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 2019

1

Contents
I. 요약 -----------------------------------------------------------------3
II. 서론 및 배경 ----------------------------------------------------------6
III. 지침의 개발 목적과 범위 -------------------------------------------------8
IV. 핵심 질문 ------------------------------------------------------------9
V. 권고에 대한 지지 근거 및 정보 -----------------------------------------10
VI. 지침 개발 과정----------------------------------------36
VII. 지침의 갱신 계획 ----------------------------------------------------41
VIII. 이해당사자의 참여 ----------------------------------------------------41
IX. 지침 개발의 재정 지원과 개발의 독립성 -----------------------------------46
X. 지침 보급 계획 --------------------------------------------46
XI. 참고 문헌 -----------------------------------------------------48
XII. 부록 (별책)

2

I. 요약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학동기 소아 연령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으로, 1차 항균제인
마크로라이드로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질환이었으나, 2011년 이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균주의 대유행으로 심각한 보건⦁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 지침에서는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2차 항균제로 테트라사이클린제와 퀴놀론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소아
연령 금기 약물로 지정되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근거 기반 치료지침 또한 부재한
상태로 일선 진료현장에서의 임상의사결정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항균제의 사용 또는 적절한 치료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를 치료하는 일선 의사들에게 치료에 관한 편익이 명백한
근거기반 권고안, 근거수준, 특수 고려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을 개발하였다.
소아

중증

호흡기학회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치료의

전문성을

전문가들로

고려하여

개발위원회를

대한

소아알레르기

구성하였고,

체계적

문헌고찰과 지침 개발은 방법론, 문헌정보학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수행하였다. 임상
전문가뿐

만

자문위원회를

아니라
구성하여,

보건학,
특정

소아정형외과학,
기관의

이해

치과학,

관계가

방법론

작용하는

전문가들로
것을

방지하고

구성된
실제

임상의료결정에 도움이 되는 근거 기반 치료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은 2017년 9월 24일에
개발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 5일에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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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권고문 요약
핵심질문

권고문

1.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소아

근거수준
불응성 Moderate

마크로라이드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중증

B

마이코플라즈마

비마크로라이드

폐렴에서

항균제(테트라사이클린제,

계열의 항균제 치료에도 임상

퀴놀론제)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경과의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권고 등급

마크로라이드
호전이

없을

비마크로라이드
변경하여

때,

제제로

치료할

것을

권고한다
소아

마크로라이드

중증

B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또는

불응성 Moderate

테트라사이클린제

퀴놀론제

이득과

중

위해를

치료의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소아

마크로라이드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중증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불응성 Moderate

B

마이코플라즈마

병용 폐렴에서

마크로라이드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계열의 항균제 치료에도 임상
비교•효과적인가?

경과의

호전이

항균제

없을

치료를

스테로이드

때

유지하면서,

병용

치료를

권고한다
3.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메틸프레드니솔론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프레드니솔론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사이에

치료는 정주용

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

위해,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할 것을

효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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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치료

차이는

없다.

사용의

환자의

정주와 Moderate

전신

이득과
상태를

B

4.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Low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중증

정주용 면역글로불린 병용

폐렴에서

마크로라이드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단독치료보다

면역글로불린

비교•효과적인가?

병용 치료를 권고할 근거가

I

마이코플라즈마

부족하다
불응성은 마크로라이드 투여 48-72 시간 이후에도 임상적 또는 영상의학적 호전이 없는
1)
경우로 정의하였고, 중증 폐렴은 소아 청소년 하기도감염의 항균제 사용지침(2017) 에서

정의한 폐렴 중증도 평가표를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Table 2)
Table 2. 폐렴 중증도의 평가 기준
경증

중등증

중증

양호

감소

불량

호흡수(월/연령)

정상

증가

빈호흡

0-2 개월

<50

>60

2-12 개월

<40

>50

1-5 세

<30

>40

>5 세

<20

>30

전신

상태(의식

상태,

식이, 활동)

노력

호흡(그렁거림,

없음

경증

중등증-중증

코벌렁임, 흉벽함몰)
청색증

없음

산소포화도(실내공기)

≥95%

91-94%

≤90%

측와위에서 <10mm

1/4 – 1/2

>1/2

없음

≤1 엽

≥2 엽

위 모든 항목을

경증과 중증을 제외한

위 항목중 하나라도

만족할 때

경우

만족할 때

흉막삼출액

있음

또는 <1/4
대엽성 폐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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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론 및 배경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3-7년 주기로 유행을 보이는 폐렴으로, 특히 소아 연령에서
특징적인 대유행을 보이는 질환이다. 1차 항균제인 마크로라이드로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질환이었으나, 국내에서는 2011년 이후 마크로라이드에 대한 내성 획득으로 인한 치료
불응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급증: 18세 이하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1차 치료제로 마크로라이드가 사용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 소아 연령에서 1차
치료제인 마크로라이드에 불응성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3-7년 주기로 대유행 하고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세포벽이

없는

세균으로,

β-lactam계

항균제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소아 연령에서는 마크로라이드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 기관지 확장증,
폐쇄기관지염과 같은 폐내 합병증의 발생과 Stevens-Johnson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은 심각한 폐외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며, 입원 기간 연장에 따른 직⦁간접적 의료
비용의 급증도 보건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소아 연령에서의 이차 항균제 사용 제한: 성인에서는 비정형폐렴균인 마이코플라즈마
치료에 테트라사이클린제와 퀴놀론제 항균제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아
연령에서는 치아착색(테트라사이클린계 항균제)과 건염•건파열(퀴놀론제 항균제)과 같은
안전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테트라사이클린제 12세 미만, 퀴놀론제 18세
이하 사용 금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연령 금기 약물)
테트라사이클린은 치아 착색, 법랑질 형성 부전, 또는 일과성 골발육 부전과 같은 부작용
발생의

