라 분류하거나, 기존의 호흡기

질환의 유무에 따른 이차성 폐렴 혹은 원발성 폐렴으로 분류

하기도 한다. 또한 흉부방사선 소견에 따라 폐포성 폐렴, 기관

지폐렴 및 간질성 폐렴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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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이러스, 폐렴미코플라스마, 레지오넬라, 클라미디아, 헤

모필루스 인플루엔자도 흔한 원인이다. 바이러스 중에는 인

플루엔자가 가장 흔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가 가능

하다.

1. 정형성(세균성) 폐렴
항생제 이전의 시대에는 80% 이상의 원인균이 폐렴구균

이었다. 최근의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폐렴구균이 보고에 따

라 27-44%를 차지하여 그 빈도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원인균이 확인된 폐렴의 가장 흔한 단일 원인 세균이다.2) 반면

에 황색포도구균은 인플루엔자 감염 후에 흔하며, 알코올 중

독자에서는 헤모필루스, 클레브시엘라 그리고 혐기성 세균에 

의한 폐렴이 흔하다. 

만성 심폐질환자,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최근 항생제 복용

력, 신부전, 만성 간질환, 당뇨병, 혈액종양이나 면역기능 저하

자, 흡연가 등에서는 그람음성균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3)  

그람음성균 중에도 녹농균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폐질환(예, 

기관지확장증), 부신피질스테로이드 복용자, 지난 1개월 동안

에 광범위 항생제를 1주일 이상 복용한 사람, 영양부족, 백혈

구가 감소된 면역기능저하자 등이다. 

노인에서도 폐렴구균이 가장 흔한 원인균이지만 그람음

성 호기성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도 흔하며 폐렴구균과 

그람음성 호기성균의 혼합형태도 흔하다.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약제 내성 폐렴구균’이 최근 증

가하고 있다. 이는 요양원 입소자,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 있

는 사람, 다수의 질환이 병발된 경우, 최근에 항생제 치료를 받

은 사람에서 더 흔하다. 요양원 입소자에서는 항생제 내성 폐

렴구균 이외에도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MRSA), 장내음

성균, 결핵균, 그리고 일부 바이러스가 일반인에서보다 더 흔

한 원인이다. 

국내에서는 폐렴의 원인 중 하나로 결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항생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리거나,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과 같은 기

저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의심해야 한다.2) 즉, 폐결핵이 대엽성 

폐렴의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징적으로 X-선소견에서 

공동(空洞)이 자주 나타나고 폐렴 소견이 몇 달을 두고 서서

히 변하며 폐의 용적감소를 비롯한 무기폐 소견이 자주 나타

난다. 일반적인 형태의 폐결핵의 경우 양쪽 폐상엽 폐첨부가 

잘 침범되는 반면 급성 결핵성 폐렴의 경우는 폐하엽을 흔히 

침범하여 일반 세균성 지역사회획득 폐렴과 감별진단이 어려

울 수 있다.4)

환자 분류별 원인 병원균은 다음과 같다.5,6)

1) 심폐질환이 없고 다른 위험요인이 없는 외래환자

폐렴구균, 폐렴미코플라즈마, 폐렴클라미디아, 호흡기감

염바이러스 등이 흔하다. 흡연가에서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

자가 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사망

률은 1-5% 미만이다.  

2) 심폐질환(심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혹은 약제 내성 폐렴균 또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 외래환자

여전히 폐렴균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페니실린과 기타 

항생제(macrolide, trimethoprim/sulfamethoxizole)에 내성을 보

일 가능성이 증가한다. 요양원 입소자의 경우에는 호기성 그

람음성균(Escherichia coli, Klebsiella)도 원인균으로 흔하며, 기

관지확장증이 있는 경우에는 녹농균이 흔하다. 또한 이들 고

위험군에서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의식 장애, 신경 질환, 연

하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이 증가한다. 이 군의 

사망률은 5% 미만이지만 20% 가까이는 입원이 필요하게 된

다. 

