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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re are only inadequate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evere pneumonia in the patients who 

have solid cancer and who are treated with cytotoxic chemotherapy and also on the usefulness of the various se-

verity index score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31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cytotoxic chemotherapy because of solid 

cancer and who were admitted to the medical ICU at Samsung Medical Center from April 2007 to August 2008.

  Results: The median age of the 31 patients was 64 years old (34−79). The types of solid cancer were lung can-

cer (19, 61.3%), gastroesophageal cancer (4, 12.9%), breast cancer (2, 6.5%), liver cancer (1, 3.2%), ovarian cancer 

(1, 3.2%) and other types of cancer (4, 12.9%). The hospital mortality rate was 64.5%. We were able to determine 

the pathogen of 19 (61.3%) patients; S. pneumoniae (6), S. aureus (3), Candida species (3), P. aeruginosa (2), K. 

pneumoniae (1), Pneumocystis jiroveci (1) and others (3). There were no statistically differences of the laboratory 

data and severity index scores (PSI, CURB-65, APACHE II, SOFA, SAPS 3) between the survivors and non-

survivors, except the P/F ratio.

  Conclusions: The hospital mortality rate of severe pneumonia in patients who had solid cancer and who received 

cytotoxic chemotherapy was high. The major pathogen was S. pneumoniae. The severity indexes for general pneu-

monia were not useful to these patients.

Key Words: adjuvant chemotherapy, immunocompromised host, mortality, pathogens, pneumonia, severity of ill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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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을 받는 환자들에서 감

염증은 험한 합병증의 하나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폐렴은 

가장 인 합병증  하나이다.1,2)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암환자는 치료의 결과로 백 구가 감소하고 보체연쇄반응

(complement cascade)과 면역 로불린(immunoglobulin) 등의 

체액면역, 세포매개면역(cell mediated immunity), 피부나 

막 등의 방어체계에 손상을 받게 되어 폐렴에 취약하며, 폐

렴이 발생하여 증 폐렴으로 진행하 을 때 그 후가 매

우 불량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들은 고형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

은 일개 병원의 환자들 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동안 

폐렴이 발생하여 증폐렴으로 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았

던 환자들의 특성과 폐렴의 병원균에 해서 분석하고, 이

들 폐렴에서 지역사회 폐렴의 증도 평가 방법이 유용한

지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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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of Severe Pneumonia in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for Solid Cancer

No. (%) of patients

Gender, M/F   23/8

Age (median, range)   64, 34−79

Cancer type

  Lung   19 (61.3)

  Gastroesophageal    4 (12.9)

  Breast   2 (6.5)

  Liver   1 (3.2)

  Ovary   1 (3.2)

  Others    4 (12.9)

Neutropenia   12 (38.7)

Thrombocytopenia   13 (41.9)

ICU admission (mean ± SD) 13.0 ± 11.4

M: male; F: female; ICU: intensive care unit; SD: standard de-

viation.

Table 2. Distribution of Proven Pathogen among the Severe 

HCAP in Solid Cancer (Chemotherapy ＜ 1 Month)

Pathogen N

S. pneumoniae 6

S. aureus 3

Candida sp. 3

P. aeruginosa 2

K. pneumoniae 2

Pneumocystis jiroveci 1

Others 3

HCAP: health-care associated pneumonia.

상  방법

  2007년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 내과계 

환자실로 입원한 성인 증 폐렴환자들을 상으로 후향  

조사를 시행하 다. 응 실 는 일반병동을 통해서 환자

실로 입원한 폐암, 유방암, 소화기암, 간암 등의 고형암 환

자들  진단명이 폐렴이고, 30일 이내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를 연구 상으로 하 다. 폐렴의 정의는 흉부방

사선검사상 새롭게 생긴 침윤소견이 있으면서 1가지 이상

의 임상소견(38oC 이상의 발열이나 35oC 미만의 체온, 가

래 혹은 기침, 흉막자극 흉통, 호흡곤란, 호흡음의 변화)이 

있는 경우로 하 다.3) 환자들 에서 응 실 내원 3일 후에 

환자실로 입원한 경우와 환자실 입원 48시간이 경과한 

후 진단된 폐렴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환자들의 특성을 알기 해서 인구학  특성과 함께 고형

