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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신생아에서 장내 세균에 의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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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Associated with Gastrointestinal Tract Colonization by Enterobacteriaceae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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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incidence of nosocomial infection caused by Gram-negative bacilli (GNB) has increased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gression of sepsis caused by GNB colonization and analyzed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using periodic stool culture surveillance.
Methods: We included 86 newborns admitted to the NICU,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from October 2007 to May 2008.
Three stool specimens were collected right after birth and two more were collected at 2 week intervals. The risk factors related to
GNB colonization were established from each medical record and related references.
Results: The incidence of colonization by GNB was 22 (25.6%) per 86 neonates but none had culture-proven sepsis. The three
most commonly isolated GNB were Pseudomonas aeruginosa, Enterobacter cloacae , and Citrobacter freundii . Approximately 89%
(32/36) of isolated GNB were susceptible to amikacin. The probability of GNB colonization increased in infants who were fed a
small volume during enteral feeding. In contrast, delayed enteral feeding resulted in a decreased probability for GNB colonization.
Conclusion: Colonized GNB in the intestine was confirmed by enteric surveillance culture of newborns admitted to the NICU. However, we found no evidence of culture-proven GNB sepsis. As lower feeding volume on the colonization day is a risk factor for GNB
colonization, the chance for GNB colo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feeding intolerance i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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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U에서 그람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이 증가하면서 그람 양성

서론

균에 의한 패혈증의 사망률(25%)보다 높은 그람 음성균에 의한
신생아 집중 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에

사망률(40%)이 보고되고 있다2-6). Cordero 등7)은 78명의 지발

입원한 신생아들은 병원내 감염에 이환될 위험이 크다. NICU내

형 패혈증 환아의 원인균 조사에서 5%가 그람 음성 간균(Gram

에서 발생하는 지발형 패혈증(late-onset sepsis)의 원인중 대

negative bacilli, GNB), 67%가 coagulase-negative staphylo

1)

부분은 그람 양성균 피부 세균총이 원인이다 . 그러나 최근

coccus, 13%가 진균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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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환경은 일반적으로 무균상태이며 신생아의 집락화는

된 면봉을 이용하여 채집하였고 검체는 수송배지(transport

출생후 정상적으로도 일어난다. 만삭의 건강한 신생아는 출생

medium swabs, Micromedia, Korea)에 담아 미생물 검사실에

시 산도를 통과하면서 일정한 세균총을 획득하며 출생 후에는

의뢰하였다.

8)

돌보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세균총을 획득한다 . 장관
의 집락화는 Escherichia coli와 장구균에 의해 출생 이튿날부
8)

3. GNB의 동정 및 항균제 감수성 시험

터 시작되고 출생 일주동안 혐기균에 의해 집락화가 일어난다 .

검체가 존재하는 수송배지의 면봉을 chromogenic culture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원 환아의 장관은 칸디다 및 Klebsiella

media (bioMérieux, Marcy l'Etoile, France) 한천배지에 접종

pneumonia, E. coli와 Pseudomonas aeruginosa의 주요한 보

하였으며, 접종된 배지를 35℃ 항온기에서 18시간 배양하여 배

9,10)

. 따라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원 환아

지표면에 자란 colony의 성상을 확인하였다. 균주의 동정은 전

에게 정기적인 대변 감시 배양을 하면 잠정적으로 유해한 세균

통적인 생화학적 방법 및 Vitek GNI card (bioMerieux Vitek

유고임이 확인되었다

11)

의 출현과 전파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

Inc., Hazelwood, Mo., USA)를 이용하였다. 항균제 감수성 시험

이 연구의 목적은 GNB에 의한 장관 집락화가 같은 균에 의한

은 미국의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패혈증으로 이행되는 지를 확인하고, 집락화된 GNB 병원균의

의 기준에 따라서 디스크 확산법으로 시험하였다. 시험항균제

종류를 확인하며 이 집락화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를 조사하는

디스크는 ampicillin-sulbactam, piperacillin-tazobactam,

것이다. 궁극적으로 GNB에 의한 집락화에 관여하는 위험인자

cefalothin, cefotaxime, ceftazidime, cefepime, aztreonam,

를 줄일 수 있도록 실제 환아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며 패혈증

cefoxitin, imipenem, amikacin, gentamicin, tobramycin,

의 원인균을 확인하기 전까지 적절한 감시배양을 이용하여 지

piperacillin, cefoperazone, meropenem 등을 사용하였다.

