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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증의 치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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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sis is a common illnes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that carries high morbidity and mortality, and increases 

hospital costs. Although mortality from sepsis remains high when compared with other critical illnesses, it has de-

clined over the last few decades due to several adjunctive therapies and focused care programs or guidelines. In 

2004, an international guideline was published that the bedside clinician could use to improve the outcomes in se-

vere cases of sepsis and septic shock. Several landmark studies recently demonstrated that therapeutic strategies may 

substantially reduce mortality. The Surviving Sepsis Campaign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Severe Sepsis and 

Septic Shock: 2008 was updated using a new evidence-based methodology system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evi-

dence and the strengths of recommendations.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acute management of 

sepsis and septic shock are the first step toward improving the outcomes of critically ill patients. This article dis-

cusses the guidelines and current insights into sepsi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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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실 환자  패 증으로 인한 증 패 증(severe 

sepsis)과 패 성 쇼크(septic shock) 환자는 다른 질환에 비

해 비교  흔하게 하게 되는 환자이며 사망률이 각각 20

−50%와 30−8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며 많은 경

제  부담을 증가시키는 질환이다.1,2)

  1992년 ACCP/SCM Consensus Conference에서 Systemic in-

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발열, 빈맥, 빈호흡, 백

구 증가)의 개념을 확립하고 패 증을 감염에 의한 SIRS

로 정의하 다. 한 증 패 증은 어도 하나 이상의 

성 장기 기능이상( 압, 산소증, 핍뇨증, 사성산증, 

소 감소증, 의식장애)이 동반된 패 증으로 정의하고, 패

성 쇼크는 증 패 증에 압이 동반된 상태(수액요법이

나 압상승제를 투여하여도 압이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

로 정의하 다.3)

  패 증의 임상 증상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이 숙주의 

면역계통, 응고계통, 신경호르몬계통 등 신체의 다양한 기

능계통에 향을 주어 이와 련된 신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숙주

의 반응 정도와 감염 원인균의 특성 모두 패 증의 후에 

한 향을 미친다. 1980년  반 이후부터는 그람 양

성균이 통 인 그람 음성균에 비하여 패 증의 원인균으

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1990년  이후 진균에 의한 

패 증의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패 증의 

원인이 되는 균주의 변화는 동반질환이 있는 고령환자의 

증가와 함께,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고 극 인 내과 , 외

과  치료와 더불어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

deficiency virus)에 의한 질환 증가와 기존 항생제에 해 내

성을 보이는 내성균주의 발 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개정된 지침서(the Surviving Sepsis Campaign)는 패

증의 치료에 있어 여러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권장(recommend)사항과 고려(suggest)사항으로 발표하 다.4) 

최근 패 증 환자의 치료의 향상을 한 치료 략은 집

치료실(ICU)의 화와 한 항생제의 조기 사용,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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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지향치료(Early Goal Directed Therapy, EGDT), 활성 단

백질 C (activated protein C, APC) 투여와 극 인 인슐린 

치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5)

본      론

1) 역학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자료를 보면 연간 약 650,000명이 

발생하여 이 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약 100,000명에 달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패 증 환

자의 추세를 보았을 때 패 증의 발생은 약 8%가 증가한 

반면에 패 증에 의한 사망률은 28%에서 18%로 감소하

다.6) 이 자료를 토 로 인구 1,000명당 약 3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비용 측면에서 약 22,000달러가 한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 체 으로 연간 약 160억 달러가 

패 증 치료에 소비된다.6)