암의 종류, 고 압,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환 등의 

기 질환 유무를 조사를 하 다. 내원 당시의 환자의 증

도 분석을 해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APACHE II),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수,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I (SAPS3), pneumonia 

severity index (PSI), CURB-65 등을 시행하 다. 검사실 소

견으로는 동맥 가스 분석치와 백 구, 호 구 수치, 색

소, 소 ,  요산 질소,  크 아티닌,  나트륨, 

 칼륨, C반응 단백질 등을 포함하 다. 폐렴의 원인균

은 내원시 시행한 액배양 검사  객담이나 기 지내시

경을 통한 배양 검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 고, 소변과 액

에서 시행한 폐렴의 항원과 항체 검사의 결과들을 확인하

여 분석하 다. 그리고, 기에 사용하 던 항생제의 

성을 원인균에 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하 다.

  상 환자들을 사망군과 생존군으로 나 어 각 변수들의 

차이를 비교하 는데, 사망군은 환자실에서 치료도  사

망하 거나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다시 악화되어 사망한 환

자들로 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 사망률(Hospital Mor-

tality)을 구하 다.

  통계분석은 SPSS 15.0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연구 

상의 수가 작고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

서 비모수 분석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연

속변수를 비교하 고, Fisher’s exact test 등을 이용하여 범주

형 자료를 분석하 다. 그리고, 다변량 분석에는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 다. 이때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환자들의 기  특성

  연구 기간 동안 고형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1개월 

이내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환자실로 입원한 

환자는 총 31명이었으며, 이들 환자들 에서 20명(64.5%)

이 사망하 다. 환자들  남성이 23명(74.2%)이었고 여성

은 8명(25.8%)이었으며, 환자군의 연령은 34세부터 79세까

지 으며, 간연령은 64세이었다. 고형암의 종류는 폐암(19

명, 61.3%)이 가장 많았으며, 식도암(4명, 12.9%), 유방암(2

명, 6.5%), 간암(1명, 3.2%), 난소암(1명, 3.2%), 기타(4명, 

12.9%)의 순서이었다.

  병원에 내원하 을 당시 호 구감소증(호 구 ＞ 500개/

μl)이 있었던 환자는 12명(38.7%)이었으며, 소 감소증(

소  ＜ 100,000개/μl)은 13명(41.9%)이었다. 이들은 모두 

이 에 액종양등의 액질환은 없었던 환자들이었다.

  평균 환자실 입원기간은 평균 13일이었다(Table 1).

2) 원인균  항생제의 성

  모든 환자들은 액  객담배양검사, 액  소변의 폐

렴균 항원 등에 한 검사를 통해 폐렴의 원인균을 조사하

는데 상 환자들  19명(61.3%)에서 양성 결과를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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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evere HCAP in Solid 

Cancer (Chemotherapy ＜ 1 Month)

Characteristics

APACHE II, mean ± SD  20.1 ± 5.9

SOFA, mean ± SD   5.0 ± 2.5

SAPS 3, mean ± SD  60.9 ± 13.1

PSI, mean ± SD 139.4 ± 29.8

  Risk Class II, n (%)    1 (3.2)

  Risk Class III, n (%)    1 (3.2)

  Risk Class IV, n (%)    8 (25.8)

  Risk Class V, n (%)   21 (67.7)

CURB-65, mean ± SD   1.7 ± 1.2

  0, n (%)    6 (19.4)

  1, n (%)    8 (25.8)

  2, n (%)    8 (25.8)

  3, n (%)    8 (25.8)

  4, n (%)    1 (3.2)

HCAP: health-care associated pneumonia; APACHE: acute physio-

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SD: standard deviation;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APS: simplified acute physio-

logy score; PSI: pneumonia severity index.