발형 패혈증 치료시 GNB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하는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4. 의무기록의 후향적 분석
장관의 GNB 집락화와 관련된 위험 인자들은 대상 환아들의

대상 및 방법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연관된 여러 논문의 고찰을 통해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아의 성별, 출생 체중과 재태 연령, 분

1. 대상

만 형태, 집락화에 소요된 입원기간, 첫 수유시기, 수유 종류(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고신대학교 복

유 또는 모유), 대변 검체 채집시 수유량(mL/kg), 뇌실내 출혈,

음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86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

신생아 호흡곤란증(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 유무

였다. 만삭아와 미숙아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본원 출생아 외에도

와 항생제, H2-blocker, aminophylline, steroid, metoclopramide,

타원에서 출생후 전원된 경우도 포함하였으나 첫 태변 배출 전

indomethacin, 전통적 기계환기법(conventional ventilation),

사망한 환아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임상

경비적 지속 양압 환기법(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윤리 위원회의 승인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과제번호 11-34).

pressure, NCPAP), 중심정맥 도관(central venous catheter,
CVC), 총정맥영양(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사용과 기간

2. 대변 검체 수집

을 조사하였고, 엄마의 CRP (C-reactive protein), 조기 양막 파

첫 대변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후 채집하였다. 모든

수(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PROM) 기간 등을 조사

환아에게 총 3회의 대변 채집을 계획하였는데, 출생 후 첫 대변

하였다. 각 위험요인의 사용 기간은 집락화군은 첫 집락화가 된

과 2주 간격으로 2회 채집을 계획하였다. 신생아 담당 간호사에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비집락화군은 마지막 검체의 채

의해 계획된 일정에 자연적으로 배출된 대변을 채집하였기에

취일까지로 정하였다.

환아의 대변 배출이 지연되었거나 계획된 일정 전에 퇴원한 경
우에는 채집의 시기에 다소 변동이 있었다. 첫 번째 대변은 입원

5. 통계적 분석

후 배출한 첫 태변이었으며 두 번째는 입원 2주경에,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8.0

입원 4주경에 채집하였다. 정해진 채집기간이 되기 전에 퇴원한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대변에서 균이 집

환아의 경우는 이미 채집된 변만 연구에 사용하였다. 변은 멸균

락화된 군과 집락화되지 않은 군을 서로 비교하여 각 변수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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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위험인자들이 얼마나 집락화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

22명은 GNB에 의해 장관이 집락화(colonization group)되었고

석하였다. 각각의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들을 먼저 산출

64명은 집락화되지 않았다(non-colonization group). 집락화

하였다(Table 1).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분만 형태, 출생 체중

군에서 재태연령 30주 미만의 환아와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비

을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판단하여 이 두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

율이 36.4%, 54.5%로 더 높았고, RDS가 있었던 환아의 비율도

을 유지하고, 남은 요인들 중 유의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23%로 높았다. 집락화군에서 전통적 기계 환기 요법 기간(3.4±

변수(P <0.25)들을 선택한 이후 후진 변수 제거법(backward

6.6일), NCPAP 기간(0.9±2.2일), CVC 기간(13.8±10.4일), TPN

elimination method)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통해 최종적

기간(16.6±8.3일), 항생제 사용 기간(6.3±5.2일), aminophylline

9)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 이때 집락화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사용기간(10.1±10.1일), metoclopramide 사용 기간(5.0±6.7

변수를 Cox의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일)이 유의하게 길었으며 장관 영양법 만으로 영양공급이 가능

model)을 통해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Age at full enteral feeding day, 23.2±
18.2일)이 더 길었으며 엄마의 출산 전 CRP가 집락화군에서 4.3

결과

±4.8 mg/dL로 더 높았다(Table 2).