2) 병태생리

  패 증은 감염에 의한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발열, 빈맥, 

빈호흡, 백 구증가증 등을 동반하는 신 인 염증반응이

다. 즉 앞서 이야기 했듯이 패 증은 감염에 의한 신염증

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이

라 말할 수 있다. 병태생리에 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패

증은 TNF-α, IL-1β, IL-6 등을 포함하는 여러 염증유발

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의 과다한 생성과 비

정상 인 면역체계의 활성화에 의한 과염증반응(hyper-in-

flammatory response)의 결과인 것으로 밝 졌다. 염증유발성 

사이토카인들에 의해서 활성화 된 성구, 식세포 등은 

protease, prostaglandin, leukotriene과 같은 염증매개물질들을 

분비한다. 특히 이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내피세포는 다양

한 chemokine과 nitric oxide (NO)를 분비하며 특히 NO는 강

력한 확장과 함께 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응고장

애를 래한다.7,8)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염증매개물질들에 한 길항물

질이 패 증 치료에 사용되었으나 확실한 사망률의 감소는 

보이질 않았다. 그 이유로 어느 정도 진행된 패 증 상태에

서 환자에게 길항물질을 투여함과 충분한 농도의 치료제가 

투여되지 않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한 조기 항생제 투여

  증 패 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해서는 반드시 

신속하고 한 항생제가 투여되어야 한다. 다기  연구에

서 조기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 사망률을 낮춘다는 보

고가 있으므로9) 환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첫 1시간 이내

에 항생제를 정주한다. 항생제 투여 에 한 배양 검사

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항생제 투여 시간이 지연

되어서는 안 된다. 한 항생제 투여로 사망률을 10−
14% 낮추며, 한 항생제의 선택은 호흡부 과 장기손상

보다도 생존에 미치는 향력이 큰 후 인자로 보고되었

다.10) 따라서 가능성 높은 원인균에 효과 인 하나 는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병합해서 사용하고 항생제 효과를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외과  배액과 괴사조직의 제거 등

이 필요한 경우 극 으로 시행하고 원인균으로 녹농균일 

확률이 높은 환자이거나 호 성백 구감소증(neutropenia)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에 맞는 항생제 병합요법을 고려한다. 

실제 의료 환경에서 경험  항생제가 각 기 의 상황에 맞

추어 투여되고 있는 실을 볼 때  국내 내성균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다른 형

태의 내성균주의 출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

고 항생제 치료의 반 인 원칙을 각 의료기 이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 조기목표지향치료(Early Goal Direct Therapy, 

EGDT)

  기 수액처치에도 불구하고 압 상태가 계속되거나 

 젖산농도가 4 mmol/L 이상이면 패 성 쇼크로 단하

여 지체 없이 환자실로 환자를 이실한다. 처음 6시간 동

안 기 치료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11)

  ① 심정맥압(central venous pressure, CVP): 8−12 mm Hg, 

     단, 인공환기 인 환자나 심실탄성(ventricular com-

pliance)이 감소된 환자는 보다 높은 수 의 CVP (12−
15 mm Hg) 권장

  ② 평균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 ≥ 65 mm Hg

  ③ 시간당 소변양(hourly urine output, U/O) ≥ 0.5 ml/kg/hr

  ④ 심정맥(상 정맥) 산소포화도(ScvO2) ≥ 70%

     는 혼합정맥 산소포화도(mixed venous oxygen satu-

ration, SvO2) ≥ 65%

  이러한 조기목표지향치료를 시행한 군과 그 지 않은 

조군의 사망률은 각각 33%와 49%로 조기, 목표지향 치료군

에서 의미 있는 생존율 향상을 보여서 매우 의미 있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실질 으로 첫 6시간 동안에 심

정맥도 을 삽입하고 실시간으로 산소분압과 심정맥압을 

측정하면서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 과 함께 수액요법과 

압상승제로 치료를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

요되며 실 으로 소병원을 포함하는 모든 병원에서 시

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5) 패 증 유발 성폐손상/ 성호흡부 증후군의 인

공환기

  1회 호흡량(tidal volume)은 기 체 (남, 50 ＋ 0.91 (키

[cm] − 152.4; 여, 45.5 ＋ 0.91 (키[cm] − 152.4)을 기 으

로 6 ml/kg를 목표로 하는 일호흡량 기계환기치료는 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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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력(plateau pressure)을 30 cmH2O 이하로 유지하면서 폐 

보호환기(lung-protective ventilation)를 이루는 것이 목 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요한 호기말 양압(positive end expira-

tory pressure)은 호기 후 범 한 폐 허탈을 방지하기 하

여 권장되지만, 높은 호기말 양압은 낮은 호기말 양압에 비

교하여 다기  이 맹검 조군 임상시험에서 생존율을 개

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6) 겉질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의 사용

  일반 으로 성 질환이나 증 외상 질환의 경우, 시상

하부-뇌하수체-부신축의 이상으로 코티솔 분비의 하루 변이

가 없어지고 이로 인한  코티솔의 변화는 증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 련이 있었다.13-15) 임상 으로 증 패 증 