위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심서비스)에서

12세

미만

사용

금기약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퀴놀론 제제는 하지에서는 아킬레스건, 상지에서는
어깨 및 손의 건염 및 건파열과 같은 관절병증, 뼈연골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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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 약제를 제외하고는 대안 약제가 전무한
현실이다.
그러나, 해외 지침에서는 이차 항균제로 테트라사이클린계와 퀴놀론계 항균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효과적인 임상 의사결정을 위한 국내 지침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치료 현황: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이 문제가 되는 일본, 홍콩,
싱가폴 등에서는 전문가 의견서 형태의 치료 지침을 통해 2차 항균제 사용에 따른 이득과
위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소아에게서도 2차 항균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치료 현황: 2011년과 2015년에 소아 연령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대유행을 하였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들을 치료하는데 치료에 사용 금기
규정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는 금기 규정을 위반하고 2차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내 치료 지침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2차 항균제 투여 금기 연령인 18세 이하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폐렴의 치료
지침을 개발이 시급하며, 2차 항균제 투여에 따른 이득과 위해를 면밀히 고려하고, 2차
항균제 이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치료 지침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
본 치료 지침은 핵심 임상질문에 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선별된 문헌의 질 평가와
근거의 분석, 합성, 요약을 토대로 수용 개작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 개발을, 수용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은 신규 개발을 통해 권고안을 개발하는 하이브리드개발 과정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였다.

2)

그러나, 한국형 AGREE 2.0 을 통한 국내외 지침의 질평가 결과 수용

가능한 지침의 부재로, 최종적으로 모든 핵심질문에 대한 신규개발(De Novo) 과정을 통해
3)

지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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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침의 개발 목적과 범위
1) 지침 개발 목적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를 치료하는 일선 의사들에게
치료에 관한 편익이 명백한 근거기반 권고안, 근거수준, 특수 고려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지침 사용자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를 치료하는 1•2•3차 의료기관
의사
3) 지침이 다루는 인구 집단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18세 이하)
4) 치료 지침의 범위
본 치료 지침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확진 되었으나, 일차 치료제인 마크로라이드에
불응성인 중증 18세 이하 소아환자의 치료에 대한 근거 기반 치료 권고안과 근거 수준,
특수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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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핵심 질문
본 치료지침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의와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의 경험이 풍부한 대학병원의 소아
감염⦁호흡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상질문을 수집하였고, 개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치료 영역에서 PICO 형식에
따른 4개의 핵심 임상 질문을 도출하였다.
1) 핵심질문 1.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비마크로라이드
항균제(테트라사이클린제, 퀴놀론제)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2) 핵심질문 2.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병용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3) 핵심질문 3.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는 정주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4) 핵심질문 4.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정주용
면역글로불린 병용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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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권고에 대한 지지 근거 및 정보
핵심질문(PICO)
환자(population): 18세 이하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치료법(INTERVENTION): 비마크로라이드 항균제(테트라사이클린제, 퀴놀론제) 치료
비교대상(COMPARISON): 마크로라이드 치료
치료결과(OUTCOME): 발열 기간, 입원 기간, 치료 효과, 위해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비마크로라이드
항균제(테트라사이클린제, 퀴놀론제)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1) 권고문 요약
권고문.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균제 치료에도 임상 경과의 호전이 없을 때, 비마크로라이드 제제로 변경 또는
추가하여 치료할 것을 권고한다(권고 등급 B, 근거 수준 moderate).

권고문.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테트라사이클린제
또는 퀴놀론제 중 치료의 이득과 위해를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권고
등급 B, 근거 수준 moderate).

2) 근거 요약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비마크로라이드 치료군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대조군)에서의 치료 반응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연구 3편
7-11)

관찰연구 5편

4-6)

과 전향적

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한 근거 합성 결과, 테트라사이클린 사용군이

마크로라이드 사용군에 비해 발열기간과 입원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으며, 치료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이 더 높았다. 퀴놀론제와
10

마크로라이드제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 연구12)가 있었고 퀴놀론제 사용군의 입원기간이 더
짧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항균제의 효과만 비교한 연구가 아니어서 방법론 적으로
배제되었고, 전향적 관찰연구에서는 48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이 퀴놀론제 사용군이
마크로라이드 치료군보다 높았다. 그러나, 근거 합성에 사용된 논문들 간에 이질성이 매우
높고, 질 평가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일관성이 있어 중등도 이하의 근거 수준으로 평가된다.
테트라사이클린제와 퀴놀론제 사이의 우선 사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일부 자료에서 48시간
이내 해열 효과가 테트라사이클린제가 퀴놀론제보다 더 우호적으로 나왔으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있더라도 어느 한 제제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가를 말할 정도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였다.

3) 근거 합성 결과
① 발열 기간
총 3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4-6)

에서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78명)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100명)을 대상으로 발열 기간 단축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군 간의 평균 발열
기간의 차이는 -1.45일(95% CI, -2.51 ~ -0.40일)로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에서 유의한
발열 기간 단축 효과를 보였다(Fig. 1).

Fig. 1. Comparison between tetracyclines treatment and macrolides treatment on
fever duratio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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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원 기간
4,6)

총 2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에서 테트라사이클린제(단독 또는 추가) 치료군(57명)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59명)을 대상으로 입원 기간 단축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의 평균
입원 기간의 차이는 -3.33일(95% CI, -4.32 ~ -2.35일)로 테트라사이클린제(단독 또는 추가)
치료군에서 유의한 입원 기간 단축 효과를 보였다(Fig. 2).

Fig. 2. Comparison of length of stays between tetracycline treatment and macrolide
treatment.