1. 대상 환아의 임상적 특징

2. 장관 내 GNB 집락화와 연관된 감염

총 86명의 환아중 76명(88%)은 미숙아였다. 연구기간 동안

86명의 환아들은 입원 후 한 달 내에 22명(25.6%)이 GNB에
의하여 장관 집락화가 있었으나 이 환아들을 퇴원까지 추적하

Table 1. Un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Gastrointestinal Colonization Caused by Enterobacteriaceae among
Infant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였을 때 GNB로 인한 패혈증은 없었다. 퇴원까지의 추적조사에
서 86명의 환아 중 9명에서 그람 양성 구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
생하였다. 연구 기간 중 입원기간이 121일이었던 환아(subject

Hazard Ratio

95% CI

Cesarean section

1.92

0.56-6.55

H2-blocker use

0.84

0.25-2.85

Postnatal steroid use

1.46

0.33-6.43

Indomethacin use

0.68

0.29-1.59

Gestationl age <30 weeks

0.72

0.32-1.60

Birth weight (<1,500 g)

1.00

0.41-2.43

RDS

1.41

0.51-3.86

IVH

0.90

0.52-1.56

Conventional mechanical
ventilation use

1.40

0.60-3.26

P
0.30
0.78
0.62
0.37
0.41
0.99
0.51
0.71
0.44

NCPAP use

1.18

0.45-3.07

0.73

CVC use

0.44

0.14-1.31

0.14

3. 장관내 GNB 집락화

Age at first enteral feeding day
≥3 days
Feeding volume at colonization day
≤100 ml/kg

0.51

0.21-1.23

0.13

연구기간 동안 182개의 감시 배양이 시행되었고 25.6% (22/

0.20

0.09-0.47 <0.001

Exclusively formula feeding

0.66

0.29-1.47

0.31

소 3일, 최대 38일)이었다. 36종의 GNB가 배양되었는데 첫 번째

Antibiotics use

2.21

0.74-6.60

0.15

감시 배양에서는 3명에서 4 가지 균이, 두 번째에는 13명에서 20

Aminophylline use

1.12

0.46-2.73

0.81

가지 균이, 세 번째에는 11명에서 12가지 균이 동정되었다. 첫 번

Metoclopramide use

0.70

0.29-1.69

0.43

Mother’s highest CRP

1.02

0.82-1.26

0.86

Mother’s PROM

1.18

0.50-2.80

0.71

Risk Factor

Abbreviations: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CPAP,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VC,
central venous catheter; CRP, C-reactive protei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CI, confidence intervals.

code : K-16)에서 입원 66일째 발관 후 기관 삽관 튜브 배양에서
3번째 대변 집락화균의 항생제 감수성 결과와 같은P. aeruginosa
가 동정되었고, 3회의 대변 감시 배양에서 GNB가 없었던 한 환
아( subject code : K-83)의 입원 36일째 중심 정맥 도관 배양에
서 extended-spectrum beta-lactamase (ESBL) 생성 Entero

bcter cloacae가 동정되었다. 상기한 2례를 제외하고는 연구기
간에 등록된 환아의 퇴원까지 추적에서 GNB로 인한 감염 또는
도관 집락화는 발생하지 않았다(Table 3).

86명)에서 1회 이상의 GNB가 장관에서 집락화되었다. 22명의
집락화군에서 집락화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20.23±9.29일(최

째 감시 배양의 GNB 장관 집락화율은 3.5% (3/86명), 두 번째
는 20.3% (13/64명), 세 번째는 34.4 (11/32명)%이었다. P. aeru

ginosa, E. cloacae, Citrobacter freundii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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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on-Colonization (n=64)

Colonization (n=22)

P

Female

35 (55%)

14 (64%)

0.465

Outborn

7 (11%)

1 (5%)

0.674

Vaginal delivery

10 (16%)

3 (14%)

1.000

H2-blocker use

6 (9%)

3 (14%)

0.688

Postnatal steroid use
Indomethacin use

0 (0%)

2 (9%)

0.063

19 (30%)

10 (45%)

0.177

Gestationl age
<30 weeks
30-37 weeks
>37 weeks
Birth weight (<1,500 g)
RDS
IVH

4 (6.3%)

