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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nosocomial sepsis and
to identify the most relevant risk factors for nosocomial sepsis in high-risk very low birth
weight (VLBW) infants.
Methods : A retrospective review of 341 VLBW infants, admitted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of the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 Seoul) between January 2002 and June
2009, who survived more than 72 hours was performed. The incidence, causative organisms,
risk factors and prognosis of nosocomial sepsis in VLBW infants were analyzed.
Results : The incidence of nosocomial sepsis was 16.1% and the onset date of nosocomial
sepsis was 21.5±15.9 days (mean±SD) after delivery. Staphylococcus aureus (21.3%) was
the most common organism in the patients with nosocomial sepsis in VLBW infants.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estational age [odds ratio (OR), 0.87; 95%
CI, 0.83-0.91], umbilical artery catheter use for more than 5 days (OR, 2.2; 95% CI, 1.154.46), umbilical venous catheter use for more than 5 days (OR, 2.1; 95% CI, 1.11-4.16),
peripheral arterial line use (OR, 2.1; 95% CI, 1.14-4.04) and intravenous intralipids (OR, 4.3;
95% CI, 1.13-14.32) were identified as risk factors.
Conclusion : The limited usage of intravascular catheter related procedures and the short
providence of intravenous nutrition may decrease the incidence of nosocomial sepsis in
VLBW infants. (J Korean Soc Neonatol 2010;17:84-93)
Key Words : Nosocomial infectio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Risk factor
폐렴, 위장관염, 제대염, 결막염, 요로감염 등의 형태로

서

발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 병원 감염 패혈증은 가장 흔한

론

형태로 대부분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로 치료되나, 면역
성이 저하되어 있는 미숙아에서는 병원 감염 패혈증에

병원내 감염(nosocomial infection)은 신생아 중환

의한 사망률이 높으며, 생존한 환아에서도 합병증을 남

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의 약 40% 정도에서 발병하는

기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키고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온

흔한 감염으로, 병원 감염 패혈증(nosocomial sepsis),

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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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생아 집중치료술이 발전하면서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생존율이 증가하였으나, 이들은 면역기능이 미
성숙하고, 출생후에 중증의 질환을 동반하며 침습적 처
치를 실시하고,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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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감염 패혈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별, 분만방법, Apgar 점수, 모체의 스테로이드 사용여부,

다.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병원 감염 패혈증의 발생 빈

모체의 항생제 사용여부, 신생아의 예방항생제 사용유무

3, 4)

, 각 신생

와 기간을 조사하였다. 또한 출생이후에 입원경과와 관

아 중환자실의 치료방침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련된 요인인 초기 체중감소 정도, 출생 몸무게 회복일,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유병률을 낮

장관영양 시작일, 장관영양 목표량 도달일, 생후 28일까

추기 위해서는 병원내 감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지 투여한 장관영양 총량 중 모유수유율이 50% 이상인

본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병원내 감

경우, 총 입원기간, 동반질환(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동맥관 개존증, 만성 폐질환, 괴사성 장염, 뇌출혈, 뇌백

비교적 같은 치료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과 대전의

질연화증, 미숙아 망막증), 예후를 조사하였다. 입원기간

을지병원에서 출생한 1,500 g 미만의 극소 저출생 체중

중 실시한 침습적 시술에 대해서 기도삽관 유무와 인공

아들의 입원기록을 검토하여, 병원 감염 패혈증의 발생

호흡기 총 사용 기간, 제대동맥관(umbilical artery ca-

빈도, 원인균, 위험인자, 예후 등을 분석하여, 향후 극소

theter, UAC), 제대정맥관(umbilical venous cathe-

저출생 체중아의 치료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

ter, UVC),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line) 말초동맥

적으로 병원 감염 패혈증의 발생을 줄이는데 사용하고자

관(peripheral arterial line, PAL)에 대해서 각각의 사

하였다.

용유무와 기간(패혈증군은 패혈증 발병이전까지), 총정

도는 약 16-3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맥영양(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투여유무와
총 투여기간, 정맥내지방(intravenous lipid nutrition,

대상 및 방법

ILN) 투여유무와 총 투여기간을 조사하였다. 모든 자료
는 의무기록지를 통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1. 대 상

3. 통계분석

2002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을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시행하

지의과대학교 대전을지병원과 노원을지병원 신생아 중

였다. 패혈증 발생 관련요인에 대한 유의성 비교는 카이

환자실에 입원한 출생체중 1,500 g 미만의 극소 저출생

제곱 검정과 t 검정을 이용하였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

체중아 중 출생후 72시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

한 요인들로 모형을 만들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P <0.05로 하였다.

