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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폐렴구균은 전세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다. 만성호흡기 질환은 폐렴의 중요한 위험인
자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원인으로 가장 저명한 흡연은 폐렴을
비롯한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적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다. 고령이나 만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위험군의 경우 적절한
항생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사망률은 특히 높다1,2.
폐렴구균은 건강한 소아 및 어른에서 정상적으로 비인두에 집락을 형성하는 그람 양성 구균으로, 병원소는 사람이
1
고 중간벡터는 없으며 직접 접촉이나 비말 감염으로 전파된다 . 비인두 집락 형성 후에는 자연스럽게 균이 소멸되거
나, 무증상의 보균상태,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등의 점막 감염 질환, 혹은 폐렴이나 패혈증, 뇌막염과 같은
침습적 감염 등의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경과 및 결과는 숙주, 병원균, 치료제 상호간의 요인들에 의해
3,4
결정되게 된다 .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방에서는 주로 겨울에서 봄에 걸쳐 폐렴이 발생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폐렴구균 감염
의 발생률과 사망률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없다. 통계청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에 의하면 한 해 동안 폐렴으
5
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2년 5.6명에서 2011년 17.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 2013년 발표된 국내 다기관
후향적 관찰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지역사회 감염 폐렴 환자 693예 중 228예(32.9%)에서 원인 미생물이 동정되었
고, 폐렴구균은 이 가운데 51예로 22.4%를 차지하고 있었다. 병원 내 사망률이 3.2%였으며 특히 폐렴구균에 의한
6
폐렴의 사망률은 5.9%였다 .
2.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구균 감염증
COPD는 지역사회 획득폐렴의 주요 위험 인자이며 COPD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흡연은 침습적 폐렴구균 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다7,8.
COPD는 유병률이나 사망률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질환이다. 국내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09년)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COPD 유병률은 12.9% (남 19.7%, 여 7.5%)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여 65세
이상에서는 28.6%로 높았다9. 흡연율 역시 높아 2001년 전국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남자의 흡연율은 60%로 나타
나 OECD 국가 평균 흡연율 32.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태였다. 이후 2009년 조사에서 남성 흡연율은 43.1%로
감소하였으나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감소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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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의 급성 악화는 COPD 환자의 사망에서 중요한 원인이다. 약 50%의 급성악화가 세균 감염을 동반하며,
한 연구에 따르면 세균성 급성악화의 1/3에서 폐렴구균이 동정되었다11. 특히 호흡기내 세균이 지속적으로 상재하는
경우 급성 악화의 위험은 증가하게 되는데, 폐렴구균이 상재균으로 존재하는 경우 급성악화의 위험은 2.93 (95%
12
confidence interval [CI], 1.41∼6.07)로 증가하였다 . 그러므로 COPD 환자에서 폐렴 백신은 금연, 흡입용 스테로이
드 및 기관지 확장제 및 독감 백신과 함께 폐렴과 급성 악화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치료 전략이다.
폐렴구균의 병원성은 polysaccharide capsule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매우 다양하여, 약 90여 종의 혈청형이 존재하
13
므로 효과적인 백신을 만드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피막다당류 백신(capsular polysaccharide pneumococcal vaccines, PPV; 주로 어른이나 위험군의 환자에서 권유된
다), 폐렴구균 결합백신(protein-polysaccharide conjugate pneumococcal vaccine, PCV; 고전적으로는 영 유아, 소아
에서 권유되지만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침습적 질환에서 효과가 연구되고 있다), 또한 protein-based pneumococcal
vaccine이 동물 모델에서 실험 중이다14-16.
COPD는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증의 위험군으로 분류되므로 주요 COPD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폐렴구균에 대한
17
예방 접종이 권고하고 있으나 이 환자들에서 폐렴구균의 예방이 효과가 있는지에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고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3. 폐렴 백신의 종류
최근 사용되고 있는 23가의 PPV는 1983년 처음 출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23가의 PPV23이 사용되고
있다. 7가 PCV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11월부터는 도입되어 주로 소아에서 사용되었고, 13가의 PCV (PCV13)는
2010년 3월 허가된 후, 2012년 5월부터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폐렴구균 예방 백신으로 적응증을 받았다.
1) PPV23