8 (36.4%)

0.002

51 (79.7%)

13 (59.1%)

0.002

9 (14%)

1 (4.5%)

0.002

10 (15.6%)

12 (54.5%)

<0.001

4 (6%)

5 (23%)

0.044

2 (3.1%)

1 (4.5%)

0.754

Conventional mechanical ventilation (day)

0.8±2.5

3.4±6.6

0.005

NCPAP (day)

0.2±0.6

0.9±2.2

0.029

CVC (day)

6.9±9.7

13.8±10.4

0.002

TPN (day)

9.3±9.1

16.6±8.3

<0.001

Age at first enteral feeding day (day)

2.5±2.2

4.0±3.8

0.062

Age at full enteral feeding day (day)

11.9±8.7

23.2±18.2

<0.001

107.1±68.1

98.9±48.5

0.192

Feeding volume at colonization day (ml/kg)
Exclusively formula feeding

12 (19.1%)

7 (31.8%)

0.242

Duration of antibiotics use (day)

2.1±3.1

6.3±5.2

<0.001

Duration of aminophylline use (day)

3.9±8.5

10.1±10.1

0.001

Duration of metoclopramide use (day)

2.4±5.4

5.0±6.7

0.032

Mother’s highest CRP (mg/dL)

0.5±0.6

4.3±4.8

0.008

Mother’s PROM duration (day)

2.8±7.6

3.1±6.7

0.432

Abbreviations: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NCPAP,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VC, central
venous catheter;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CRP, C-reactive protei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4. 항균제 감수성 결과

정시켜 두고, 나머지 위험 요인에 관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

분리된 GNB 중 88.9% (32/36)는 amikacin에 감수성이 있었

한 요인과 그에 따른 위험비를 산출하였다9). 그러므로 최종적

다. amikacin에 감수성이 없었던 균은 한 가지 P. aeruginosa와

인 모형으로는 분만형태, 출생체중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세 가지 Stenotrophomonas maltophilia였다. 장관 집락화된

때 GNB에 의한 장관 집락화는 첫 수유시기가 3일 이상 지연될

GNB 중 36.1% (13/36)는 aztreonam, cofotaxime, ceftazidime의

수록 그 가능성이 감소한 반면 집락화시 수유량이 100 mL/kg

감수성 결과 ESBL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 생성

이하인 경우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5).

균으로 의심되었으며 8.3% (3/36)는 carbapenem에 감수성이
없었다. carbapenem에 내성인 균은 모두 S. maltophilia였다

고찰

(Table 4).
생후 첫 날, 신생아의 비강, 인두, 탯줄과 직장은 무균상태이다.
5. 장관 GNB 집락화와 관련된 위험 인자

건강한 만삭의 모유 수유아에서 생후 3일째 대변에는 E.coli,

각각의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위험 요인들을 먼저 산출하였다

Lactobacilli와 다양한 혐기균들이 정상 세균총으로 집락화된다

(Table 1).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분만 형태, 출생 체중을 유
의한 위험요인으로 판단하여 이 두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

12)

. 그러나 NICU에 입원한 환아들에서는 비정상적인 세균총이

집락화되는데 일반적으로 환아와 환아 사이에서 균이 전파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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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solated Enterobacteriaceae in Serial Targeted Gastrointestinal Tract Surveillance Cultures among Infant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Subject Code.

1st stool (number of isolates)

2nd stool (number of isolates)

3rd stool (number of isolates)

K-1

NG

Enterobacter cloacae (2)

Enterobacter cloacae (1)

K-6

NG

Enterobacter cloacae (3)

NA

K-12

NG

NG

Acinetobacter baumannii (1)

K-15

NG

Kluyvera ascorbata (1)

NG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1)
K-16

NG

NG

Pseudomonas aeruginosa (1)

K-19

NG

Pseudomonas aeruginosa (1)

NG

K-23

Acinetobacter baumannii (1)

NA

NA

K-34

NG

Cedecea davisae (1)

NG

K-43

Pseudomonas aeruginosa (1)

NG

NG

K-45

NG

Pseudomonas aeruginosa (1)