2. 방 법

결

병원 감염 패혈증은 생후 72시간 이후에 패혈증의 임

과

상증상 및 징후로 여겨지는 갑작스런 무호흡, 빈호흡, 서
맥, 빈맥, 창백, 기면, 증가된 산소요구량, 저혈압, 호흡곤

1. 대상환자의 임상적 특징

란, 수유곤란, 체온불균형과 함께 혈액검사상 감염이 의
심되는 소견(백혈구 증가증, 백혈구 감소증, 미성숙 백혈

조사기간 동안 입원한 미숙아 총수는 3,583명이었고,

구의 증가, 혈소판 감소증, C 반응성 단백의 증가, 고혈

이 중 극소 저출생 체중아는 404명(11.3%)이었다. 이

당, 저혈당, 대사성 산증)이 동반되고 말초혈관에서 1회

중에서 출생후 3일 이내에 패혈증이 발생한 17명, 3일

이상의 혈액배양을 실시하여 검사상 균이 동정되고 이의

이내에 사망한 25명, 생후 3일 이내에 타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위해서 5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경우로

된 21명을 제외한 341명이 출생후 72시간 이상 입원한

정의하였다.

극소 저출생 체중아였다. 대상환자 341명 중 입원기간

대상환자들은 입원기간 중 병원 감염 패혈증이 있었

동안 병원 감염 패혈증에 1회 이상 감염된 패혈증군은

던 패혈증군과 병원 감염 패혈증이 없었던 대조군으로

55명(16.1%)으로 평균 재태기간 28.9±2.7주, 평균 출

나누어서 출생과 관련된 요인인 재태기간, 출생체중, 성

생체중 1,117.7±261.7 g 이었고, 패혈증에 감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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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조군은 286명(83.9%)으로 평균 재태기간 30.0

장 높았고 2004년이 가장 낮았다. 재태기간별 발생빈도

±2.9주, 평균 출생체중 1,185.0±2,271 g으로 패혈증

는 재태기간이 커질수록 유의하게 감소되었는데(P =

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의미 있게 재태기간이 어렸다(P

0.009), 25주 미만에서 100%, 25-28주 사이에는

=0.007). 그러나 두 군 간에 성별, 분만방법, Apagr 점

20.2%, 29-32주 사이에는 17.5%, 33주 이상에서는

수, 산과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6.7%로 감소하였다. 출생체중별 발생빈도는 750 g 이
하에서 33.3%, 751-1,000 g 사이에서 17.6%, 1,001

2. 병원 감염 패혈증 빈도 및 원인균 분포

-1,250 g 사이에서 14.6%, 1,251-1,500 g 사이에서

대상환자 341명 중 55명에서 1회 이상의 병원 감염

14.4%였다(Table 2). 패혈증군의 평균 증상 발현은

패혈증이 발생하여 16.1%의 발생빈도를 나타냈고, 입원

21.5±15.9일로 최소 4일에서 최대 73일까지 발병하였

기간 중 병원 감염 패혈증이 1회 발생한 경우는 51명

다. 55명의 패혈증군에서 총 61개의 원인균주가 확인되

(92.7%), 2회 발생한 경우는 2명(3.6%), 3회 발생한

었는데 이 중 그람 양성균주가 35례(57.4%)로 가장 높

경우는 2명(3.6%)이었다. 연도별 병원 감염 패혈증 발

은 빈도를 보였고, 그중에서 Staphylococcus aureus가

생빈도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15.4%, 6.5%,

13례(21.3%),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4.9%, 27.9%, 14.6%, 18.0%, 19.3%로 2005년에 가

(CoNS)가 6례(9.8%), Staphylococcus epidermidis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Sepsis group (n=55)

Control group (n=286)

P -value

1,117.9±261.7
28.9±2.7
56.4
65.5

1,185.0±227.1
30.0±2.9
46.5
74.8

0.051
0.007†
‡
0.180
‡
0.150

3.8±2.3
6.7±1.4
18.2
70.9
23.6

4.2±2.0
6.8±1.5
25.5
65.8
18.3

0.214
†
0.534
0.245‡
‡
0.466
‡
0.358

*

Birth weight (g)
Gestational age* (wks)
Gender (%, male)
Cesarean section (%)
Apgar score
*
1 min
*
5 min
Twin (%)
Maternal steroid (%)
Maternal antibiotics (%)
*