③ 마크로라이드 치료와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의 효과 비교: 치료 효과
2편의 무작위 대조 연구

4,5)

에서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49명)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50명)에서 치료 효과를 비교한 분석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열이 없고, 기침이
호전되거나 없거나, 실험실값이 호전되거나 정상인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각
연구에서는 두 치료군에서 효과를 얻은 환자 수를 비교하였다. 마크로라이드 치료군에서의
치료 효과는 46.0%(23/50)이었던 데에 비해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에서는
87.8%(43/49)로 유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OR 8.80, 95% CI 3.12 ~ 24.82) (Fig. 3).

Fig. 3. Comparison of efficacy between macrolide therapy and macroli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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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cycline therapy.
④ 24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 비교
7,11)

2편의 전향적 관찰 연구

에서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91명)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34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을 비교한 결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에는 11.8%(5/34)에서 호전되었던 데에 비해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에서는
56.0%(51/91)에서 24시간 이내 발열 호전을 보였다(OR 5.34, 95% CI 1.81 ~ 15.75) (Fig.
4).

Fig. 4. Forest plot for 24 hr-defervescence rates between tetracycline treatment and
macrolide treatment.

2편의 전향적 관찰 연구

7,10)

에서 토수플록사신 치료군(21명)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6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을 비교한 결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은 8.3%(5/60),
토수플록사신 치료군은 19.0%(4/21)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OR
1.11, 95% CI 0.25 ~ 5.00) (Fig. 5).

Fig. 5. Forest plot for 24hr-defervescence rates between tosufloxacin treatment and
macrolid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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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8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 비교
7-11)

5편의 전향적 관찰 연구

에서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148명)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152명)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을 비교한 결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에는 25.7%(39/152)에서 호전되었던 데에 비해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에서는
91.1%(136/148)에서 48시간 이내 발열 호전을 보였다(OR 18.37, 95% CI 8.87 ~ 38.03)
(Fig. 6).

Fig. 6. Forest plot for 48hr-defervescence rates between tetracycline treatment and
macrolide treatment

3편의 전향적 관찰 연구

7,9,10)

에서 토수플록사신 치료군(83명)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110명)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을 비교한 결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에서는 26.4%(29/110)에서 호전되었던 데에 비해 토수플록사신 치료군에서는
62.7%(52/83)에서 48시간 이내 발열 호전을 보였다(OR 2.78, 95% CI 1.41 ~ 5.51)(Fig. 7).

Fig. 7. Forest plot for 48hr-defervescence rates between tosufloxacin treatment and
macrolide treatment
2편의 전향적 관찰 연구

7,9)

에서 토수플록사신 치료군(75명)과 테트라사이클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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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군(106명)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을 비교한 결과, 토수플록사신
치료군에서는 69.3%(52/75)에서 호전되었던 데에 비해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에서는
88.7%(94/106)에서 48시간 이내 발열 호전을 보였다(OR 0.32, 95% CI 0.13 ~ 0.76)(Fig.
10).

Fig. 8. Forest plot for 48hr-defervescence rates between tosufloxacin treatment and
tetracycline treatment
⑥ 72시간 이내 해열 정도
2편의 전향적 관찰 연구

7,11)

에서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91명)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34명)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을 비교한 결과, 마크로라이드
치료군에는 55.9%(19/34)에서 호전되었던 데에 비해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에서는
98.9%(90/91)에서 72시간 이내 발열 호전을 보였다(OR 40.77, 95% CI 6.15 ~ 270.12)(Fig.
9).