3) 입원 환자이지만 중환자실에 있지 않은 경우

심폐질환이 있거나 그람 음성균이나 약제 내성 폐렴균

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내 그람 음성균, 흡인과 관련

한 혐기성 세균 뿐 아니라 폐렴구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정형 병원균(미코플라즈마,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리케차 

등)이 모두 흔하다. 이 군에서 사망률은 5-25%이다. 물론 심폐

질환도 없고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폐렴구균, 헤모필루

스 인플루엔자, 폐렴미코플라즈마, 폐렴클라미디아, 바이러

스 등이 흔하다. 

4)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폐렴

폐렴구균, 레지오넬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장내 그람

음성균, 포도상구균, 폐렴미코플라즈마, 호흡기 바이러스 등

이 흔하다. 폐질환(예, 기관지확장증), 부신피질스테로이드 

복용자, 지난 1개월 동안에 광범위 항생제를 1주일 이상 복용

한 사람에서는 녹농균이 흔하다. 포도상구균은 최근에 인플

루엔자에 감염된 경우, 당뇨나 신부전이 동반된 경우에 감염

이 증가한다. 

2. 비정형 폐렴
소위 ‘비정형 폐렴’이 40세 이전의 연령에서 폐렴의 원인

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미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레지오넬라를 세균으로 인식하지 못해 ‘비정형 폐렴’을 ‘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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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성 폐렴’으로 부르기도 했다. 폐렴미코플라즈마가 이 연령

군에서 가장 흔한 원인균이다. 많은 바이러스(influenza A와 

B, respiratory syncytial virus, parain�uenza, adenovirus), 클라미디

아, 리케차 등에 의한 폐렴도 미코플라즈마 폐렴과 임상적으

로 거의 유사하다. 국내 보고에 의하면 미코플라스마 폐렴은 

6.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라미디아 폐렴은 7.3-13.2%, 

레지오넬라에 의한 폐렴은 0-5.3%로 보고되었다.2) 

비정형 폐렴은 발병기에 열, 두통, 인후통, 근육통 등 마치 

감기 같은 증상으로 시작한다. 발병 직후 혹은 수일 후에 마른 

기침과 흉골 부위의 흉통이 있으며 진행되면 호흡곤란이 동

반된다. 흉막성 흉통과 객혈은 드물다.

입원할 정도로 심한 환자에서는 폐렴미코플라즈마의 합

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부비동염, 중이염, 고막염, 결절성 

홍반, 용혈, 뇌수막염, 정신병, 심근염, 그리고 심막염 등이 가

능하다. 폐렴미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치료에도 불구하고 6

주 이상 지속되는 마른 기침이 흔하며, 이 경우는 코데인 같은 

대증요법이 필요하다. 일차감염 후 재발이 약 10%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미코플라즈마가 최대 14주까지 기관지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서맥, 복통, 간효소증가, 혈뇨 등이 레지오넬라 병에

서 동반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나 미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

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뇌병증의 징후(혼란, 섬망)가 레지오

넬라병에서 흔하다.7) 

폐렴의 임상소견

폐렴의 흔한 증상은 기침, 열, 가래, 흉막성 흉통, 호흡곤란 

등이다. 약 80%에서 열이 나지만 노인에서는 열이 없는 경우

가 흔하다. 분당 호흡수가 24회를 넘는 경우도 흔하며, 특히 노

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견일 수 있다.  노인이나 면역기

능이 감소된 경우에는 폐렴의 증상이 호흡기 이외의 증상(혼

란, 체중감소, 기존의 만성질환의 악화, 낙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오한도 약 반수에서 나타나며 빈맥도 흔한 편이다. 그러

나 어떠한 증상이나 징후의  조합도 폐렴 여부를 정확히 예측

할 수는 없다.8)

활력증후 이상(체온 > 38oC, 맥박 > 분당 100회, 호흡 > 분

당 20회) 중 1개와 임상소견 이상(수포음, 호흡음 감소, 천식 

없음) 중 2개가 있는 경우에는 흉부 촬영검사를 하는 것이 좋

다.9) 

폐렴의 진단

1. 혈액검사
혈액 소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백혈구 증가증이며, 백혈

구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예후가 좋지 않다. 