Values are mean±SD;

†

t-test;

‡

†

†

Chi-square test

Table 2. Incidence of Nosocomial Sepsis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according to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ght
No. of patients (n=341)
Birth weight (g)
≤750
751–1,000
1,001–1,250
1,251–1,499
Gestational age (wks)
<25
25–28
29–32
≥33

No. of sepsis patients (%) (n=55)

P -value*

18
68
109
146

6
12
16
21

(33.3)
(17.6)
(14.7)
(14.4)

0.208

1
99
166
75

1 (100 )
20 (20.2)
29 (17.5)
5 ( 6.7)

0.009

*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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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례(8.1%)의 순이었다. 그람 음성균주는 19례

율이 패혈증군에서 16%, 대조군에서 13.6%로 패혈증

(31.1%)로 이 중 Klebsiella pneumoniae가 9례(14.7

군에서 의미 있게 많았고(P =0.018), 생후 28일까지 투

%)로 가장 많았고, 진균은 7례(11.5%)로 나타났다

여된 장관영양의 50% 이상을 모유수유로 실시하고 있

(Table 3).

는 비율이 패혈증군은 25%, 대조군은 47.1%로 패혈증
군이 의미 있게 낮았다(P =0.007, Table 4). 단변량 분

3. 병원 감염 패혈증과 연관된 위험인자 분석

석에서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생각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병원 감염 패혈증의 위험인자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연관성을 배

선택하여 비교하였는데, 이 중 패혈증군과 대조군의 인

제하고 요소의 독립적인 위험요소를 살펴보았다. 최종모

공호흡기 치료를 위한 기도삽관의 비율이 각각 87.3%와

형에 포함된 변수는 재태기간과 UAC, UVC, PAL, ILN

67.5%(P =0.003), 제대동맥관 사용기간이 평균 4.1±

이었다. 이 중 재태기간(OR, 0.87; 95% CI 0.83-

5.3일과 2.4±3.5일(P =0.025), 제대동맥관을 5일 이

0.91), 5일 이상 제대동맥관을 삽입한 경우(OR, 2.27;

상 삽입한 비율이 41.8%와 22.4%(P =0.002), 제대정

95% CI 1.15-4.46), 5일 이상 제대정맥관을 삽입한

맥관 사용기간이 평균 6.6±5.0일과 4.4±4.7일(P =

경우(OR, 2.15; 95% CI, 1.11-4.16), 말초동맥관을

0.002), 제대정맥관을 5일 이상 삽입한 비율이 63.6%

삽입한 경우(OR, 2.15; 95% CI, 1.13-4.04), 정맥내

와 42%(P =0.003), 말초동맥관을 삽입한 비율이 60%

지방을 투여한 경우(OR, 4.34; 95% CI, 1.13-14.32)

와 37.8%(P =0.002), 말초동맥관 사용기간이 평균 5.6

등이 위험인자로 나타났다(Table 5).

±8.0일과 3.0±5.9일(P =0.024)로 의미 있는 위험인

4. 대상환자의 임상적 결과

자로 나왔다. 또한 출생직후 발병하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의 경우에 패혈증군이 80%, 대조군이 58%로 의

병원 감염 패혈증의 발생이 대상환자의 예후에 영향

미 있게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P =0.002), 동맥관 개존

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증의 경우에도 각각 61.8%, 45.8%(P =0.03) 발생비율

분석에서 제외하여 따로 살펴보았다. 대상환자의 입원에

로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나왔다. 그 외 초기 체중감소비

서 퇴원시까지 사용한 인공호흡기의 총기간은 패혈증군

Table 3. Causative Organisms for Nosocomial Sepsis
Organism

No. of sepsis patients (%)

Gram (+) organisms
Staphylococcusaureus
Coagulase (-) staphylococcus
Enterococcus spp.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reptococcus spp.
*
Other
Gram (-) organisms
Klebsiellapneumoniae
Enterobactercloacae
Burkholderia cepacia
Acinetobacter spp.
Other†
Fungus
Candida albicans
Other Candida spp.
Total
*

No. of deaths (%)

