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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를 생성하는 Escherichia coli 혹은 Klebsiella pneumoniae
가 확인된 신생아들의 임상적 특징 및 혈액학적 검사의 분석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선근·최민환·심규홍·최명재

Analyse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Hematologic Studies of Confirmed Infants by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Producing Escherichia coli or Klebsiella pneumonia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ungeun Lee, M.D., Minhwan Choi, M.D., Gyu Hong Shim, M.D. and Myoung Jae Chey, M.D.
Department of Pediatrics,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ESBL) producing organism is an important cause of infection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since 1990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hematologic
studies between neonates with ESBL-positive organism and those with ESBL-negative organism.
Methods: The subjects included 48 neonates admitted to NICU at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from January 2005 to
September 2010, from whom a total of 58 Escherichia coli or Klebsiella pneumonia were detected. The data were categorized in 2
groups, neonates with ESBL-positive and ESBL-negative. We compared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hematologic studies between
two groups.
Results: Of 48 neonates and 53 isolates, ESBL-positive were 18 neonates and 20 isolates. Both ESBL-positive and ESBL-negative
isolates were largely found in urine, each with 10 and 23. Of 20 ESBL-positive isolates, 13 (65%) and 7 (35%) were ESBL producing Escherichia coli and Klebsiella pneumonia , respectively. ESBL-positive neonates were associated with low 1 and 5 minutes Apgar scores (P =0.002 and P =0.001, respectively), more uses of oxygen (56% vs. 27%; P =0.005), longer duration of oxygen uses
(15.8±38.43 days vs. 4.3±12.5 days; P =0.008) and more frequent anemia (33% vs. 7%; P =0.040).
Conclusion: ESBL-positive neonates may have more anemia and lower Apgar score at birth. We can consider the use of cabapenem earlier if infant with previous antibiotics is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ESBL-positive organisms.
Key Words: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Neonates,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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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위 β-lactam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이형성 효소 집단으로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ESBL)는 penicillin계,

주로 Escherichia coli와 Klebsiella species에서 발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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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vulanic acid에 의하여 활성이 억제되는 특징이 있으며1,2), 신

CRP 등의 혈액학적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혈액 검사는

생아 패혈증을 일으키는 균 중 ESBL 양성 E. coli 및 K. pneu

입원 24시간 이내에 시행하였으며, 증상이 있을 때 배양 및 혈액

moniae의 경우 3세대 cephalosporin 계열 항생제에도 빠르게

검사를 시행하였다. 빈혈은 Hematocrit 또는 혈색소(hemo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imipenem 또는 meropenem과 같은

globin)의 농도가 해당 연령의 평균치에서 2 표준편차 보다 더

3,4)

carbapenem 계열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 국내에서는

떨어져 있을 때로 하였다. 조기 망막 파수는 분만이 시작되기 18

ESBL 생성 균주가 1990년 후반에 급증하여 ESBL 생성 E. coli

시간 전에 파수가 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무호흡은 호흡이 20초

5)

는 4.8-7.5%, K. pneumoniae는 22.5-22.8%라고 보고되었다 .

이상 정지하거나, 20초 미만이더라도 청색증(SaO2<85%) 이나

ESBL 생성하는 균은 외래 환자보다 특히 입원 환자에서 훨씬 높

서맥(심박수 <100회/분)을 동반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균 배

은 빈도로 분리되어 병원 감염을 주로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

양 검사는 발열, 무호흡 등의 신생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6,7)

고 있으며 , 감염의 위험인자로는 입원기간, 질환의 중증도, 중

시행된 혈액 배양 검사, 뇌척수액 배양 검사, 소변 배양 검사, 기

환자실치료기간, 기계호흡, 도뇨관이나 중심 정맥관 삽입, 항생

도 삽관 튜브 배양검사 및 기타 감염증 의심 시 시행된 농양 배

8,9)

제 복용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국내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
10)

양검사, 복수 배양검사, 타 부위 배양 검사로 나눠 ESBL 양성 및

에서 ESBL 생성 균주 감염의 발생과 그 증가에 대해 Jun 등 의

ESBL 음성 환아군으로 비교 분석 하였고, ESBL 양성 감염 환아

보고가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중 출생 후 감염이 확인된 시간을 분석하였다. 소변 배양 검사의

에 저자들은 단일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경험한E. coli 및K.