PPV23은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적 감염증을 유발하는 혈청형의 90%를 차지하는 혈청형을 바탕으로 선택된 23
혈청형(1, 2, 3, 4, 5, 6B, 7F, 8, 9N, 9V, 10A, 11A, 12F, 14, 15B, 17F, 18C, 19A, 19F, 20, 22F, 23F, 33F)의 피막다당류
14
백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PPV는 T세포 비의존성 면역 반응에 의해 혈청형 특이 항체를 생성하여 폐렴구균에 대한 옵소닌 연관 탐식효과를
14
나타내고 있어 , 아직 면역계의 발달이 미숙한 2세 미만의 소아나 면역계의 기능이 떨어진 성인들에서는 항체 생성이
잘 되지 않아 효과가 적다.
일반적으로 면역계가 정상인 성인의 경우, 접종 2∼3주 후에 80% 이상에서 항체가 생기지만 23가지 혈청형에
14
대한 각각의 항체 생성률이 일정하지 않고 ,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또는 면역 저하자에서는 항체 생성률이 떨어질
18
19
수 있다. COPD 환자에서의 접종 후 항체 형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는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거나 , 반응이 낮다 는
등 연구마다 차이를 보인다. 몇몇의 연구에서 COPD 환자인 경우 정상인에 비해 접종 전 폐렴구균에 대한 항체
역가가 이미 높은 상태인 것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급성악화 등에 의해 이미 폐렴구균 감염증이 발생했던 때문으로
19
생각되며 이는 접종 후 항체 역가의 상승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 PPV 백신은
T세포 의존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여 예방 효과의 지속 시기에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접종 후 항체의
19
역가는 5∼10년간 유지되나 COPD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더 빨리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다 . 재접종 시 항체의
역가가 다시 상승하기는 하지만 재접종으로 인해 항체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왕성 반응(anamnestic response)은
일어나지 않는다14.
성인에서 폐렴구균 감염에 대한 PPV 백신의 예방 효과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메타 분석에
20
의하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었으나, 비침습적 감염증에 대해서는 효과가 분명치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성인과 2세부터 65세의 위험군 환자에서는 PPV23 백신을 접종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of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최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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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에도 COPD뿐 아니라 모든 흡연가, 천식 환자에서 PPV23를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2) 폐렴구균 결합백신(PCV13)

폐렴구균 결합백신은 폐렴구균의 피막다당류에 디프테리아독소의 비독성 변형물을 결합시킨(cross-reactive material, CRM197) 백신으로, 결합된 단백질이 T세포 의존성 반응을 유발한다15. PPV가 T세포 비의존성 면역 반응에
의해 항체를 생성하므로 아직 면역계의 발달이 미숙한 2세 미만의 소아에서 항체 생성이 잘되지 않아 예방 효과가
낮고, 면역 기억을 유발하지 못하여 재접종이 필요한 반면, PCV는 T세포 의존성 반응을 일으켜 영아기 소아에서도
우수한 항체 반응과 면역 기억을 유발한다. 이외에도 PCV는 비인두의 상재 균을 감소시켜 간접적인 예방 효과를
보이는데, 전세계적으로 7가 PCV의 영 유아의 예방 접종이 실시된 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의 50%에서
21
침습적 폐렴구균 감염이 예방되었다고 한다(herd immunity) .
그러나, 7가지 혈청형(4, 6B, 9V, 14, 18C, 19F, 23F)은 성인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의 50% 정도만 포함하므로
PPV23 백신에 비해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백신 혈청형에 의한 질환 감소와 더불어 비백신
22
혈청형에 의한 질환의 증가 , 특히 혈청형 19A에 의한 질환의 증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19A 혈청형의
증가는 페니실린 내성과 다제 약제 내성의 증가 그리고 백신 회피현상을 시사하는 피막전환(capsular switching)과
23
새로운 유전형의 출현 등과 연관이 있으므로 백신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
새로운 13가의 결합백신은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3F 혈청형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어
이러한 제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성인에서 PCV13의 면역 형성 및 임상 효과와
24,25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PPV와 PCV의 순차적 접종의 효과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
성인에서의 PCV13의 사용은 2011년 12월 FDA에서 승인되었고, 2012년 7월부터는 유럽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승인되었다. 하지만 PPV23에 비해 적은 수의 혈청형에 대한 면역 효과만 있으므로 PCV13이 PPV23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발표되는 결과들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PCV13이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사용될 경우 PCV7에서와 마찬가지로 혈청형의 치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4. COPD 환자에서 백신의 효과
COPD 환자에서 시행된 PPV 백신 관련 무작위 임상 연구(randomized controlled study, RCT)는 모두 7개만이
18,26-31
32
보고되었고
그 결과도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Table 1) . 이유로는 연구마다 폐렴, 급성악화, 폐기능
변화, 입원, 응급실 방문, 사망률 등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가 달랐을 뿐 아니라, 몇 연구에서는 COPD의 진단도
폐기능 검사를 이용하지 않고 시행되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COPD에서의 PPV의 효과와 관련된 RCT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우선 1987년 시행되었던 COPD 환자에서의 14가
18,26
PPV 백신의 효과에 대한 두 개의 연구는 백신의 효과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 가장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스페인에
서 시행되었던 2006년의 RCT는 596명의 폐기능 검사로 진단된 COPD를 PPV23과 위약 대조임상 연구였고, 65세
이상의 COPD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으나 FEV1＜40%의 심한 기도폐쇄가 있는 경우(odds ratio
[OR], 0.52; 95% CI, 0.20∼1.07), 특히 65세 이하로 FEV1＜40%의 심한 기도폐쇄를 보인 경우(OR, 0.09; 95% CI,
0.01∼0.65) 백신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27. 같은 해 49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PPV23
투여 후 항체의 역가가 상승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폐렴, 급성악화 및 입원율 등의 임상적인 효과는 관찰하지
28
못했다 .
2006년 첫 Cochrane systematic review에서는 앞서 언급한 4개의 연구가 포함되어 총 937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33
COPD 환자에서 PPV는 폐렴이나 사망률의 감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이후 2006년 373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297명의 백신 접종군과 76명의 대조군 비교에서 백신이 급성 악화(OR, 0.56; 95% CI, 0.39∼0.79), 급성
호흡기 감염(OR, 0.68; 95% CI, 0.47∼0.96)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폐렴은 두 군에서 각각 2명씩만 발생하여
29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2007년의 196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RCT에서도 X-ray로
17