환자에게 있어서 코티솔의 상승은 면역 하로 감염질환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고, 반 로 부신기능의 감소는 불량한 

후를 암시하므로 일반 인 코티솔의 투여에 제한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에서 부신겉질호르몬 부족에 한 

진단 방법이 쉽지 않고 진단 기 도 정립되어있지 않을 뿐

더러 일반 으로 시행되는 부신겉질자극호르몬 자극 검사

(ACTH stimulation test)는 증 환자에 있어서 재 성이 불

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따라서 패 성 쇼크에서 하이드로코티손(hydrocortisone) 

정주는 수액요법과 압상승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압이 상승되지 않을 때 ACTH stimulation test 없이 하루 

300 mg을 과하지 않는 용량에서 사용해 볼 수 있다.4) 하

지만 다기  이 맹검 임상 시험에서 패 증 기 단계부

터 고농도의 겉질스테로이드의 사용은 환자의 생존율을 향

상 시키지는 못했다.18,19) 그러나 용량의 겉질스테로이드 

사용은 여러 연구를 분석한 결과 기 생존율 향상에는 이

득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

7) 당 조

  패 증 환자를 포함하는 환자에서 카테콜아민 등의 분

비를 통해 포도당신생합성(gluconeogenesis), 리코겐분해(gly-

cogenolysis) 그리고 인슐린 항성의 증가로 고 당이 래

될 수 있으며, 고 당은 환자에서 흔히 하게 되는 문제

이며 조기 패 증 환자의 약 50%까지 찰된다.21,22)

  여러 연구에서 보이듯이 고 당은 패 증 환자의 불량한 

후와 연 되어 있다.21,23-27) 따라서 고 당 환자에게 당

을 150 mg/dl 미만으로 유지하기 해서 기에 1−2시간 

간격으로, 안정화 후에는 4시간 간격으로 당을 측정하면

서 정주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이러

한 권유의 근거는 외과계 환자실 환자를 상으로 한 연

구의 결과이며, 내과계 환자실의 경우 3일 이내로 머문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 연구결과가 있어 

모든 환자를 상으로 극 인 치료를 하는 것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25) 목표 당 치 역시 당을 정상치인 

80−110 mg/dl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140−
200 mg/dl으로 할지에 해서도 여러 다른 의견이 존재한

다.

  하지만 기존 당뇨병의 유무에 상 없이 고 당이 있는 

환자는 속효성 정주 인슐린으로 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28) 환자의 고 당 진단은 손가락 간이 당검사(finger-

stick glucometer)가 아닌 장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져

야 한다.

8) 활성 단백질 C (activated protein C, APC) 투여

  패 증에 유발된 다발성 장기기능 부 과 련하여 높은 

사망률이 측되는 경우, 즉 APACHE II ≥ 25이면 기가 

아닌 경우 염증과 응고를 동시에 조 하는 단백질인 활성 

단백질 C를 투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사

용할 수 없는 약제이고 앞으로 수입 정이라 하더라도 높

은 가격으로 실 으로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에 증 패 증  패 성 쇼크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29) 최 의 치료제로 FDA에 승인을 받은 약제이지

만 응증을 넓히기 한 후속 연구에서 경증  등증의 

패 증 환자에 해서는 치료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출

의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하여 연구가 조기에 종료되었다.30)

결      론

  패 증의 치료에 있어서 일호흡량 기계환기치료, 조기

의 한 항생제 사용, 조기목표지향치료 등 일련의 여러 

노력에 의해 지난 수 십년 동안 격하진 않지만 꾸 한 

성 향상을 이루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치료들

에 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견이 있는 상황이며 앞

으로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여겨진

다. 앞으로 기 되는 치료 상 물질로 세균의 superantigen

과 mannose가 표 이며 항염증  항응고 효과를 보이는 

tissue factor 억제제도 기 된다.31-33)

   상태에서는 조기 목표지향 치료 등을 포함하는 패

증의 치료 지침을 사용하여 각각의 진료 실에 맞추어 충

실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재의 진료 지

침이 앞으로 개정되고 보완될 사항이 있으므로 지속 인 

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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