경우 방광천자(suprapubic puncture)를 통해 시행하였고, 본

pneumoniae 감염증에서 ESBL 생성 여부에 따른 두 군의 임상

연구에서 배양 검사 중 E. coli 및 K. pneumoniae가 가장 많이

적인 특징 및 혈액 검사 소견 등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검출되었던 소변 배양 검사 양성 환아들을 ESBL 양성 및 음성

자 하였다.

여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임상 양상 및 혈액학적 검사 결
과 등을 비교 분석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 통계적인 방법
1. 대상 및 방법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2005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

USA)를 사용하였다. 두 그룹 간의 mean 값의 비교에는 Mann-

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중에서 발열, 수유장애, 기면, 호

Whitney u-test를 사용하였으며, Frequency 의 비교에는

흡기 및 소화기계 증상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포함한 신생아 감

Fisher’s exact test 를 시행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염증 증상을 보인 환아 중 세균 배양 임상 검사 검체 중에서 E.

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coli 및K. pneumoniae가 배양된 48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
다. 이들 중에서 ESBL 양성인 18명의 환아들을 환자군으로 설

결과

정하였고, ESBL 음성인 30명의 환아들을 대조군으로 정하였다.
후향적 의무기록 고찰을 통하여 성별, 출생 체중, 재태 연령, 미

1. 균 배양 검사의 결과

숙아 여부, 산모 나이, 임신성 고혈압 여부, 제왕절개, 18시간 이

2005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대상이 된 48명의 환아에서

상의 조기 양막 파수 여부, 1분 및 5분 Apgar 점수, 태변흡입증

55균주의 E. coli 혹은 K. pneumoniae중에서 ESBL 양성은 18

후군, 선천성기형, 산소 공급 여부 및 사용 기간, 인공환기기 적

명에서 20균주가 검출되었고, ESBL 음성은 30명에서 35균주가

용 여부 및 사용 기간, 감염증 당시 발열, 무호흡, 이전 항생제 사

배양되었다. ESBL 양성 18명 중 E. coli 가 12명(66.6%), K.

용 유무, 중심 정맥 도관 유무, 입원 기간 등 임상적 특징과 출생

pneumoniae가 6명(33.3%) 였으며, ESBL 음성 30 명 중E. coli

시 혈색소, 출생 시 적혈구 용적률, 출생 시 백혈구수, 출생 시 혈

가 18명(60%), K. pneumoniae가 12명(40%)로 통계학적으로

소판, 감염증 당시 혈색소, 감염증 당시 적혈구용적률, 감염증 당

유의성은 없었다. ESBL 양성군와 음성군 모두에서 소변배양검

시 혈색소, 감염증 당시 적혈구용적률, 감염증 당시 백혈구수, 감

사 양성이 각각 10균주(55.5%), 23균주(76.6%)로 가장 많았고

염증 당시 혈소판수, 감염증 당시 백혈구감소증, 감염증 당시 혈

(P=0.127), 혈액배양 검사에서 검출된 경우는 각각 5균주(27%),

소판감소증, 출생 시 C-reactive protein (CRP), 감염증 당시

2균주(6%)였고(P=0.086), 뇌척수액배양검사에서는 각각 1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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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lture sites of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producers in ESBL-positive group and
ESBL-negative group.

(5%), 6균주(20%) (P=0.231) 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
었다. 농양 배양 검사 에서는 각각 1균주, 1균주였고, 복수 배양
검사에서 ESBL 양성군에서 1균주였으나 ESBL 음성균에서는

Table 1. Comparison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Neonates Infected with ESBL-positive Organism and the Neonates
Infected with ESBL-negative Organism
ESBL-positive ESBL-negative P (n=18)
(n=30)
value

배양되지 않았다. 기도 삽관 튜브 배양검사에서 양성군에서 2균
주, 음성군에서는 1균주였고 그 외 부위에서 ESBL 음성군에서
만 2균주가 배양되었다(Fig. 1).
2. 임상 양상
ESBL 양성 균주가 배양된 환아군을 ESBL 음성 균주가 배양

Male

11 (61)

22 (73)

0.376

Prematurity infant

7 (39)

6 (20)

0.154

C-section

9 (50)

8 (27)