18

37/12

297/76

596 COPD

49 COPD

373 COPD

196 COPD

167 chronic
lung disease

Alfageme et al.
(2006)27

Steentoft et al.
28
(2006)

Ya Tseimakh
et al. (2006)29

Teramoto et al.
(2007)30,†

Furumoto et al.
(2008)31,†
69 (40∼80)

77.8 (75∼81)

57.9 (NA)

67.5 (47∼86)

62.5 (61∼73)

66.5 (40∼89)

62.5 (40∼80)

Mean age,
year (range)

Diagnostic criteria
not stated

Diagnostic criteria
not stated

Diagnostic criteria
not stated

Spirometric criteria

Spirometric criteria

Clinical and functional criteria

Clinical and functional criteria

Diagnostic criteria

2 years

2 years

6 months

6 months

3 years

2 years

2 years

Follow-up

All-cause pneumonia
Acute exacerbations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All-cause pneumonia
Death from cardiorespiratory cause
Death from all causes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Death from cardiorespiratory cause
Death from all causes
All-cause pneumonia
Pneumonia by pneumococcus or
unknown etiology
Death from cardiorespiratory cause
Death from all causes
All-cause pneumonia
Hospital admission
Acute exacerbations
All-cause pneumonia
Acute respiratory infection
COPD exacerbation
All-cause pneumonia

Outcome

1.72 (0.46∼6.45)
0.48 (0.23∼1.00)

(0.66∼1.88)
(0.65∼1.47)
(0.15∼2.32)
(0.26∼3.48)
(0.23∼1.00)
(0.01∼1.83)
†
(0.47∼0.96)
(0.39∼0.79)†
(0.21∼0.75)

1.11
0.98
0.59
0.95
1.44
0.16
0.68
0.56
0.39
33/30
57/58
11/5
18/6
30/9
2/2
267/101
226/104
16/32
6/5
14/23

(0.11∼125.1)
(0.12∼1.62)
(0.42∼3.75)
(0.50∼2.88)
(0.1∼124.4)
(0.23∼2.42)
(0.19∼1.54)
(0.64∼1.67)
(0.46∼1.24)

2.12
0.44
1.25
1.20
2.11
0.74
0.55
1.03
0.76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1/0
3/7
8/7
14/13
1/0
5/7
6/11
38/37
25/33

No. of participants
vaccinated/unvaccinated

*Vaccine used was a 14-valent polysaccharide pneumococcal vaccine in trials by Davis et al. and Leech et al., whereas it was a 23-valent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in the rest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
Data calculated by the present authors; not reported in the original article.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NA: not available.
32
Adopted from the article of Vila-Corcoles and Ochoa-Gondar (Expert Rev Vaccines 2012;11:221-36) .