 

2. 방사선 검사
폐렴이 의심되면 모든 환자에서 흉부 X선 사진을 촬영해

야 한다. 대엽성 폐렴은 전형적인 세균에 의해, 간질성 침윤은 

바이러스나 폐포자충에 의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흉부 X선 사진 소견만을 근거로 세균성과 비세균성을 확실히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탈수가 있거나 발병 24시간 이내, 

폐포자충 폐렴의 10-30%, 심한 호중구 결핍증 등에서는 흉부 

엑스선에 폐렴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방사선 소견이 폐렴을 의심하나 임상 소견이 폐렴을 시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암, 출혈, 폐부종, 비감염성 원인에 의한 염

증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3. 원인균 진단

1) 외래환자 대 입원환자 

외래에서 치료하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원인균을 찾기 

위한 검사는 대개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경험적인 항생

제 치료(macrolide 혹은 �uoroquinolone)가 대부분 성공적이기 

때문이다. 입원한 폐렴 환자는 항생제 투여 전에 혈액배양검

사, 객담 그람염색과 배양 검사를 임상적 적응이 되는 모든 폐

렴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중증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

자의 경우 레지오넬라, 폐렴 구균에 대한 소변항원검사도 추

가하는 것이 좋다. 

2) 객담검사

객담 그람염색이나 배양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발견할 확

률이 20% 정도란 보고도 있을 정도로 많은 경우에서 원인균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객담은 깊게 기침을 해서 얻은 것이어야 하며 항생제 처방

을 하기 전에 받아야한다. 객담을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배양

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섭씨 4도에서 최대 

24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균 배양검사에 적절하게 잘 채취한 객담검체란 그람염색 

후 저배율시야(100배)에서 편평상피세포가 10개 미만이면서 

백혈구가 25개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객담배양검사 결과는 그람염색결과와 연결지어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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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만약 배양검사는 양성이지만 그람염색에서 그 균에 

합당한 소견이 없다면 정상 균주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폐렴구균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흔한 원인균이지만 배

양이 까다로워서 배양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하며, 반대로 덜 흔

한 원인인 포도상구균과 그람음성 간균은 쉽게 배양이 되는 

편이다. 또한 폐렴구균과 헤모필루스는 항생제를 투여한지 

몇시간 지나면 객담배양에서 세균검출이 안되는 특성이 있는 

반면, 그람음성 간균이나 포도상구균은  항생제 투여 후에 객

담배양검사를 하여도 그 검출율이 높다.5) 따라서 포도상구균

과 그람음성 간균은 배양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

이 이들이 원인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들 세균이 

배양이 된 경우에는 흔히 오염 때문인 경우가 많다. 폐렴미코

플라즈마, 폐렴클라미디아, 레지오넬라 등은 객담 배양검사

에서 찾아낼 수 없다. 

원인균을 찾는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다. 우선, 각종 검사법을 동원해도 원인균을 찾는 

경우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치료성적이 나빠질 

위험이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치료를 병원에 도

착한지 8시간 이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한다.10)

또한 세균과 비정형 병원체의 동반감염의 가능성이 있으

며, 비정형 병원체의 동정에는 수일에서 수 주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빨리 배양이 되는 세균에만 초점을 맞추어 치

료를 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가 불확실하다. 대규모의 

연구들에서 비정형 병원균의 동반감염을 고려한 치료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치료결과가 더 좋았다.11)

따라서 원인균의 확인은 경험적인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

거나, 내성균이 의심될 때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3) 혈청 및 소변 검사

폐렴미코플라즈마, 폐렴클라미디아, 레지오넬라는 IgG 항

체 역가가 급성기에 비해 6-8주 후의 회복기에 4배 이상 증가

하는 것으로 진단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다른 세균에 감염이 

되어도 역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비특이성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폐렴클라미디아 감염에서 IgM 항체는 

감염 3주 후에 생성된다. 레지오넬라와 폐렴구균 감염을 진단

하기 위한 소변 검사는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고 항생제를 사

용한 후에 검사해도 진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레지오넬라 

소변 항원 검사는 원인 미상의 폐렴, 중환자실에 입원한 폐렴, 

β-lactam계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 권장된다. 레

지오넬라 소변 항원 검사는 급성 감염 후 수개월간 양성 반응

이 지속될 수 있다. 