Pseudomonas aeruginosa (1)

K-51

Pseudomonas aeruginosa (2)

NG

NA

K-53

NG

Acinetobacter baumannii (1)

NG

K-60

NG

NG

Citrobacter freundii (1)

K-61

NG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1)

Enterobacter cloacae (1)

K-66

NG

Citrobacter freundii (1)

Citrobacter freundii (2)

K-68

NG

NG

Citrobacter freundii (1)

K-69

NG

NG

Citobacter koseri (1)

K-76

NG

Enterobacter aerogenes (2)

NG

K-79

NG

Citobacter koseri (2)

NA

K-80

NG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1)
Enterobacter aerogenes (1)

NA

K-82

NG

Citobacter koseri (1)

Enterobacter aerogenes (1)

K-84

NG

NG

Enterobacter cloacae (1)

Abbreviations: NG, No Growth; NA, Not applicable due to hospital discharge.
Table 4. Antibiotics susceptibility of Enterobacteriaceae Isolated in Serially Targeted Gastrointestinal Tract Surveillance Cultures Among Infant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Gram negative bacilli

Isolates

Amikacin susceptible

Imipenem susceptible

Suspected ESBL*

Pseudomonas aeruginosa

7

6

7

0

Enterobacter cloacae

8

8

8

4

Citrobacter freundii

5

5

5

4

Enterobacter aerogenes

4

4

4

2

Acinetobacter baumannii

3

3

3

0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3

0

0

0

Citobacter koseri

4

4

4

1

Kluyvera ascorbata

1

1

1

1

Cedecea davisae

1

1

1

1

Total (%)

36

32 (88.9)

33 (91.7)

13 (36.1)

Abbreviations: ESBL,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

나 의료진의 손에 의해 전파된다8). NICU에 입원한 신생아의 장

장내 세균으로 집락화되어 있지만 15일간의 입원기간이 지나면

관에는 흔히 Klebsiella, Enterobacter, Citrobacter가 대변내

서 60%가, 입원 30일에는 91%가 집락화된다8,13). 이러한 잠재적

E.coli를 대체하여 집락화되는데, 입원시에는 2%만이 이와 같은

인 병원균의 집락화는 비강과 인두, 피부에도 일어난다8,11).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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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olonization with
Enterobacteriaceae among Infant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었고 7.3%에서 같은 GNB에 의한 혈류내 감염이 있었다. GNB

P
3.72 (0.97-14.22) 0.055
0.36 (0.14-0.91) 0.032
0.96 (0.37-2.50) 0.933
6.62 (2.68-16.35) <0.001

고 과반수가 출생 6주 이내에 GNB에 의한 혈류내 감염이 발생

Risk Factors

Hazard Ratio (CI*95)

Cesarean section
Age at first enteral feeding day ≥3 days
Birth weight (<1,500 g)
Feeding volume at colonization day
≤100 ml/kg

에 의한 혈류내 감염 환아의 대부분은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였
하였다. 그는 gentamicin에 비감수성인 GNB에 의한 혈류내 감
염을 예측하기 위한 장관 감시 배양에서 100%의 민감도, 98%
의 특이도, 94%의 양성 예측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표적 감시 배
양 결과가 지발형 패혈증에서 경험적 항생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86명 중 25.6%에서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s.

GNB에 의한 장관 집락화가 되었고 이 환아들을 퇴원까지 추적
에서도 대변은 Klebsiella, Enterobacter, Citrobacter의 가장 큰

하였을 때 GNB로 인한 혈류내 감염은 없었다. 그러므로 장관

저장소 역할을 하는데 이는 각 환아에서 상당량의 집락화된 균

집락화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장관 보균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을 가진 대변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장벽의 방어능력이 상실되면서 균이 장벽

시배양의 GNB 장관 집락화율은 3.5% (3/86), 생후 2주째는

을 통과해 혈액내로 침투하여 패혈증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1).

20.3% (13/64), 생후 한달째는 34.4% (11/32) 이었고, P. aerugi

일반적으로 GNB의 집락화는 병원내 감염에 선행된다12). 대변

nosa, E. cloacae, C. freundii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다.