Table 4. Comparison between Survivors and Non-survivors

Survivors Non-survivors

(n = 11) (n = 20)
p value

Age, median (range)  61 (34−78)  65 (48−79) 0.342

WBC, mean  5.04 ± 4.01  4.77 ± 4.81 0.563

Neutropenia, Y/N  6/5   6/14 0.255

Thrombopenia, Y/N  3/8  10/10 0.275

BUN, mean 22.36 ± 9.12  19.68 ± 15.50 0.173

CRP, mean  16.05 ± 13.56  22.23 ± 11.53 0.117

pH, mean  7.46 ± 0.04  7.48 ± 0.11 0.409

P/F ratio, mean 305.49 ± 81.72 222.79 ± 78.24 0.017

APACHE II 18.73 ± 6.18 20.85 ± 5.80 0.238

 score, mean

SOFA score, mean  4.82 ± 2.82  5.05 ± 2.33 0.662

SAPS 3, mean  61.64 ± 14.05  60.55 ± 12.84 0.983

PSI score, mean 134.91 ± 34.71 141.90 ± 27.37 0.433

  Risk Class II,   1 (9.1)  0

   n (%)

  Risk Class III,  0   1 (5.0)

   n (%)
0.059

  Risk Class IV,    5 (45.5)    3 (15.0)

   n (%)

  Risk Class V,    5 (45.5)   16 (80.0)

   n (%)

CURB-65  1.91 ± 1.22  1.55 ± 1.15 0.470

 score, mean

  0, n (%)   1 (9.1)    5 (25.0)

  1, n (%)    4 (26.4)    4 (20.0)

  2, n (%)    2 (18.2)    6 (30.0) 0.556

  3, n (%)    3 (27.3)    5 (25.0)

  4, n (%)   1 (9.1)   0 (0.0)

WBC: white blood cell count; BUN: blood urea nitrogen; CRP: C- 

reactive protein; P/F: partial pressure of oxygen in arterial blood/ 

fraction of inspired oxygen;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

nic health evaluation;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APS: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PSI: pneumonia severity 

index.

으며, 이들 에는 S. pneumoniae가 6건(30.0%)에서 동정되

었으며, Methicillin 내성에 계없이 S. aureus가 동정된 것

은 3건(15%), Candida species 3건(15%), P. aeruginosa 2건

(10%), K. pneumoniae 2건(10%), Pneumocystis jiroveci 1건

(5%), 기타 3건(15%) 등이었다(Table 2). 이들 에서 1명은 

Candida tropicalis와 K. pneumoniae가 함께 동정되었었다. 원

인균을 알 수 있었던 19명에서 배양결과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검사 등을 바탕으로 한 항생제가 사용되었는지

를 확인 하 을 때에 13명(68.4%)에게 한 항생제가 사

용되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들  6명은 사망하지 않았

으나 7명은 한 항생제를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사

망하 다. 항생제의 성은 환자의 생존과는 통계  차이

를 보이지 않았지만(p = 0.109) 사망하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기에 하지 않은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

3) 지역사회 폐렴의 증도 도구

  환자들의 응 실 내원 당시 혹은 입원 당시의 자료를 근

거로 지역사회 폐렴의 증도 도구를 이용하여 증도를 

분석하 다. 평균 APACHE II 수는 20.1, SOFA 수는 

5.0, SAPS3 수는 60.9, PSI 수는 139.5, CURB-65 수는 

1.7 등이었다. PSI의 수를 바탕으로 5단계의 험을 구분

하 을 때 Class I 0명, Class II 1명(3.2%), Class III 1명

(3.2%), Class IV 8명(25.8%), Class V 21명(67.7%) 등이었는

데 130  이상의 Class V의 환자가 21명(67.7%)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CURB-65를 사용한 험도 분류에서는 최

고 인 5 은 없었고, 4 의 고 험군 환자가 1명이고 나머

지는 등도의 험을 보 다(Table 3).