4)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프로칼시토닌이 세균감염에 의해 선택적으로 증가한다

는 점을 이용하여 하기도 감염 증상이 있을 때 항생제를 처방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기도 감염 증상이 있는 응급실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각종 임상결과 지표

에 차이가 없으면서도 항생제 처방이 83%에서 44%로 줄일 수 

있었다; procalcitonin<0.1 ng/mL (항생제 처방 절대 제한), 0.1-

0.24 ng/mL (항생제 처방 제한), 0.25-0.50 ng/mL (항생제 처방 

권장), 0.5 ng/mL 이상(항생제 처방 강력히 권장).12) 

폐렴의 치료

1. 치료 원칙
1) 초치료의 시기가 중요하다. 병원에 온 환자의 경우 병원 

도착 8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치료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2) 가능한 적은 범위에 적용되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원인균을 알 수 없는 약 반수의 경우에서는 이를 실천하

기 어렵겠지만, 항생제 내성 폐렴균이나 장내 그람음성균 감

염에 대한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라면 광범위 항생제를 삼가

는 것이 좋다. 

3) 치료 초기에 시험적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세균과 비정

형 병원균의 혼합 감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입원 기준
환자의 입원 결정은 환자의 임상상, 사망과 합병증의 위험

성, 동반된 질환 및 정신사회적인 문제에 기준을 두고 결정되

어야 한다.

많은 연구들이 다변량분석을 통해 초치료 장소의 결정

(외래, 병실, 혹은 중환자실 등)에 도움이 될 예측모델을 개

발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중점

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다. 두개의 모델이 대표적인데 하나는 

영국흉부학회(British Thoracic Society, BTS) 연구위원회에서 

개발한 CURB-6513) (Table 1)으로 주로 고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폐렴환자 결과 연구팀(Pneumonia 

Patient Outcomes Research Team, PORT)에서 개발한 Pneumonia 

Severity Index (PSI)14) (Table 2)로 저위험군을 찾아내는데 초점

을 두고 있다. CURB-65는 confusion, urea, respiratory rate,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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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age≥65를 의미한다(Table 3). CURB-65에서 ‘U’ (blood 

urea) 항목을 제외한 점수체계인 CRB-65를 사용하기도 한

다. 최근의 한 보고에 의하면 나이 ≥80세가 더 중증도 및 예후

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CURB-65에 추가되어

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2) PSI는 나이의 연령이 너무 크다

는 단점이 지적되어 있으며, 동맥혈 산소포화도 <90%이거나 

PaO2<60 mmHg인 경우에는 PSI에 상관없이 입원을 권고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한다. PSI와 CURB-65 중 어느 기준이 더 우수

Table 1. Point scoring system of Pneumonia Patient Outcomes Research  Team.

Characteristics Point

Age: Men Age (y)

          Women Age (y) -10

   Nursing home resident +10

   Coexisting illnesses

          Neoplastic disease +30

          Liver disease +20

          Congestive heart failure +10

          Cerebrovascular disease +10

          Renal disease +10

  Physical-examination findings

          Altered mental status +20

          Respiratory rate ≥ 30/min +20

          Systolic blood pressure < 90 mmHg +20

          Temperature < 35oC or ≥ 40oC +15

          Pulse ≥ 125/min +10

  Laboratory and radiographic findings

          Arterial pH < 7.35 +30

          Blood urea nitrogen ≥ 30 mg/dL +20

          Sodium < 130 mmol/L +20

          Glucose ≥ 250 mg/dL +10

          Hematocrit < 30% +10

          Partial pressure of arterial oxygen < 60 mmHg +10

          Pleural effusion +10

Risk classes and recomendations

Risk class Risk Point Mortality (%) Recomendation

I* Low   0.1 Outpatient

II Low ≤ 70   0.6 Outpatient

III Intermediate 71-90   0.9 Outpatient or short-term admission

IV High   90-130   9.3 Admission

V High > 130 27.0 Intensive care

*Age less than 50 years and no coexisting conditions and no abnormalities on phys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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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CURB-65는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어 쉽게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점수체