35 (57.4)
13 (21.3)
6 ( 9.8)
6 ( 9.8)
5 ( 8.1)
4 ( 6.5)
1 ( 1.6)
19 (31.1)
9 (14.7)
3 ( 4.9)
2 ( 3.2)
2 ( 3.2)
3 ( 4.9)
7 (11.5)
4 ( 6.5)
3 ( 4.9)
61 (100)

†

Staphylococcus auricuralis; E. coli, Serratia marcescens, Pseudomonas aerugin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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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Nosocomial Sepsis

First day preventive antibiotics (%)
†
Preventive antibiotics duration (day)
Intubation (%)
UAC§ (%)
†
UAC§ duration (day)
>5 day duration (%)
>10 day duration (%)
UVC (%)
†
UVCduration (day)
>5 day duration (%)
>10 day duration (%)
CVC (%)
CVC duration (day)
PAL (%)
†
PAL duration (day)
TPN (%)
ILN (%)
RDS (%)
PDA (%)
†
Onset date of enteral feeding (day)
≥ 1/2 Breast feeding on 28 day (%)
Initial weight loss† (%)
†
Regain days of birth weight (day)
*

†

Sepsis group
(n=55)

Control group
(n=286)

96.4
5.3±2
87.3
58.2
4.1±5.3
41.8
12.7
78.2
6.6±5.0
63.6
29.1
80.0
20.1±14.4
60.0
5.6±8.0
96.4
96.4
80.0
61.8
5.0±4.0
25.0
16.0±7.0
20.2±8.5

91.3
6.2±5.2
67.5
44.1
2.4±3.5
22.4
5.6
64.7
4.4±4.7
42.0
15.7
76.2
20.7±17.4
37.8
3.0±5.9
89.8
82.0
58.0
45.8
4.8±4.6
47.1
13.6±6.7
17.2±18.9

P -value
0.199*
‡
0.050
*
0.003
0.054*
‡
0.025
*
0.002
0.053*
*
0.051
‡
0.002
0.003*
*
0.018
*
0.543
0.822‡
*
0.002
‡
0.024
0.122*
*
0.007
*
0.002
0.030*
‡
0.756
*
0.007
0.018‡
‡
0.276

‡

Chi-square test; Values are mean±SD; t-test
Abbreviations : UAC, umbilical arterial catheter; UVC, umbilical venous catheter; CVC, central venous catheter;
PAL, peripheral arterial catheter;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ILN, intravenous lipid nutrition;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과 대조군이 각각 평균25±28.8일, 10.3±16.9일로 패
혈증군이 의미 있게 길었고(P =0.001), 총 정맥영양 투
여일도 평균31.3±20.4일, 20.8±17.4일로 패혈증군이

Table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Nosocomial Sepsis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의미 있게 길었고(P =0.001), 총 정맥지방 투여일도 평
균 25.1±17.0일, 15.9±15.5일로 패혈증군이 의미 있
게 길었다(P =0.001). 또한 수액보충요법 없이 장관영
양 목표량에 도달한 날도 패혈증군은 평균 48.8±24.4
일, 대조군은 34.1±19.3일로 의미 있게 길었다(P =
0.000). 입원기간 중 이환된 질병 중에서 만성폐질환이
패혈증군은 52.7%, 대조군은 30.8%로 패혈증군이 의
미 있게 높았고(P =0.002), 괴사성 장염의 경우에도 패

Gestational age
UAC≥5 days
UVC≥5 days
PAL
ILN

OR

95% CI

P -value

0.87
2.27
2.15
2.15
4.34

0.83-0.91
1.15-4.46
1.11-4.16
1.14-4.04
1.13-14.32

0.000
0.017
0.023
0.017
0.016

Abbreviation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UAC, umbilical arterial catheter; UVC, umbilical venous catheter; PAL, peripheral arterial catheter; ILN, intravenous lipid nutrition

혈증군이 30.9%, 대조군이 10.5%로 의미 있게 높았다
(P =0.000). 최종적으로 병원재원일수에서 패혈증군이

혈증군이 83.6%로 대조군의 91.6% 보다 의미 있게 낮

평균 74.9±61.6일, 대조군이 56.7±25.7일로 패혈증군

았다(P =0.012, Table 6).