Fig. 9. Forest plot for 48hr-defervescence rates between tetracycline treatment and
macrolide treatment
4) 근거표 ☞ XIII. 부록. 5. 근거표 (53~57 p)
5) 고려 사항: 퀴놀론제와 테트라사이클린제 사용의 이득과 위해
① 퀴놀론제와 테트라사이클린제 사용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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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의 마크로라이드 내성은 이미 전세계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
테트라사이클린제(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등)와
퀴놀론제(레보플로사신, 토수플록사신 등)이 마크로라이드를 대체할 약제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시행된 소규모 단일 무작위 배정 비교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테트라사이클린제(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치료로 인해 발열기간, 입원기간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일본과 중국에서 시행된 전향적 관찰 연구에서 마크로라이드 치료에 비해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의 24, 48, 72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이 더 높았다. 일본에서
시행된 전향적 관찰 연구에서 퀴놀론제(토수플록사신)가 더 높은 48시간 이내 발열 호전
비율을 보였다.
테트라사이클린제는 12세 이상에서 허가되어 있으며 퀴놀론제는 18세 이상에서 허가되어
있다. 그러나 테트라사이클린제외에는 효과적인 항균제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8세이상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퀴놀론제는 합병증이 동반되는 일부
감염에서 18세미만이라도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2017년 편찬된 소아청소년하기도 감염의
1)
항균제 지침 에서는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예상되거나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서 12세 이상에서는 독시사이클린을, 12세 미만에서는 레보플록사신과
같은 퀴놀론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번 메타분석에서의 결과에서는
이 두 약제의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테트라사이클린제 치료군은 대부분 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고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치료에 이득이 있었으므로 외국 여러 나라에서 8세 이상에서
허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8세 이상에서 다른 유용한 항균제가 없거나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된 연구들에서 각 약제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고 연령별 약제 사용에 대한 근거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허가사항에 근거하였고, 두 약제 중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므로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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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들이 필요하다.
② 퀴놀론제와 테트라사이클린제 사용의 위해
테트라사이클린제와 퀴놀론제는 연령제한이 있는 항균제이다. 테트라사이클린제는 조직의
과색소화, 치아 상아질 형성저하증 또는 영구 치아 착색의 부작용으로 12세 이상(일부
국가에서는 8세 이상)에서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며 퀴놀론제는 미성숙한 동물에서
퀴놀론제에 의한 연골의 진무름(erosion)의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서 허가되어 있지 않다. 비록 전문가들이 소아청소년에서의 퀴놀론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연구와 다르게 근골격계의 이상반응은 흔하지 않은 일시적인
관절증상이며 가역적인 소견이었다고 하지만 소아청소년환자에게 퀴놀론,
테트라사이클린제 항균제 사용은 아직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석된
연구들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퀴놀론, 테트라사이클린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를 비롯한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소아청소년에서 퀴놀론제, 테트라사이클린제의 항균제의 사용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야기될
수 있는 이들 항균제에 대한 내성균의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결핵의
유병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분별한 퀴놀론의 사용은 결핵의 진단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지침에서 제안하는 퀴놀론의 사용은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 소아청소년의 일부 감염증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의 이득과 위해를 고려하여 약제 사용으로 인한
위해보다 이득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에 대한 Rand 기법을 통한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지침에 포함된
비마크로라이드 항균제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므로 수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심서비스)에서 소아 연령 금기 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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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적용에 제한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지침의 권고에 따라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치료에 비마크로라이드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 의사 결정은 의사 단독이 아니라 환자•보호자와의 상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① 장애요인
- 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소아청소년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약제
사용에 대한 이득과 이상반응에 대한 양질의 충분한 자료가 없다.
- 테트라사이클린제와 퀴놀론제는 DUR에서 소아연령금기 약물로 지정하여,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② 극복 방안
- 마이코플라즈마의 불응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한 기술적 용이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자료가 보고된 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제한을 가진 항균제 사용에 대한
충분한 임상 자료 분석과 잘 설계된 연구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에서 퀴놀론제와
테트라사이클린제의 연령별 안전성 여부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 테트라사이클린제와 퀴놀론제 사용에 의한 이득과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위해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환자•보호자간의 상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야만 장애 요인의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8) 임상에서의 고려사항
임상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의 진단과 마크로라이드 내성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얻기가 까다롭고 실제 진료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 임상 경과에 따른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진단은 폐렴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신중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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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항균제의 선택에 있어 치료의 이득과 위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한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마크로라이드 내성 또는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퀴놀론제 또는 테트라사이클린제는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9) 의료비용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비마크로라이드 항균제의 비용은 마크로라이드제 대비 다소의 의료비용 차이가 존재하나,
입원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비마크로라이드제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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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질문 2.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병용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핵심질문(PICO)
환자(population): 18세 이하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치료법(INTERVENTION):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병용 치료
비교대상(COMPARISON): 마크로라이드 치료
치료결과(OUTCOME): 발열 기간, 입원 기간, 치료 효과, 위해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병용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1) 권고문 요약
권고문.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균제 치료에도 임상 경과의 호전이 없을 때 항균제 치료를 유지하면서,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를 권고한다. (권고 등급 B, 근거 수준 moderate).

2) 근거 요약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마크로라이드
항균제와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군과 마크로라이드 단독 치료군(대조군)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24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한 근거 합성 결과,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군이
단독 치료군에 비해 발열기간과 입원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다. 그러나, 근거 합성에
사용된 논문 간에 이질성이 매우 높고, 질 평가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일관성이 있어 모두
중등도의 근거 수준으로 평가된다.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이득과 위해를 고려하였을
때 위해 보다는 이득이 증등도로 높다고 평가된다. 근거 합성에 사용된 모든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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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용량에 따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는 없었다. 단, 모든 연구에서
프레드니솔론 동등용량으로, 1일 1–2mg/kg (최대 40mg) 3-5일간을 투여 하였으며, 심각한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3) 근거 합성 결과
① 발열 기간
총 24편

13-34)

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군(1191명)과 마크로라이드

단독 치료군(1174)명을 대상으로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의 발열 기간 단축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의 평균 발열 기간의 차이는 -3.32일(95% CI, -4.16 ~ -2.48일)로 병용 치료
군에서 유의한 발열 기간 단축 효과를 보였다(Fig. 10).

Fig. 10. Comparison between glucocorticoid therapy and macrolide therapy on fever
duration.

② 입원 기간
총 15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14,19,21,22,25-27,29,35-37)

에서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군(1191명)과

마크로라이드 단독 치료군(1174명)을 대상으로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의 입원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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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의 평균 입원 기간의 차이는 -4.03일(95% CI, -4.89 ~ 3.18일)로 병용 치료 군에서 유의한 입원 기간 단축 효과를 보였다(Fig. 11).

Fig. 4. Comparison between glucocorticoid therapy and macrolide therapy on
hospital days
③ C-reactive protein (CRP)의 변화
총 13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13,15-17,19,21,22,25,26,28,31,33,36,38)

에서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군(693명)과 마크로라이드 단독 치료군(677명)을 대상으로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의
CRP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의 평균 CRP감소 효과의 차이는 -16.03(95% CI, 22.56 ~ -9.50)으로 병용 치료 군에서 유의한 CRP 감소 효과를 보였다(Fig. 12).

Fig. 5. Comparison between glucocorticoid therapy and macrolide therapy on 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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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after treatment
4) 근거표 ☞ XII. 부록. 5. 근거표 (62~68 p)
5) 고려 사항: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사용의 이득과 위해
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사용의 이득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발열 기간을
단축시키는 임상적인 측면의 이득과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는 경제적 이득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치료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호흡기계

합병증인

폐쇄기관지염(bronchiolitis obliterans)의 예방 및 치료 관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의 이득에 관한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섬유화가 진행되기 전인 질병 초기에
39,4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이 폐기능과 산소화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②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사용의 위해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2-3주의 단기간의 사용에는
식욕 증가, 당내성, 식욕증가, 췌장염 등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의 과량
투여시에는 골다공증이나 소화성 궤양, 소아의 성장장애, 고혈압,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억제로 드물게는 쇼크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시에도
생리적인 용량의 투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타분석에 포함된
41)

무작위 대조군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6)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이며, 폐렴
환자에서의 사용이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성과 적용성에 특별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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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① 장애요인
미국에서 발표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우려를 갖는 비율이 최대 83.7%에 달할 정도였으며,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 순응도가 유의하게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42)

또한 천식 환자들의 경우
43)

스테로이드 사용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 유의하게 낮은 천식 조절을 보였다.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국내의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비율은 31%에 달했으며, 그 중 35%는 대중 매체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44)

보고하였다.