계는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들 첨수를 참고하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3. 항생제 선택
Cephalosporins, macrolides, doxycycline, trimethoprim/

sul fa methoxizole 등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폐렴구균이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fluoroquinolones제제(gatifloxacin, 

gemifloxacin, levofloxacin, moxifloxacin, trovafloxacin, and 

spar�oxacin)와 vancomycin 등은 여전히 내성률이 낮다. 항생제

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라도 수막염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라

면 고용량의 β-lactam 항생제에 대부분 잘 치료가 된다. 

Macrolide는 폐렴미코플라즈마, 폐렴클라미디아, 레지오

넬라 뿐 아니라 폐렴구균 에도 효과적이어서 macrolide 단독 

혹은 β-lactam과 병용해 많이 사용해왔다. 

최근에 개발된 퀴놀론제(levofloxacin, sparfloxacin, gati flo-

xacin, moxifloxacin)는 폐렴구균에 감수성이 매우 높다. 이들

은 단독요법으로 그람양성, 그람음성, 그리고 비정형 병원균

에도 효과적이며 대개 하루 한번 복용하게 된다. 퀴놀론제는 

정주 주사나 경구 복용이나 비슷한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특

징이 있어서 중등도의 심한 폐렴 환자도 일부에서는 경구용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폐렴 환자에게

는 처음에는 정주 치료를 시작해 충분한 혈중 농도에 도달하

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작용으로는 광과민성(특히 

sparfloxacin), 위장장애와 신경독성(발작, 어지러움) 등이 있

다. 최근에 퀴놀론에 내성을 보이는 폐렴구균이 보고되고 있

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과거력, 퀴놀론

을 최근 3개월 이내 사용했던 사람에서 내성이 증가하므로 주

의를 요한다.

Table 2. CURB-65, mortality, recommended place for treatment.

Clinical factors CURB-65 score Mortality (%) Recommendation

C (confusion) 0   0.7 Home (oral antibiotics)

U (blood urea) : >19 mg/dL 1   2.1 Home (oral antibiotics)

R (respiratory rate) : ≥ 30/min 2   9.2 Hospitalization

B (blood pressure): systolic pressure < 90 mmHg or diastolic pressure

  ≤ 60 mmHg

3 14.5 Intensive care unit (ICU)

65 : ≥ 65 y 4 40 ICU

5 57 ICU

Table 3. Initial empirical antibiotics for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Selection of antibiotics

 Outpatient β-Lactam, Amoxicillin or amoxicillin/clavulanic acid, cefpodoxime, cefditoren

or β-Lactam + macrolide Amoxicillin or amoxicillin/clavulanic acid, cefpodoxime, cefditoren + 

  azithromycin, 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ycin

or, Respiratory quinolone Levofloxacin, morxifloxacin, gemifloxacin, gatifloxacin 

Inpatient (P. aeruginosa 

   infection not suspected)

β-Lactam + macrolide Ampicillin/sulbactam, amoxicillin/clavulanic acid, cefpodoxime, 

  cefotaxime, ceftriaxone + azithromycin, 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ycin

or, Respiratory quinolone Levofloxacin (intravenous or oral), morxifloxacin (intravenous or 

  oral), gemifloxacin (oral), gatifloxacin

 Aspiration pneumonia

  (anaerobe infection suspected)

Metronidazole, or   

  Piperacillin/

  tazobactam, or Imipenam

Plus Quinolone, or Ceftriaxone 1 g/d (iv), or cefotaxime 2 g 

   every 6 h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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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적 항생제 처방
폐렴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항생