이 의미 있게 길었고(P=0.035), 생존율에 있어서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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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utcome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Total mechanical ventilation duration* (day)
*
Total TPN duration (day)
*
Total intralipid duration (day)
Full enteral feeding date* (day)
BPD (%)
NEC (%)
IVH (%)
PVL (%)
ROP (%)
Hospitalization days* (day)
Survival (%)

Sepsis group
(n=55)

Control group
(n=286)

P -value

25.0±28.8
31.3±20.4
25.1±17.0
48.8±24.4
52.7
30.9
35.2
12.7
43.6
74.9±61.6
83.6

10.3±16.9
20.8±17.4
15.9±15.5
34.1±19.3
30.8
10.5
25.3
8.8
38.2
56.7±25.7
91.6

0.001†
†
0.001
†
0.001
0.000†
‡
0.002
‡
0.000
0.131‡
‡
0.358
‡
0.453
0.035†
‡
0.012

Values are mean±SD; †t-test; ‡Chi-square test
Abbreviations :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

21%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자료로는 1999년에 Lee

고

등3)이 단일 병원에서 3년 2개월간 166명을 대상으로

찰

한 연구에서 34.3%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7년 6
개월간 341명을 대상으로 16.1%의 빈도를 보여 앞서
출생 직후부터 의료적 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시된 빈도에 비해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연

1,500 g 미만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는 산과적 진단 기술

도별 발생빈도 추세에서는 2005년에 27.9%,로 가장 높

과 치료가 향상되고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빈도가

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그 해에 대상환자의 수가 63

증가하였는데, 여기에 신생아학의 발달로 생존율이 향상

명(18.8%)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던 것이 발생율에

5)

되고 있다 . 그러나 극소 저출생 체중아는 입원기간 중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병원

다른 중환자실 환자에 비해서 병원 감염에 취약한데, 이

감염 패혈증의 빈도는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재태기간이

것은 미숙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고, 감염 경로가 다양

어릴수록 증가된다고 하였는데3, 4, 7), 본 연구에서 출생

하며, 감염의 임상양상이 비특이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체중별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750 g 이하에서 33.3%,

많고, 각종 치료를 위한 침습적 시술을 시행 받는 경우가

751-1,000 g 사이에서 17.6%, 1,001-1,250 g 사이

대부분이고,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항

에서 14.6%, 1,251-1,500 g 사이에서 14.4%로 나타

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균주에

나 출생체중 751 g 이상에서는 비슷한 발생빈도를 보였

의해서 감염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여기에 신생아 중

다. 이것은 Stoll 등7)의 결과에서 각각43%, 28%, 15%,

환자실 환경 자체가 감염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

7%로 출생체중이 감소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과는

으로 생각되고 있다6). 결국 극소 저출생 체중아들의 병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재태기간별 발생빈도를 살펴본 결

원 감염 패혈증은 이들의 이환과 사망을 증가시키고 입

과에서도 25주 미만(대상환자 1명)에서 100%, 25-28

원기간을 연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신생아 집중

주 사이에는 20.2%, 29-32주 사이에는 17.5%, 33주

치료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는 6.7%로, 25-32주 사이에서는 감소경향이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병원 감염 패혈증의 빈도는

뚜렷하지 않으나33주 이상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

16-30%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는데4, 7-9), 2002년

을 보였는데, 이것은 Stoll 등7)의 결과에서 각각 46%,

7)

에 Stoll 등 이 15개 병원에서 2년간 총 6,215명의 극

29%, 10%, 2%로 감소하는 양상과 차이를 보였다. 병원

소 저출생 체중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다기관 연구에서는

감염 패혈증의 원인 균주로 Adams-Chapman 등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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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 그람 양성균, 18%가 그람 음성균, 12%가 진균

의 사용기간, 총정맥 영양 투여기간, 인공호흡기 사용기

에 의해서 병원 감염 패혈증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그람

간등이 의미 있는 위험인자라 하였다. 그러나 Makhoul

양성균 중에서도 CoNS가 가장 흔한 원인균이라고 하였

등4)이 5,555명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를 대상으로 실시

4)

다. Makhoul 등 도 5,555명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를

한 연구에서는 재태기간, 인공호흡기의 사용기간, 제왕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원 감염 패혈증의 55%가 그람