내 Klebsiella로 인한 집락화와 중환자실 내에서의 병원내 감염

12)

오랜기간 임상의들은 NICU에서 감시 배양을 적절히 활용하

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신생아 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연구

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80년대 Evans 등 은 심각한 감염을 예

된 바가 있다12).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에서 GNB의 보균 상태를

견하기 위한 감시 배양의 유용성에 있어서 민감도는 56%, 특이

파악하고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염 관리 정책

도는 82%, 양성 예측도는 7.5%라고 보고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입원 환아에게 감시 배양을 하는 것은

NICU에서는 임상적인 감염을 예측하기 위한 의례적인 감시 배

비용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집락화와 이에 따르는 혈류

14)

9)

양을 중단하였다 . 그러나 알려진 감시 배양의 제한점에도 불구
1)

하고 Graham 등 은 모든 그람 음성 병원균에 의한 혈류내 감염

내 감염 사이의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감시 배양의 적절한 시
기를 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1,11).

의 원인균이 선행된 장관의 감시 배양에서 동정된 균과 동일함

Smith 등9)의 연구에서 대변 감시배양과 혈액배양의 가장 흔

을 확인함으로써 장관의 감시 배양이 잠정적으로 NICU에서 유

한 세 가지 GNB는 E. coli, Klebsiella oxytoca, K. pneumoniae

용함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표적 감시 배양(targeted surveillance

였는데 저자들의 연구에서 장관 집락화의 가장 흔한 세 가지 균

culture)을 통해 집락화균과 감염 원인균 사이에서 gentamicin

은 P. aeruginosa, E. cloacae, C. freundii였다. carbapenem에

에 대한 100% 감수성의 일치를 증명하였고, NICU에서 감시배

감수성이 없었던 균은 모두 S. maltophilia였으며 S. maltophilia

양의 시행은 불필요한 광범위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고위험군

는 carbepenem을 포함한 광범위 항생제에 자연 내성을 가지는

에서 지발형 패혈증의 경험 항생제 치료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rdero 등7)의 연구에서 NICU 패혈증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다른 연구에서 분자 역학적인 근거를 통

원인중 GNB 균주는 ceftazidime을 포함한 광범위 cephalo

해 NICU에서 대부분의 그람 음성균에 의한 감염은 단일한 클

sporin과 gentamicin에 감수성이 있었으며 beta lactamase를

론에 의하며 이의 근원은 장관의 세균총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

생성하는 균주는 없었던 반면, 국내의 연구에서 Jun 등17)은 ESBL

다4,15). Almuneef 등16)은 선행 집락화와 감염 사이의 기간이 일

생성 K. penumoniae의 대변 보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

정하지는 않았지만 14회의 감염 중 12건(86%)에서 선행된 장관

배양을 시행하였는데 28.5%의 보균이 확인되었고, Duman 등18)

집락화와 동일한 균주에 의한 감염을 보고한 바 있다.

은 367개의 신생아 대변 검체에서 124개(33.7%)가 ESBL생성 균

Smith 등 은 2000년대,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NICU내

주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ouble disk diffusion 검사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GNB에 의한 혈류내 감염의 98%에서 장

를 실시하지 못 했으나 36개의 균 중 13개(36.1%)가 ESBL을 생

관내 같은 균의 집락화가 선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gentimicin

성하는 균주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관의

에 대한 감수성도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전

GNB 집락화 균에 의해 패혈증으로 이어진 경우가 없었으나 기

체 698명의 신생아중 90%에서 GNB에 의한 장관 집락화가 있

존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장관의 GNB 집락화 균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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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BL을 생성하게 되고 패혈증의 원인균이 된다면 항균제의 사

의한 장관 집락화와 패혈증으로의 이행이 동일한 균일 가능성

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관의 표적 감시

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간의

배양시에는 적절한 감시 배양의 시기와 대상을 선정하고 항생제

연구 또는 GNB에 의한 패혈증 출현시 대변 표적 감시배양을 실

감수성 결과 및 ESBL 생성 균주 여부, 펄스장겔 전기영동

시하여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특정 NICU에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을 통해 유전형을 파