0.102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3 (17)

2 (7)

0.266

Congenital anomaly

7 (39)

9 (30)

0.545

32.2±4.7

30.9±3.8

0.259

0

0.136

37+5±3+1

0.100

Maternal age

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1분과 5분 Apgar 점수가 각각 6.3±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2.4 과 7.9±1.5 (P=0.002), 8.1±1.5과 9.4±0.7 (P=0.001)로 환아

Gestational age (weeks)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성별, 출생 체중, 미숙아 여
부, 산모 나이, 임신성 고혈압 여부, 제왕절개, 조기 양막 파수 여

Birth weight (g)

2 (11)
34+4±5+1

2,377±1,066 3076±807

0.43

Apgar score (1 min)

6.3±2.4

7.9±1.5

0.002

Apgar score (5 min)

8.1±1.5

9.4±0.7

0.001

부, 출생 키, 출생 시 머리둘레, 태변흡입증후군, 선천성기형, 감

Meconium aspiration syndrome

0

2 (7)

0.386

염증 당시 발열, 무호흡 등의 증상에서는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

Expired

2 (11)

1 (3)

0.547

의한 차이는 없었다. 재태 연령의 경우 ESBL양성 환아군에서

Oxygen uses

10 (56)

8 (27)

0.005

7 (39)

4 (13)

0.074

+4

+1

+5

+1

34 ±5 주, ESBL 음성 환아군에서 37 ±3 주로 ESBL 양성 환
아군에서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00).산소

Mechanical ventilator uses
Duration of oxygen uses (days)

15.8±38.4

4.3±12.5

0.008

Fever

11 (61)

13 (43)

0.233

Apnea

4 (22)

5 (17)

0.711

과 8명(27%)이 있었다(P=0.005). 평균 산소 공급 필요 일수는

Previous anti-biotics

8(44)

6(20)

0.071

15.8±38.4일과 4.3±12.5일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Central line

8(44)

5(17)

0.053

(P=0.008), 인공환기가 필요한 환아는 7명과 4명으로 통계학적

*Data are given as the number of patients (%) or mean±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ESBL,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공급이 필요했던 환아는 환아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10명(56%)

유의성은 없었다. 이전 항생제 사용한 경우는 ESBL 양성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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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명, 음성군에서는 6명이었고, 배양검사 양성 확인 전 중심정
맥 카테터를 삽입한 경우는 각각 8명, 5명 이였고 통계학적 유의

4. 소변배양검사 양성 환아에서 ESBL 양성 및 음성 환아
군의 비교

성은 없었다(P=0.071, P=0.053). 입원 기간의 경우 각각 56.4±

총 48명 55균주를 비교한 결과 ESBL 양성 환아군 및 대조군

56.0 일, 21.8±24.1 일로 ESBL 양성군에서 입원기간이 더 길었

에서 소변 배양 검사에서 각각 10명, 10균주와 23명, 23균주로

다(P=0.007)(Table 1).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소변 배양 검사 양성인 전체 33명의 환아
를 ESBL 양성 여부에 따라 나누고 임상양상을 비교하였는데 1

3. 혈액학적 검사 결과

분, 5분 Apgar 점수는 양성 환아군에서 더 낮았고(7.1±2.1 vs.

ESBL 양성 환아군 및 대조군에서 입원 당시 혈색소, 적혈구

8.3±1.3, P=0.010; 8.5±1.4 vs. 0.5±0.7, P=0.008), 산소 사용 기

용적률, 백혈구수, 혈소판수 및 CRP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간 더 길었다(6.6±17.4일 vs. 1.2±4.4, P=0.014). 혈액 배양 검사,

이가 없었다. 감염증 당시 혈색소, 적혈구용적률, 백혈구수, 혈소

뇌척수액 배양 검사에서는 임상 양상 및 혈액학적 검사상 통계

판수 및 CRP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SBL 양성

학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Table 3).

환아군 및 대조군에서 백혈구 감소증은 4명과 1명, 혈소판 감소
증은 6명과 3명으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5. ESBL 양성 감염 환아에서 감염이 확인된 시간

었다. 배양검사에서 양성 시점의 빈혈의 유무는 ESBL양성 환아

ESBL 양성 감염 환아 중 출생 후 7일 이내는 10명(55%), 출생

군에서 대조군 보다 더 많았다(33% vs. 7%,P=0.040)(Table 2).