과거 스테로이드제의 무분별한 사용, 부작용 발생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낮은 치료 순응도가 문제가 된다.
② 극복 방안
이와 같이 스테로이드 남용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우려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환자의
이득과 위해를 고려해서 이득이 위해보다 상당히 높다고 임상의가 판단할 경우 사용해야
한다.

8) 임상에서의 고려사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의 폐렴의 신속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다. 스테로이드 사용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약물 남용, 오용을 줄이기 위해
약물 투여 전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외에 바이러스 등 다른 병원체 감염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9) 의료비용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24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추가 치료로 인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나, 약 자체가 저가이며,
입원기간 단축 효과를 고려하면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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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질문 3.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는 정주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핵심질문(PICO)
환자(population): 18세 이하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치료법(INTERVENTION):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
비교대상(COMPARISON): 정주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결과(OUTCOME): 발열 기간, 입원 기간, 치료 효과, 위해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는 정주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1) 권고문 요약
권고문.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와 프레드니솔론 경구 치료 사이에 효과 차이는 없다.
스테로이드 사용의 이득과 위해,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등급 B, 근거 수준 moderate).

2) 근거 요약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와 정주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었으며, 간접적인 비교만 가능하였다.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와
정주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치료 효과를 간접적으로 비교한 결과, 정주 치료가 발열
기간 단축 효과가 조금 더 크지만, 입원 기간 단축 효과는 경구 치료에서 더 컸다.
3) 근거 합성 결과
① 발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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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기간에 미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와 프레드니솔론 경구 치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없었다. 간접적인 비교를 위해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 프레드니솔론 경구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 간의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총 22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13-18,20,22,23,25-33,36,38,45)

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군(1056명)과 단독 치료군(1039명)간의 평균 발열 기간의
차이는 -2.77일(95% CI, -2.91 ~ -2.63일)로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 군에서 발열
기간이 더 많이 단축되었고, 총 2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19,21)에서 프레드니솔론 경구 병용
치료군(95명)과 단독 치료군(95명) 간의 평균 발열 기간의 차이는 -1.85일(95% CI, -2.21 ~
-1.48일)로 프레드니솔론경구 병용 치료 군에서 발열 기간이 단축되었다. 간접 비교를 통해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가 프레드니솔론 경구 병용 치료보다 발열 기간 단축
효과(-0.92일)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3.)

Fig. 13. Forest plot for fever duration in subgroup analysis with use of
methylprednisolone and other ster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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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원 기간
입원 기간에 미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와 프레드니솔론 경구 치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없었다. 간접적인 비교를 위해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 프레드니솔론 경구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 간의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총 13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13,14,22,25-27,32,33,36,38,45)

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군(554명)과 단독 치료군(552명) 간의 평균 입원 기간의
차이는 -3.95일(95% CI, -4.23 ~ -3.66일)로 단독 치료군에 비해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군에서 입원 기간이 더 많이 단축되었고, 총 2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19,21)

에서

프레드니솔론 경구 병용 치료군(95명)과 단독 치료군(95명) 간의 평균 입원 기간의 차이는
-4.07일(95% CI, -4.86 ~ -3.27일)로 단독 치료군에 비해 프레드니솔론 경구 병용 치료
군에서 입원 기간이 더 많이 단축되었다. 간접 비교를 통해 프레드니솔론 경구 병용
치료가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보다 입원 기간 단축 효과(-0.23일)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4)

Fig. 6. Forest plot for hospital days in subgroup analysis with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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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prednisolone and other steroids

③ C-reactive protein (CRP)의 변화
입원 기간에 미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와 프레드니솔론 경구 치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없었다. 간접적인 비교를 위해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 prednisolone 경구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 간의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총 12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13,15-17,22,25,26,28,31,33,36,38)

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군(598명)과 마크로라이드 단독 치료군(582명)을 대상으로
병용 치료와 단독 치료의 CRP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의 평균 CRP감소 효과의
차이는 -9.54(95% CI, -10.07 ~ -9.01)으로 병용 치료 군에서 유의한 CRP 감소 효과를
보였다(Fig. 4). 총 2편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19,21)

에서 프레드니솔론 경구 병용

치료군(95명)과 단독 치료군(95명) 간의 평균 CRP감소 효과의 차이는 0.31(95% CI, -0.39
~1.0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 비교를 통해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주 병용
치료가 프레드니솔론 경구 병용 치료보다 CRP 감소 효과(-9.85)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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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orest plot for CRP level in subgroup analysis with use of
methylprednisolone and other steroids
4) 근거표 ☞ XII. 부록. 5. 근거표(71~78 p)
5) 고려 사항: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제제 선택에 따른 이득과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선택에 따라 고려해야할 특별한 이득과 위해는 없다. 다만,
정주용과 경구용 제제 사이에 약간의 비용 차이가 존재하며, 정주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맥 도관이 필요하지만,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기본적으로 정맥 도관을
하므로 정주용 제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처치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스테로이드 사용 기간과 용량에 비례하므로 같은 동등한 용량과
강도에서는 두 제제 사이에 고려해야 할 특별한 위해 요인은 없다.