절개분만, 동맥관 개존증, 괴사성 장염, 기관지 폐 이형

양성균, 31%가 그람 음성균에 의한 감염이었다고 하였

성증 등이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나와 출생체중, 재태기

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그람 양성균이 35례(57.4%),

간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 치료 방침에 따른 요인 등 다

그람 음성균이 19례(31.1%), 진균이 7례(11.5%)의 순

양한 변수들이 위험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

으로 이전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람 양성

다. 그러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전체 환자들을

균 중에는 S. aureus가 13례(21.3%)로 가장 많았는데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포함해서 살펴 보았을

13례 모두 항생제 내성균주인methicilin resistant

때8, 13-15), 공통적으로 출생체중, 재태기간, 인공호흡기

staphylococcus aureus (MRSA)로 vancomycin에 감

사용기간, 혈관내 침습적 카테터 사용기간, 총정맥영양

4, 7, 11)

에서 47.5-55%로 가장

투여기간 등은 공통적인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본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CoNS는 본 연구에서 6례(9.8%)

연구에서도 각 위험인자 간의 상호간 영향을 보정하기

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6례의

위해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태기간,

CoNS 감염 환자 중 3례가 사망하였는데 이 중 2례는 중

제대동맥관을 5일 이상 삽입한 경우, 제대정맥관을 5일

증의 기관지 폐이형성증,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사망으

이상 삽입한 경우, 말초동맥관을 삽입한 경우, 정맥내 지

로 CoNS 감염에 의한 사망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방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등이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수성을 보였다. 외국보고

재태기간이 어릴수록 감염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그람 양성균주가 호발하는 이유는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

3, 4, 7, 14, 16)

, 이는

서 침습적 처치, 총정맥 영양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었는데

피부상재균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

재태기간이 어릴수록 미숙하여 출생직후에 신생아 호흡

MRSA의 빈도가 높은 것은 본원에서 출생직후 예방적

곤란증 등을 포함한 각종 중증의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

항생제의 사용빈도가 평균 93.8%로 높아 항생제 내성균

이 높고 또 이들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각종 침습적 처치

주의 출현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람 음성균 중에

가 필요하며, 감염에 대한 면역성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서는 K.pneumoniae가 9례(14.7%)로 가장 많았는데,

생각된다. 몇몇 연구에서 병원 감염 패혈증의 빈도가 급

이 중 33.3%인 3례가 사망하여 높은 사망률(33.3%)을

격히 변하는 제태주수를 보고하였는데, Olsen 등16)은

보였다.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그람 음성균에 의한 사

재태기간 28주를 기준으로 28주 미만에서는 입원

12)

이 중의 대부분을

1,000일당 10.5 빈도를 보이나 28주 이상 미숙아에서

K.pneumoniae 감염이 차지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

만삭아 사이에서는 입원 1,000일당 1.2-3.5일로 큰 변

도 이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 5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

화가 없어 재태기간 28주 미만을 중요한 위험인자라 하

시한 전국적 신생아 패혈증 원인균 조사에서 병원내 감

4)
였다. Stoll 등7)과 Makhoul 등 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망률은 약 40%로 보고되고 있는데

염균으로는 S. epidermidis, S. aureus, CoNS 순으로

경향을 보여서 재태기간 28-29주 사이가 중요한 변환

많았고2), 그람 음성균 중에는 Enterobacter가 K. pneu-

점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Auriti 등14)은 재태기간 32

moniae보다 다소 높은 빈도로 나타나 극소 저출생 체중

주 이하가 위험인자라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재태기간

아를 대상으로 한 결과들과 차이를 보였다.

32주 이하에서 호발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

병원 감염 패혈증의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는 수년 전

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태기간 28주 이하의 환자가 29%

부터 지속되었으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극소 저출생 체

로 다소 작고, 전체 대상환자의 숫자도 앞서의 대규모 연

7)

중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Stoll 등 이

구에 비해 작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6,215명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

제대동맥, 제대정맥, 중심정맥을 이용해서 혈관내 카

감염 패혈증과 관련된 위험인자의 분석에서 재태기간,

테터를 삽입하는 침습적 시술이 위험인자가 된다는 연구

외과적으로 삽입한 중심정맥관의 삽입기간, 말초동맥관

보고는 과거에서부터 많았다3, 7, 10, 13-15, 17). 극소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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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체중아와 같이 출생후 바로 장관영양의 시작이 어렵

하게 되는데 비록 지방투여만이 위험인자로 나타나기는

고,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비롯한 각종 예견되는 중

했으나 이는 총정맥영양투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

증 질환을 동반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출생직후부터

겨진다. 특히, 지방유제와 총정맥영양은 환자 개별적으

잦은 혈액검사를 위한 제대동맥관, 영양공급과 수액처치

로 처방되어 조제가 필요한데, 무균실에서 조제된 것이

를 위한 제대정맥관 혹은 중심정맥도관술 등을 빈번히

기는 하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연결하는 과정

15)

시행하게 된다. Moro 등 은 삽입부위 피부주변에 세균

등에서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의심이 된다.