7일 이후는 8명(45%) 였다. ESBL 음성 감염 환아군 중 출생 후 7
일 이내는 11명(36%), 출생 7일 이후는 19명(64%)이였으나 통계
학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2).

Table 2. Comparisons of Laboratory Findings between the Neonates
Infected with ESBL-positive Organism and the Neonates Infected
with ESBL-negative Organism
ESBL-positive ESBL-negative P (n=18)
(n=30)
value

고찰
β-lactam 항생제는 기본적인 β-lactam환을 가지고 있는 화
학구조로 penicillins, cephalosporins, carbapenems, mono

Hemoglobin - Initial (mg/dL)

15.8±2.7

15.3±2.3

0.355

Hematocrit - Initial (fL)

46.5±8.0

44.5±7.0

0.389

WBC count - Initial (103/mm3)

12.9±7.1

14.0±10.0

0.828

Segmented neutrophil - Initial (%) 44.1±13.8

48.2±16.0

0.418

색체, 혹은 플라스미드 매개성 기전에 의해 형성되는 세균성 효

Lymphocyte - Initial (%)

40.0±12.4

35.9±13.5

0.950

소로서 1983년 Klebsiella ozeanae가 cefotaxime에 대해 내성

260±142

284±126

0.728

을 가지는 것을 발견한 이후, 현재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3

3

platelet count - Initial (10 /mm )

bactams로 분류된다11). 항균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것은 βlactamase에 의한 약제의 가수분해이며12), β-lactamase는 염

CRP - Initial (mg/dL)

5.14±6.2

2.12±3.4

0.16

ESBL은 모든 penicillin계와 cephalosporin계, aztreonam을

Hemoglobin on infection (mg/dl)

12.2±3.4

13.3±2.1

0.057

Hematocrit on infection (fL)

36.3±9.2

39.5±5.9

0.083

가수분해시켜 항생제 내성을 보이고 clavulanic acid 같은 β-

WBC on infection (103/mm3)

10.2±5.7

9.7±4.4

0.328

Segmented neutrophil on
nfection (%)

39.7±14.9

38.3±18.1

0.584

lactamase 억제제에 의해 그 작용이 제한되는 효소를 통틀어
정의하고 있다3). Penicillin, 협범위 cephalosporin 뿐 아니라
cefotaxime, ceftazidime과 같은 광범위 cephalosporin과

Lymphocyte on infection (%)

39.7±13.3

43.7±17.5

0.469

Platelet count on infection
(103/mm3)

229±178

326±182

0.715

CRP on infection (mg/dL)

1.0±2.4

1.1±3.4

0.84

Anemia on infection

6 (33)

2 (7)

0.040

Neutropenia on infection

4 (22)

1 (3)

0.059

Thrombocytopenia on infection

6 (33)

3 (10)

0.063

Apgar score (1 min)

7.1±2.1

8.3±1.3

0.010

*Data are given as the number of patients (%) or mean±standard
deviation.
Abbreviations: ESBL,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WBC, white
blood cell.

Apgar score (2 min)

8.5±1.4

9.5±0.7

0.008

Duration of oxygen uses (days)

6.6±17.4

1.2±4.4

0.014

Table 3. Comparisons of 1 and 5 minutes Apgar Scores and
Duration of Oxygen Uses between the Neonates Infected with ESBLpositive Organism and the Neonates Infected with ESBL-negative
Organism in Urine Culture
ESBL-positive ESBL-negative
(n=10)
(n=23)

*Data are given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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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nset time of culture positive in ESBL-positive neonates and ESBL-negative
neonates.

aztreonam과 같은 monobactams 등에 내성을 나타내며 그 외

염에 의한 감염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신생아실내 원내 감염

gentamicin, tobramyc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piperacillin/tazobactam, quinolone 등에도 감소된 감수성을

ESBL 생성 균주의 감염의 경우 3세대 cephalosporin을 사

보이지만 imipenem, amikacin 등에는 높은 감수성을 보이는

용해 치료할 경우 실패율이 높으며 다른 항균제에 내성을 나타

13)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러한 ESBL 신생아 폐혈증에서 25%의
15)

사망률을 보이며 , 신생아 환아에서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률을
16)

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제 선택이 어려우나 carbapenem 제제인
imipenem 이나 meropenem은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보이는 중요한 병원 원내 감염 인자로서 작용한다 . ESBL 생성

있어3,4) 신속하게 ESBL 균주를 동정하여 감수성 높은 항생제를

균주로는 E. coli, Klebsiella, Proteus, Serratia, Salmonella 및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감염 당시 경험적으로 광

Enterobacter 등의Enterobacteriaceae가 있다.