87/80

100/96

298/298

92/97

189 COPD

Leech et al.
18,
(1987) *

50/53

Vaccinated/
unvaccinated

103 COPD

Participant

Davis et al.
26,
(1987) *

Study (year)

Table 1.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valuating the efficacy of the polysaccharide pneumococcal vaccine in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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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된 폐렴의 빈도가 백신 접종(OR, 0.39; 95% CI, 0.21∼0.75)으로 감소하였다 . 하지만 이 두 개의 연구는 초록으
로만 발표되고 논문으로 작성되지 않아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고 또한 COPD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2008년 167명의 60세 이상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87명은 PPV23과 독감백신 투여, 80명은
독감백신만 투여)에서는 폐렴백신을 접종받은 환자들에서 급성악화의 빈도는 감소를 보였으나(OR, 0.48; 95% CI,
0.23∼1.00) 폐렴의 위험은 감소하지 않았다(OR, 1.72; 95% CI, 0.46∼6.45)31. 2010년 update된 Cochrane systematic review에서는 위에 언급되었던 7가지의 연구를 포함하여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폐렴의 발생(OR, 0.72;
95% CI, 0.51∼1.01), 급성악화의 감소(OR, 0.58; 95% CI, 0.30∼1.13), 전체 사망률(OR, 0.94; 95% CI, 0.67∼1.33)
및 심폐 관련 사망률(OR, 1.07; 95% CI, 0.69∼1.66) 모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34. RCT의 결과와는
다르게 RCT가 아닌 관찰 연구 및 후향적 코호트 연구들에서는 몇몇 연구에서 폐렴으로 인한 입원의 감소, 혹은
35-37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역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
COPD에서 PCV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Dransfield 등38은 112명의 중등증 및 중증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PPV23과 PCV7의 비교 연구에서 PCV7 접종 1달 후 immunoglubulin G (IgG) 농도와 opsonization
killing index로 측정한 면역형성 능력에서 PCV7이 우세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효과는 백신접종 2년 후에도
유지되었다39. 하지만, COPD의 급성 악화나 폐렴, 입원율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통하여 COPD에서 폐렴구균백신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결론적으로 COPD 환자
에서 폐렴구균백신 효과를 밝히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대규모의 RCT가 600명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
로 3년간 추적관찰했던 것으로, 이 기간 중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확인된 예도 5예 밖에 되지 않은 점27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백신의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RTC는 아니었으나
여러 관찰 연구들에서 백신의 효과 및 효용성에 대한 여러 고무적인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정상 면역을 갖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역시, 폐렴의 발생이나 사망 예방을 위한 PPV 접종을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침습적 폐렴구균 감염증에 대해서는 RCT에서 74% (95% CI, 56∼85), 관찰연구에서
20
52% (95% CI, 37∼61)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COPD 환자에서 PPV의 효과와 관련된 2개의 메타분석은 모두 RCT만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PPV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RCT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이미 침습적 폐렴구균 감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상태에서 COPD 같은 위험군에서 새로운 RCT를 계획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잘 짜여진 관찰 연구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PD 환자에서 PCV13 관련 효과와 연관해서는 2008년 네덜란드에서 6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PCV13 관련
무작위 위약 비교 임상연구(community-acquired pneumonia immunization trial in adults, CAPITA)가 진행되어 2013
년 8월 종료되었고, 2014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40.
5. 결론
COPD 환자는 폐렴 구균 감염의 위험군이지만, 현재까지 COPD 환자들에서 PPV23 효과에 대한 RCT들의 결과만을
고려하면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정상 성인 대상의 대부분의 메타연구에서는 침습적 폐렴구
균 감염증에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고, COPD 환자에서 백신 접종의 권고안도 이 결과들에 근거한다. COPD
환자에서 PCV13와 PPV23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각 백신들의 장단점 및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잘 살펴
결정해야 할 것이고,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CAPITA 연구의 결과가 COPD 환자에서의 PCV13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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