6)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
진료 지침의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은 평가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7)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① 장애요인
경구용과 정주용의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장애 요인은 없다
8) 임상에서의 고려사항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는 경구와 정주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없다. 다만, 환자가 경구 약물
섭취가 가능한지, 추가로 정맥 도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의료비용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대비 정주용 제제가 더 고가이며, 동등 용량을 사용하였을 때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주용 제제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
다만, 환자의 선호도나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정주용 제제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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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질문 4.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정주용
면역글로불린 병용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핵심질문(PICO)
환자(population): 18세 이하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치료법(INTERVENTION): 정주용 면역글로불린 병용 치료
비교대상(COMPARISON): 마크로라이드 치료
치료결과(OUTCOME): 발열 기간, 입원 기간, 치료 효과, 위해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정주용 면역글로불린 병용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치료 대비 비교•효과적인가?

I) 권고문 요약
권고 2-1.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마크로라이드
단독치료보다 면역글로불린 병용 치료를 권고할 근거가 부족하다. (권고 등급 불충분(I),
근거수준 낮음)

2) 근거 요약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의 마크로라이드 단독치료와
면역글로불린 병용치료를 시행한 연구는 1편이었으며, 중국의 2-14세 사이의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소아환자 중 50명에서 azithromycin 단독 투여하였고 49명에서
azythromycin과 면역글로불린을 함께 투여하여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면역글로불린과 병용치료(400 mg/kg/day, for 3 days) 했던 군에서 마크로라이드
단독치료보다 발열기간이 짧고 흉부영상에서의 폐렴 호전이나 흉막액 감소 및 혈액의
28)

염증수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단독 연구로 연구 대상자 수가 불충분하고 다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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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고려사항
① 면역글로불린 사용의 이득
면역글로불린 병용치료의 효과는 마크로라이드 단독 사용시의 효과와 비교하였을 때 발열
28)

및 흉부 영상의 호전, 염증 수치의 감소 등 전반적인 폐렴의 호전을 보였다.

② 면역글로불린 사용의 위해
면역글로불린의 부작용에 대하여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발열(30.5%),
46)

발진(22.2%), 오한(19.4%), 청색증(8.3%), 저혈압과 저체온(5.6%) 등이 발생할 수 있다.
4)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
정주용 면역글로불린은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이나, 다른 약제에

비해 고가이며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사용했을 때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소모가 발생 할 수 있어 국내 수용성과 적용성에 무리가 따른다. 본 지침은
이득과 위해에 추가로 의료비용의 소모를 고려하여 일률적인 정주용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

5)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① 장애요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비마크로라이드계 항균제 치료보다 우선하지는 않지만, 중증 폐외
합병증에서 정주용 면역글로불린 사용에 대한 요구가 발생 할 수 있다.
② 극복 방안
정주용 면역글로불린의 사용은 현재의 근거 수준에서는 사용을 권고할 수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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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의 치료 선호도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6) 임상에서의 고려사항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서 면역글로불린의 효능과 비교 효과에
대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이 부재하여,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폐외 합병증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보고들이 있어, 폐외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피부점막질환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인
폐외합병증으로 이와 더불어 다형홍반 등의 피부질환에서 면역글로불린을 단독 혹은
스테로이드와 병용치료한 결과 효과적이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

47-51)

기존 연구들에서

면역글로불린 투여 용량과 기간은 0.5 g/kg/d 4일간 투약, 2 g/kg/d 2일간 투약 등
표준화된 치료법은 정립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0.5~2 g/kg/d로 2-3일 정도 투약하는
49,51)

것이 추천된다.

신경학적 합병증에도 면역글로불린을 투약한 증례 보고들이 있었다.

횡단척수염과 횡문근융해증이 동반된 증례나 뇌염 혹은 뇌병증에서 1 g/kg/d으로 2-3일간
투약하거나 2 g/kg을 1회 투약 하는 경우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52-54)

비록 연구의

부족으로 메타분석이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없었으나
마이코플라즈마감염의 폐외 합병증에서 면역글로불린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의 폐외합병증에 대한 면역글로불린제의 효과에 대한 증례
보고
Study

Type

of

Pat ient

study
Bhoopalan,
2017

48)

Extrapulmonar y

Treat ment

manif estation

Case

8

report

female

y,

Steven-Johnson

Intrav enous

syndrome (SJS )

methylprednisolone

14y,

(mPD) +
34

male
Canavan,
2015

50)

Orig inal

11.9

artic le

8.8y

IVIG (respons e)
±

mucoc utaneous
erupt ions:

IVIG treatment (8 %)

SJS ,

erythema
multiforme
Ahluwalia,

Orig inal

10(7

artic le

14)y

Manwani,

Case

5

2012 5 1 )

report

female

Bressan,

Case

9

report

female

Case

4

report

male

2014

2011

47)

49)

Weng,
2009

54)

–

SJS

mPD and IVIG
(more eff ective)

y,
y,

SJS

IVIG

Mucosit is

IVIG

(atypical SJS)
y,

transverse

IVIG

myelit is
and
rhabdomyolys is

Chambert-

Case

12

Loir,

report

female

Case

7

report

female

2009

Encephalit is

IVIG

y,

encephalopathy

IVIG

53)

Attilakos,
2008

y,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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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침 개발 과정
1) 문헌검색
4개의 핵심질문에 대해 체계적 문헌 검색을 수행하였다. 3개의 검색원(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을 대상으로 영문 문헌 검색을 수행하였고,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의 핵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원어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5개의 한국 검색원(Koreamed, NDSL, KMBASE, RISS, KISS), 일본 검색원(ICHUSHI),
중국 검색원(CNKI)을 대상으로 문헌검색을 수행하였다.

55)

개발 실무위원회와

기술지원위원회가 최대한 문헌검색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색용어를 선정하고
검색식을 만들어 적용하였으며, 2010년 이후 출판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문헌선택
선택된 문헌은 각 임상질문에 따라 3명의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명의 전문가에 의해 독립적으로 문헌을 선택하였고, 선택 결과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세번째 전문가의 중재를 통한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 문헌을 선정하였다.