범위 항균제의 사용으로 ESBL 생성 균주의 신생아 중환자실 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ESBL의 감염의 위험인자로는 총 정맥

출현율이 증가 하고 있어10) 기존 항생제를 쓰고 있는 환아에서

영양 시행, 중심 정맥 도관 삽입, 비이 도관 삽입, 인공 호흡기 치

surveillance 등을 통해서 ESBL의 양성 빈도가 높은 신생아 중

료, 인공 폐 표면활성제 치료, 스테로이드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

환자실 혹은 outbreak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생아 환아에

10)

. 본 연구에서는 중심 정맥 도관삽입의 경우 각각 8명과 5명 이

서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률을 보이는 ESBL 생성 균주의 가능성

었고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으나(P=0.053) 유의성에 큰 차이

을 생각하여 초기에 carbapenem 제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할

가 없어 중심 정맥 도관 삽인 환자의 경우 ESBL 양성균 감염에

것으로 사료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입원 기간의 경우 ESBL 양성군에서 더

이전 연구에서 총 백혈구 수의 증가와 혈소판 감소증이 신생

길었으며 입원 기간이 더 길어 질수록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많

아 발열 환자에서 중증 감염의 예측 인자로 보고 되었으며21)

아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SBL 생성 균의 Risk factor로 빈혈을 보고 한 연구가 있다22). 본

주로 요로감염, 패혈증, 호흡기 감염병, 장관염을 일으킬 수 있
18)

연구에서 총 백혈구수의 증가와 혈소판 감소증의 통계학적 유

으며 본 연구에서도 주로 소변 배양 검사 및 혈액 배양검사, 기

의성은 없었고, 혈색소 및 적혈구 용적율의 경우 통계학적 유의

도 삽관 튜브 배양검사 등 다양한 곳에서 배양되었다. 환아에서

성은 없었지만, 혈색소 및 적혈구 용적율의 평균이 낮고, 표준 편

감염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 다양한 곳에서 배양검사를 시행하

차가 커서, ESBL 양성 균에서 세균 배양 당시 빈혈에 정의에 들

여 병원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미숙아에서의 조기패

어가는 환아의 수가 6명으로 많았다. 그러므로, 세균 배양 검사

19)

혈증에서 E. coli가 가장 많이 동정된다는 연구 가 있었으나 본

당시 혈액 검사상 특히 빈혈 소견이 보일 경우 3세대 cephalo

연구에서는 7일 이전 조기패혈증과 이후 발생하는 후기패혈증

sporin 제제 보다는 환아에서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은

에서 ESBL 생성 E. coli가 동정된 환아의 수는 각각 6명과 6명으

ESBL 생성균을 치료할 수 있는 carbarpenem 제제의 사용을

로 발생 시기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ESBL 생

고려 해 보아야 하겠다. 또한 저체중 출생아, 낮은 재태 연령이

성 E. coli 감염은 조기 패혈증과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원내 감

ESBL 생성의 균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17) 이에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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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출생 당시 낮은 Apgar 점수를 나타내는 환아의 경우 감염증

가 낮았고 상대적으로 빈혈이 더 빈번하였다. 출생 시에 낮은

이 의심될 때 초기에 ESBL 생성 균주를 치료 하기 위해 carba

Apgar 점수를 보이는 환아들 중에서 기존 항생제를 사용 중인

penem 제제의 사용을 고려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환아에서 감염증의 새로운 증상이 보이거나 환아의 상태가 악

이 연구의 제한점은 배양검사 양성이 이후 얼마의 기간 동안
검출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항생제 사용 이후의

화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carbapenem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SBL의 음전 기간을 알 수가 없었고, 산소 치료의 기간의 경우
ESBL 양성 균주에서 더 길게 나타났으나 이는 감염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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