제 치료는 흔히 시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역사회획득 폐

렴 치료지침 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1) 외래에서의 경험적 항생제

동반질환과 약제 내성 폐렴구균에 대한 위험인자가 없는 

외래환자는 1) β-lactam 단독 또는 2) β-lactam과 macrolide제제 

병용, 또는 3) respiratory quinolone 사용이 권장된다.  아직 이들 

세 가지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은 수행된 적은 없

다. Tetracycline 단독 요법은 폐렴구균에 대한 내성이 높아 권

장되지 않는다. β-lactam 중에서 penicillin 계에서는 amoxacillin 

또는 amoxicillin/clavulanic acid를 권장할 수 있다. β-lactam 중

에서 cephalosporin 중에서는 cefpodoxime 또는 cefditoren 등

이 권고되며 cefuroxime은 국내 분리 폐렴구균에 대한 내성

률(61.3%)이 높아 권고하지 않는다. 경구용 macrolide 제제 중 

erythromycin은 H. in�uenza에 듣지 않으므로 새로운 macrolide 

제제인 azithromycin이나 clarithromycin을 추천한다. Tetracycline

은 S. pneumonia에 내성인 경우가 많아 macrolide에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을 권한다. 

미국의 지침과 달리 macrolide 또는 doxycycline 단독 치료

는 권하지 않는데 이는 국내 폐렴구균에 높은 내성률을 보이

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macrolide의 폐렴구균에 대한 내성률은 

62-87%로 보고되고 있다.

2) 일반병동으로 입원하는 경우의 경험적 항생제

일반병동으로  입원하는  폐렴  환자  중  녹농균  감염

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β-lactam+macrolide 혹은 호흡기 

�uoroquinolone이 추천된다. 호흡기 �uoroquinolone은 경구 혹

은 주사 형태 모두 가능하다. 

5. 항생제 치료 기간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경우 대개 7-14일 정도가 보통이

다.  폐렴구균 폐렴은 약 7-10일간 치료하고, 미코플라즈마나 

클라미디아 폐렴은 14일 정도 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

나 반감기가 긴 항생제(예, azithromycin)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5일이면 충분할 수 있다.  반면에 폐실질 괴사를 유발하는 병

원균(녹농균, 포도상구균, 클레브시엘라, 혐기성 세균, 심한 

레지오넬라병)은 2주 이상 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다.15)

6. 치료의 평가
대부분의 환자에서 치료 시작 2-3일 이내에 일부 임상적

인 호전을 보이지만, 고령이거나 동반된 질환이 많은 경우, 그

리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임상상의 호전이 지연될 수 있다.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열이며, 그 밖에 기

침 및 객담의 감소, 호흡곤란의 완화, 백혈구증가증의 감소 등

을 보인다. 열은 2-4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폐렴구균 감염 시

에 해열 속도가 가장 빠르고, 다른 원인균에서는 이보다 느리

다. 백혈구증가는 4일째부터 대개 감소되며, 수포음같은 진찰 

소견은 20-40%에서 7일 이상 지속될 수 있다. 

폐렴환자를 저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외래에서 항생제 치

료를 시작한 경우라면 48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는지를 재평

가해서 회복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3) 

흉부 X선 소견의 호전은 임상상보다 느리게 나타난다. 특

히, 나이가 많을수록, 다엽성 폐렴인 경우가 흉부 X선의 호전

이 더 느리다. 치료 시작 2주에 50% 정도가 흉부 X선사진에서 

폐렴소견이 사라지고, 대부분은 4-6주 후에는 거의 사라진다. 

그러나 고령의 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던 환자, 그리고 

40세 이상의 흡연자에서는 8-12주가 지나야 흉부 X선 소견이 

거의 정상화된다.16) 미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에 흉부 X선 소

견의 호전이 폐렴구균성 폐렴보다 더 빠르다.