4) 생존군과 사망군의 비교

  사망한 환자군과 사망하지 않은 환자군을 비교 분석하

을 때에 연령이나 백 구수, 호 구 감소증의 유무, 소  

감소증의 유무,  요산 질소, C반응 단백질, pH, APA-

CHE II score, SOFA score, SAPS3, PSI score, CURB-65 score

는 서로 차이가 없었고, PSI의 증도 분류  CURB-65 

수에 해서도 두 환자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다만, 환자의 폐의 산소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동맥  산소 

분압과 흡입 산소 농도의 비(P/F ratio)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value = 0.017) (Table 4). 앞서 비교하 던 지표들 

에서 p value ＜ 0.2의 임상 으로 사망률에 향을 끼쳤

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들과 연령, APACHE II score, 

SOFA score, SAPS3, PSI score, CURB-65 score 등의 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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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이용하여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 으

나 이들 가운데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지표는 없었다(p 

value ＞ 0.05).

고      찰

  이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1) 항암화학요법 후 지역사회에

서 발생한 폐렴의 후는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과, 2) 

그 원인균으로는 S. pneumoniae가 가장 흔하 으나 다른 그

람 음성 균이나 pneumocystis에 의한 폐렴 등 원인균이 다양

했다는 것과, 3) 기존의 지역사회폐렴을 환자의 증도를 

평가하는 도구가 이들 환자들에게 용이 어렵다는 이다.

  과거에는 폐렴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 는지 병원감염으

로 발생하 는지를 구분하여 진단을 달리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 다. 그러나 최근에 병원내 감염이 아니어도 의료 

행 와 연 되어 폐렴이 생기면 이들의 원인균이 다른 지

역사회 폐렴보다는 병원내 획득 폐렴에 가까울 수 있다는 

개념이 심을 받고 있으며, 바로 의료 련폐렴(Health care 

associated pneumonia, HCAP)이다.4,5) 폐렴은 증상의 발생시

의 환자의 거주 장소와 인공호흡기의 용여부 등에 따라

서 지역사회획득폐렴(community acquired pneumonia, CAP), 

병원획득폐렴(hospital acquired pneumonia, HAP), 기계환기폐

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의료 련폐렴(health 

care associated pneumonia, HCAP)으로 분류할 수 있다.6-8) 근

래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병원 외 치료(out of hospital care)를 받는 경우가 늘고 요양

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그 분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폐렴이 발생한지 30일 이내에 항생제, 항

암치료와 같은 면역 하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발생한 폐

렴을 HCAP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폐렴의 구분은 2005년 

미국흉부학회와 감염학회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분류가 

되기 시작하 다.8) HCAP의 원인균  후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이 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으나 

아직 규모의 연구가 없으며 특히 항암요법 후에 발생한 

증 HCAP에 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HCAP는 다른 연구에서도 언 하는 것과 같이 병원획득

폐렴과 유사한 이 많으며, 그 후도 일반 인 CAP의 사

망률 9.1%에 비해 24.6%로 좋지 못하 다.9) 일본에서의 연

구에서도 CURB-65 수가 높은 증의 HCAP 환자는 사망

률이 33.8%로 높았다.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사망률이 

64.5%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폐렴의 치료에 있어서 다른 

연구와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연구의 상 환자들이 고형

암의 치료를 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이면서 임상

으로 환자실로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증의 폐렴 환자

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폐렴환자에서는 기존

의 암의 유무 자체가 후에 요한 인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1) 그러한 환자들 에서도 면역을 하시키

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정도

의 증의 폐렴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후가 좋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미국 흉부학회와 감염학회의 HCAP에 한 보고

에 따르면 HCAP의 가장 많은 원인균은 S. aureus로 46.7%

으며 P. aeruginosa는 25.3%, S. pneumonia는 7.8%로 낮았

다. 그러나, 자들이 치료하 던 환자들은 모두에게 원인

균을 찾기 한 검사를 시행하 으나 19명에서 20종류의 

원인균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에는 S. pneumoniae가 30%

로 가장 많았으며 S. aureus는 15%, P. aeruginosa는 10% 등

이었다. 2005년의 보고와 본 연구의 결과는 차이가 있지만, 

2007년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는 HCAP의 원인균으로 S. 

aureus가 25.5%인 것에 비해 S. pneumonia가 40.9%, P. aeru-

ginosa 4.8% 등인 것으로 보고하 다.12,13)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S. pneumoniae가 HCAP의 가장 많은 원