3) 문헌의 질 평가와 근거 합성
선택된 개별 문헌의 질 평가를 위해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에 대한 코크란 연합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근거 합성을 위하여 선택된 각 문헌에서 연구의 특성, 참여자의
유형, 개입과 결과를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임상질문에 대한 근거의 질
평가는 GRADE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4)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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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수준의 등급화
근거수준

정의

High

효과의 추정치가 실제 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매우 확신할 수 있다.

Moderate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을 중등도로 할 수 있다. 효과의 추정치는 실제
효과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제한적이다. 실제 효과는 효과 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Very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다. 실제 효과는 효과의 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근거수준은 GRADE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56)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GRADE에서 근거수준은 연구설계에 따라 우선적으로

결정되는데,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의 경우 ‘높음(High)’, 관찰연구인 경우
‘낮음(Low)’으로 배정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근거수준의 하향 및 상향을 고려하는데,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의 경우는 다음의 5가지 요소 즉, 1) 비뚤림 위험, 2)
비일관성(이질성), 3) 비직접성, 4) 비정밀, 5) 출판 비뚤림이 있는 경우 근거수준을 1등급
혹은 2등급 낮춘다. 관찰연구의 경우는 다음 3가지 요소 즉, 1) 효과의 크기가 크거나, 2)
양- 반응 관계가 있거나, 3) 교란변수가 효과추정의 확신도를 높이는 경우 근거수준의
등급을 올릴 수 있다. 근거 수준은 현재까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된 근거의 강도를
의미한다.

※ 권고등급의 등급화
기호

권고 등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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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ong for

해당 중재의 이득이 위해보다 크고 근거 수준이 높으며, 환자의

recommendation

선호도와 가치, 자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임상상황에서
강하게 권고할 수 있다.

B

Weak for

해당 중재의 이득은 임상적 상황 또는 환자의 선호도와 가치, 자원

recommendation

등을 고려했을 때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부로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C

weak against

해당 중재는 위해가 이득보다 더 클 수 있고, 환자의 선호도와

recommendation

가치, 자원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시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 제언한다

D

Strong against

해당 중재는 위해가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것에 대한 근거 수준이

recommendation

높거나 중등도 이상이며, 환자의 선호도와 가치, 자원 등을
고려했을 때 시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 권고한다

I

Recommendation

해당 중재의 근거수준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근거

only in research

수준이 매우 낮아서 추가 연구 근거가 더 축적될 때까지
시행에 대한 권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다양성이 커서
권고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경우 I 로 권고 등급을
판단함

권고 등급 역시 GRADE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권고 등급은 권고 대상자에게 해당 중재를
시행하였을 때 위해보다 이득이 더 클 것으로 혹은 작을 것으로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권고 결정 고려요소로는 근거수준, 효과 크기(이득과 위해의 저울질), 환자의
57)

선호도와 가치, 자원 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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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등급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고려 요인

내용

1. 근거 수준

근거표에 기준하여 핵심질문별로 근거수준 조정
- 높음(high), 중등도(moderate), 낮음(low), 매우 낮음(very
low)

2. 이득

임상적 유효성
- 임상적 예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치료효과, 치료 방향의
변화등
- 불필요한 자원 이용의 감소: 재원 일수 감소,
인력/비용/시설 이용 등의 감소
- 환자 만족도, 치료 순응도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위해

- 치료 부작용
- 자원 이용의 증가: 불필요한 자원 이용의 증가 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 환자 만족도 또는 삶의 질 감소 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이득과 위해에 관한 내용은 근거문헌들을 참고하여 서술 형식으로 기술한다.

5) 권고안 도출 방법
실무 개발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개입의 바람직한 결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사이의
균형, 근거의 질, 환자 가치와 선호도, 타당성,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여 권고안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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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고안 합의 방법
핵심질문별 권고안의 합의 정도에 대해 9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공식적 합의 도출
방법인 Rand 기법(Modified Delphi 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58)

설문지를 통한 1차

라운드와 대면 회의를 통한 2차 라운드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지침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질문, 권고안 초안, 권고 등급, 근거 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고, 별도로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문서, 프로토콜, 근거 요약표와 설명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동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핵심질문에 따른 권고문에 대한 동의 정도로 1~9점 범주를 가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동의는 1/3 미만의 패널이 중앙값을 포함해서 다음의 3점 구역(1~3, 4~6,
7~9) 밖에 표시했을 때로 간주하였다. 7~9점에서의 합의는 “고합의”, 4~6에서의 합의는
“중합의”, 1~3에서의 합의는 “저합의”로 정의하였다. Rand의 적절성 평가 기준은
적절(중간값이 7~9이고, 비동의가 없는 경우), 부적절(중간값이 1~3이고, 비동의가 없는
경우), 불확실(중간값이 4~6 이거나 비동의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설문 결과의 요약 통계량으로 권고문에 대한 동의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권고문별
동의 정도 확인을 위하여 변이계수(coefficient variation, CV)를 산출하였다. 변이 계수가
작을수록 동의 정도가 일치한다고 사전에 정의하였으며, 변이계수가 0.5 미만은 2차 조사
불필요, 0.5~0.8은 안정적이나 지침의 엄격한 합의를 위해 2차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0.8 초과는 반드시 2차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의하였다. 1차
라운드는 약 2주간의 기한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권고안에 대해
방법론 전문가의 중재아래 9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대면 회의를 수행하였다. 대면
회의에서는 1차 라운드의 응답 분포(최소값,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 최대값) 및
동의 점수의 평균과 변이계수를 제시하고, 각 전문가 패널당 5분씩 의사 발언을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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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권고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7) 권고안의 내⦁외부 검토 및 자문 과정
최종 도출된 권고안과 권고 등급은 동료 검토를 통한 내부 검토를 수행하였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비임상전문가 외부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및 검토 의견의 반영 결과는 별로도 문서화 하였다.
☞ XII. 부록. 7. 내⦁외부 검토 과정의 문서화 (88 p)