이 집락화하여서 세균이 유입되거나, 일시적 균혈증에

앞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극소 저출생 체

의한 혈중내 세균이 카테터에 집락화되거나, 위장관을

중아의 치료에서 가급적 침습적 카테터 사용을 줄이는

통해서 세균이 유입되어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기에 장관영양을 시작

다. 특히, 제대주변에는 균들이 풍부하게 있어서 5일 이

하고 일찍 장관영양만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패혈증

상 제대정맥관을 삽입한 경우에는 병원 감염 패혈증의

21)
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20). Ronnestad 등 은

빈도가 21배 증가하고, 5일 이상 제대동맥관을 삽입한

405명의 28주 미만 혹은 1,000 g 미만의 미숙아에서 생

경우에는 그 빈도가 16배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후 3일 이내의 모유수유 시작과 생후 3주 내의 모유를

서도 5일 이상 제대정맥관이나 제대동맥관을 삽입한 경

이용한 완전 장관영양의 완성은 감염을 의미 있게 줄이

우에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2.27배, 2.15배 병

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감염에 대한 모유

원 감염 패혈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유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생후 28일 까지 투여된 장관

Graham 등12)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를 대상으로 그람

영양 총량 중 50% 이상을 모유수유로 했던 경우를 살펴

음성균에 의한 병원 감염 패혈증의 위험인자를 조사하였

보았는데 패혈증군에서 25% 대조군에서 47.1%로 의미

는데, 중심정맥도관술을 1-9일 사용하는 것은 그람 음

있는 차이를 보였지만,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성 패혈증의 발생위험도를 높이지 않았으나, 10-21일

의미 있는 위험요소에서 배제되었다. 향후 완전 모유수

사용하는 경우에는 40배, 2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감염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90배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모유, 조기장관영양, 병원 감염 패혈증의 관계를 살펴보

말초동맥관 삽입에 대한 연구자료는 드문데, 본연구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에서 말초동맥관을 삽입하는 경우에 병원 감염 패혈증의

병원 감염 패혈증이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예후에 미

발생이 2.15배 증가된다고 하였다. 본원에서 말초동맥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만성폐질환, 괴사성 장염의

관은 출생후 제대동맥관 삽입술에 실패하였으나, 급성

발생과 연관이 있었고, 총 인공호흡기 치료기간, 총 정맥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서 잦은 혈액검사와 지속적인 혈

영양 투여기간, 입원기간을 연장시키며, 완전 장관영양

압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거나, 입원기간

만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추고, 궁극적으

중에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져서 혈압의 모니터링과 혈관

로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 7, 13, 15). 본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삽입하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데로 제거하여 되도록 짧은 기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결론적으로 본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극소 저출생 체

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패혈증군이 60%, 대조군이

중아의 병원 감염 패혈증의 발생빈도는 16.1%였고, 위

37.8%로 패혈증군의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나타났는데,

험인자로는 재태기간이 어리고, 제대동맥관, 제대정맥관

이는 패혈증 증상이 확실히 발현되기 수일 전부터 비특

을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말초동맥관을 사용하는 경

이적인 환자의 상태변화가 있어서 환자의 모니터링을 위

우, 정맥내 지방유제를 사용하는 경우로 파악되었다. 본

해서 패혈증 발현 수일 전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연구의 의의는 극소 저출생 체중아만을 대상으로 한 병

할 수 없다.

원 감염 패혈증의 국내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341명의

중심정맥관을 통한 지방 투여가 위험인자로 나타났는

비교적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살펴본 결과로, 밝

데 이것은 카테터를 통해서 투여된 지방에 세균집락이

혀진 위험인자를 향후 병원 감염 패혈증을 줄이기 위한

14, 18, 19)

. 본원에

대책 마련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있다. 이 결과를 기초로

서는 지방투여와 함께 대부분 총정맥영양을 동시에 실시

향후 병원 감염 패혈증을 줄이기 위해서 제대관을 통한

호발하는 것이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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