인균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일본의 연구에서

도 HCAP의 원인균으로 S. pneumoniae가 13.5%로 가장 많았

으며, S. aureus는 9.9% 다.10) 이러한 반 인 HCAP 원인

균에 한 연구결과를 떠나서, HCAP의 경우에는 항암치료 

뿐만 아니라 투석, 외상, 요양원 거주 등의 다양한 의료와 

연 된 감염이기 때문에 그 원인균은 감염의 발생의 상황

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HCAP의 하 분류 의 한가지인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에

서 발생하는 HCAP의 원인균이 S. pneumoniae가 가장 많았

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동정된 균

주들  candida의 경우에는 원인균인지 상재균인지에 해

서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원인균의 동정

이 뚜렷하지 않고 임상양상과 상의학검사 결과 등을 바

탕으로 진균성 폐렴의 치료를 하 던 경우를 원인균이었던 

것으로 정하 었다.

  기존에 증환자의 후를 측하는 방법으로 앞서 소개

한 증도 수를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구

에서는 APACHE II, SOFA, SAPS3 등의 증도 지표가 

후와 연 이 없었으며, 폐렴 환자의 경우에는 기에 PSI 

는 CURB-65를 계산하여 이용하는 것이 후의 측에 

특히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의 상이 된 

항암치료를 받은 고형암 환자에서는 그 후를 측하는 

것이 어려웠다.11,14,15) 특히 CURB-65의 경우에는 사망한 환

자군에서 CURB-65 수가 모두 3  이하 으며, 0 인 환

자도 25%를 차지하는 등 후를 측하기 한 도구로서 

거의 의미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상이 된 환자들이 

면역을 하시키는 치료를 받았다는 에서 그 이유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면역억제 치료의 효과는 일시 인 것이 

아니므로 근래의 증도 지표에서도 면역억제 치료의 유무

를 반 하고 있으며, 이는 PSI score와 CURB-65 score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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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폐렴의 증도와 후를 평가하는 지표에도 추후 반

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항암화학요법과 같은 면역억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증도와 후의 평가는 내원한 

기에 한시 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변화를 

반 하여 지속 인 평가를 한다면 좀 더 정확한 후의 평

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단일 

의료기 에서 후향 으로 조사를 하 으며 그 기간이 짧았

다. 둘째, 내원한 기에 시행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연구

를 함으로써 증도 지표의 변화와 후의 계를 평가하

지 못하 다. 셋째, 환자실로 입원한 증폐렴 환자들 

에서 1개월 이내에 고형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들을 상으로 함으로써 그 수가 무 었다. 넷째, HCAP 

하  분류들  일부에 해당하는 환자를 연구하 으므로 

기존의 체 HCAP를 상으로 한 연구들과 그 결과를 비

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섯째, HCAP 환자에 해서

만 조사를 함으로써 동일한 기간에 내원한 CAP 환자에 

한 조사와 비교를 하지 못하 다. 한, 국내의 CAP 환자를 

상으로 하는 원인균의 연구와 치료 지침은 있으나, HCAP

의 원인균에 한 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

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향후 규모의 HCAP와 CAP에 

한 향 인 연구와 분석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자들은 1개월 이내의 항암화학

요법으로 고형암을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발생한 지역사회 

폐렴은 사망률이 64.5%로 후가 좋지 못하 다. 그리고, 

이러한 폐렴의 원인균은 2005년 미국 흉부학회와 감염학회

가 제시한 결과와는 달리 S. pneumoniae가 가장 많은 원인

균이었다. 한, 폐렴의 증도를 내원시에 평가할 수 있는 

PSI, CURB-65 등의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은 항암화학요법

으로 면역력 하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는 그 유용도가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병원에 내원한 

폐렴환자의 기의 증상과 검사실결과를 바탕으로 한 증

도가 낮게 평가된다 하더라도, 항암치료 등으로 면역이 

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면 일반 인 치료보다 더욱 

극 인 감시와 치료, 지속 인 증도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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