치료 시작 후에 흉부 X선 소견이 초기보다 더 악화될 수 있

으나 폐렴 정도가 중증도 이하인 경우이거나 임상상이 호전

되고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의 악화는 의미가 없다. 물

론 중증의 폐렴에서는 흉부 X선 소견의 악화가 불량한 예후와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현저한 임상적 악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

음 72시간 이내에는 항생제를 교체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 환

자 중 약 10%는 처음 선택한 항생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약제 내성균, 흔하지 않은 원인균의 감염, 비감염성 

질환(예, 염증성 질환 또는 폐색전증) 또는 폐렴의 합병증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7. 경구 치료 시점 및 퇴원 시점2)

경구 치료로 전환하는 기준은 1) 기침 및 호흡곤란의 호전, 

2) 해열(8시간 동안 37.8도 미만 유지), 3) 혈액검사에서 백혈

구의 정상화, 4) 충분한 경구섭취량 및 정상적인 위장관 흡수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경구용 항생제는 주사로 사용된 항생제와 동

일한 제제가 권고되며, 만일 동일한 제제가 없다면 같은 계열

의 약의 사용이 권장된다.

퇴원은 환자가 임상적으로 안정이 되어 경구치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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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환자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없고, 진

단적 검사가 필요 없으며,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퇴원의 결정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담당 임상

의가 환자의 임상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약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이 지역사회획

득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 중 4-5가지 미생물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폐렴구균이 가장 흔한 원인균이며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미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 클라미디

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도 흔한 원인이다. 일차의료에서 

흔히 접하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은 유발 병원체를 찾기 어려

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항생제 치료는 흔히 시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동반질환과 약제 내성 폐렴구균에 대한 위험

인자가 없는 외래환자는 1) β-lactam 단독 또는 2) β-lactam과 

macrolide제제 병용, 또는 3) respiratory quinolone 사용이 권장

된다.  Macrolide 제제 중 erythromycin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

자에 듣지 않으므로 새로운 macrolide 제제인 azithromycin이나 

clarithromycin을 추천한다. 일반병동으로 입원하는 폐렴 환자 

중 녹농균 감염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β-lactam+macrolide 혹

은 호흡기 �uoroquinolone이 추천된다. 동반질환 또는 약제 내

성 폐렴구균에 대한 위험인자를 가진 외래 환자의 경우 beta-

lactam 제제/macrolide 제제 복합요법이나 antipneumococcal 

�uoroquinolone 제제 단독 요법이 추천된다.  

중심단어: 폐렴; 항생제; 폐렴구균; 녹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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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퀴즈
지역사회획득 폐렴

다음 임상 퀴즈에 응답해서 60% 이상 득점하시는 회원에게는 대한가정의학회 학술회원 평점 4점을 드립니다. 임상 퀴즈에 답하셔서 

응답지를 대한가정의학회 사무처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팩스: 3210-1538, E-mail: kafm@kafm.or.kr).

1. 18세의 건강한 남자가 3일 전부터 시작된 고열,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 체온은 38.7도이었으나 호흡수는 분당 20

회, 혈압은 120/80 mmHg로 안정되어 있었다. 객담에 대한 그람 염색상 그람양성균이 많이 발견되었고, 흉부 방사선상 대엽

성의 증가된 음영이 보였다. 일단 외래에서 통원치료하기로 한 경우 적절한 1차 선택 약제는?

 1. Cipro�oxacin  2. Levo�oxacin 3. Tetracycline  4. Augmentin + Clarithromycin

 가) 1, 2, 3  나) 1, 3  다) 2, 4  라) 4 마) 1, 2, 3, 4

2. 지역사회획득 폐렴 치료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의 조합은?

  1. 흉부 X선 소견의 호전은 임상상의 호전보다 느리다.

  2. 가벼운 폐렴의 경우 임상상이 호전되고 있는 경우에 흉부 X-선의 악화소견은 의미가 없다.

  3.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임상적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열이다.

  4. Erythromycin 단독 투여를 추천한다.

가) 1, 2, 3  나) 1, 3  다) 2, 4  라) 4  마) 1, 2, 3, 4 

3. 국내 연구결과에서 세균성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제31권 7호 응답지  (지역사회획득 폐렴)

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번호 소속 지회

성        명 연락처(전화) 연락처(E-mail)

퀴 즈

번 호

1.

2.

3.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절     취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