VII. 지침의 갱신 계획
본 치료 지침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양질의 근거가 명백한 경우 새로운 권고안의 추가나
기존 권고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의 대유행
주기에 맞추어 매 3년마다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VIII. 이해당사자의 참여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대표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이해당사기관인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임상전문가를 중심으로 치료 지침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침
개발 방법론, 체계적 문헌 고찰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침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자문과 검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방법론, 보건 통계학, 보건
경제학, 소아치과, 소아정형외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및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구분

성명

소속 기관

소속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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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현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위원

최은화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소아감염학회

위원

심정연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위원

이진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대한소아감염학회

위원

양현종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 운영위원회의 역할
- 지침 개발 총괄 관리
- 개발 전략 수립 및 핵심 질문 선정
- 지침 개발 과정에서의 쟁점 안건 논의, 검토, 승인
- 패널 및 관련 위원장 선임
- 권고안의 1차 검토 및 수정안의 검토
- 최종 지침의 승인 및 출판
-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편집 독립성에 대한 검토 및 감독

2) 개발 실무위원회
○ 개발 실무위원회의 구성
구분

성명

소속 기관

소속 학회

위원장

양현종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위원

김기환

가톨릭의대

대한소아감염학회

인천성모병원
위원

조혜경

가천의대 길병원

대한소아감염학회

위원

안종균

연세의대

대한소아감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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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위원

이용주

한림의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강남성심병원
위원

서주희

단국대학교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위원

이경석

차의대 분당차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위원

김환수

가톨릭의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부천성모병원
위원

설인숙

연세의대

대한 소아알르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브란스병원
위원

최윤정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대한 소아알르레르기 호흡기학회

○ 개발 실무위원회의 역할
- 지침의 세부 목적, 범위, 대상 집단의 결정
- 방법론 전문가와 의사 소통
- 체계적 문헌 고찰 수행, 근거 검색과 요약, 권고안과 권고 등급 도출
- 지침 초안 집필
- 지침 보급 및 확산 전략 수립
- 지침 개정 계획 수립

3) 자문 및 검토위원회
○ 자문 및 검토위원회의 구성

동료 평가

성명

소속 기관

전문 분야

심정연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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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검토

한만용

차의대 분당차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박수은

부산의대 부산대병원

대한소아감염학회

은병욱

을지의대 노원 을지병원

대한소아감염학회

윤종서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조대선

전북대병원

대한소아감염학회

유진호

서울아산병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김수영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지침 개발 방법론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통계학

정완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경제학

원성훈

순천향의대 서울병원

소아 정형외과

정우진

부천 CDC 어린이

치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의원
최준기

퍼스트 365

소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의원

○ 자문 및 검토위원회의 역할
- 동료 평가(peer review)
- 특수 고려사항에 대한 자문: 지침 개발 방법론, 메타 분석, 경제성 평가
- 특수 고려 사항에 대한 자문: 약물 위해 반응, 합병증(치과, 정형외과)
- 권고안과 근거 수준 검토

4) 기술지원위원회
○ 기술지원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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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기관

분야

최미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침 개발 방법론, 메타 분석

임미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체계적 문헌 검색

신동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체계적 문헌 검색

이동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중국어 번역

○ 기술지원위원회 역할
- 지침 개발 지원: 메타 분석, 체계적 문헌 검색, 중국어 문헌 번역

5) 환자의 관점과 선호도에 대한 고려
마크로라이드는 2011년전까지 가장 효과적인 1차 치료제로 선택되어 왔으며, 약제의
안전성과 선호도에 있어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치료제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급증으로 안전성과 선호도만으로는 치료의
한계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2차 치료제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마크로라이드 항균제는 소아 연령에서 안정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는 환자의 거부감이 문제가 되며, 정주용 면역글로불린은 의료비용
부담이 문제가 된다.
본 지침에서 권고하는 치료 지침은 해당 중재의 이득이 위해보다 크고 근거 수준이 높으며,
환자의 선호도와 가치 등을 고려하고, 환자의 전신 상태, 질환의 중증도, 예측되는 불량한
예후, 의료비용 등을 종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IX. 지침 개발의 재정 지원과 개발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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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지원: 본 치료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
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고유번호: HI16C2300)으로 개발되었으며, 재정지원은
진료지침의 내용이나 지침개발 과정에 직접적인 혹은 잠재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개발의 독립성: 모든 구성원들의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하기 전에 이해상충 공개서를 수집하였고, 전 구성원에서 상충되는
혹은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지침 개발 진행중에 이해관계가 변동되는 이해
상충의 발생이 없었다.
※ 이해 상충 공개서의 내용
- 지침개발 내용과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1,000만원 이상의 연구 비용, 교육
보조금, 연구 기기, 자문 또는 사례금 여부
- 지침개발 내용과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과 같은 이권
여부
- 지침개발 내용과 관련된 기관에 제공받은 공식/비공식적인 직함 여부
- 지침개발 내용과 관련된 약에 대한 지적재산권(예: 특허, 상표권, 라이센싱, 로열티 등)
소유 여부
- 본인의 가족 또는 가족이 소속된 회사에서 위에 기술된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잇는지에 대한 여부

X. 지침 보급 계획
본 치료 지침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담은 요약본을 제작하여 진료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지침과 함께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선 의사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한 책자도 함께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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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할 예정이다.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대유행이 동아시아에서 점차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치료지침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공개 접근형
저널(open-access journal)에 영문으로 투고 할 예정이며, 해외 거주 한국 의사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문 공개 접근형 저널(open-access journal)에도 국문으로 투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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