서 조사되었고 대상 환아의 수가 적어 3회의 감시 배양을 완료

악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할 수 없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기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우

NICU의 환아들은 정상 신생아와는 매우 다른 세균총을 획
8)

득하는데 , GNB에 의한 장관 집락화의 위험인자를 조사한 연

며 장관 감시 배양의 시기와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에 적용
하기에 비용 효과적인 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

구들에서 위험인자의 선정에는 상반된 결과들이 있다. 선행된

요약하면, 저자들은 NICU에 입원한 신생아에서 장관 감시 배

연구에서 3일 이상 항생제 사용, 모체의 항생제 사용, PROM 등

양을 통해 장관에 집락화된 GNB를 확인하였고 이에 관여하는

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출생 체중과 기계 호흡 치료, 모

위험 인자를 조사할 수는 있었으나 연구에 포함된 환아에서

유 수유 등은 위험 요인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관련성이 없는 경

GNB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집락화가 패혈증

12,18)

. 미숙아, 제왕절개술 분만, 항생제 사용, 지연된

으로 이행되는 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장관 집락화 균의 89%

수유 시작, 입원 기간의 연장이 세균총의 변화를 조장할 수 있다

가 amikacin에 감수성이 있었으나 패혈증으로의 이행 여부를

8)

. 1990년대 Toltzis 등 의 연구에서 gentamicin에 내성이 있는

확인할 수 없었기에 저체중 출생아에서 발생하는 지발형 패혈

GNB에 의한 장관 집락화와 관련된 인자들은 저체중 출생과 항

증의 치료로 amikacin을 경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우도 있었다

19)

9)

생제 사용이라고 하였고, 2000년대 Smith 등 의 연구에서 장관

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 감시배양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의 GNB 집락화는 질식 분만, 출생 체중 1,001-1,500 g, carbe

GNB에 의한 패혈증 유행시에는 위험인자가 있는 극소 저체중

penem의 장기간 사용에서 그 위험이 증가한 반면 지연된 장관

출생아에서 출생 2주에서 6주 사이에 표적 감시 배양을 함으로

영양과 중심 정맥 도관의 장기간 사용은 GNB 집락화의 가능성

써 지발형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때에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하

9)

을 줄여 주는 인자였다. 본 연구에서는 Smith 등 의 연구 결과

는 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향후 NICU에서 GNB에 대

와 같이 지연된 장관 영양의 시작은 장관의 GNB 집락화 가능성

한 표적 감시 배양의 좀 더 효과적인 지침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

20)

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toll 등 은 장관 영양의 시작

요하다. 모든 NICU 입원 환아에게 장관의 표적 감시 배양을 시

을 늦추는 것은 지발형 패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행하는 것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나 GNB에 의한 지발형

였다. 장관 영양으로 인해 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위점막을

패혈증의 유행시기에는 장관의 GNB 보유 현황과 항생제 감수

보호하고 면역 방어체계나 손상에 대한 치유를 개선시키기 때

성 결과 및 ESBL 생성 여부에 따라 격리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

문이다. 지연된 장관 영양의 시작은 정상 장관 점막 구조 확립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내 감염 및 집락

장관 세균총의 획득을 저해하여 잠정적 병원균이 장관 점막을

화와 관련된 위험인자를 파악하는 것은 예방 전략을 구축하는

8)

통과하여 이행할 수 있는 위험을 조장한다 . 따라서 지연된 장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 영양의 시작은 GNB 집락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
겠으나 이미 지발형 패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

감사의 글

므로 궁극적으로 지발형 패혈증을 줄이기 위한 지침으로는 조
기에 장관 영양을 시작하는 것이 추천된다. 집락화시 수유량
(feeding volume at colonization day)이 적을수록 집락화의 위

연구기간 동안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환아들의 대변 채집
에 도움을 주신 담당 간호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험요인이 된다는 것은 장관 영양을 조기에 시작했더라도 진행이
더딜수록 집락화의 기회가 많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약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double disk diffu
sion 검사를 통해 ESBL 생성균을 규명하지 않아 향후 GNB 내

목적: 최근 신생아 집중 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성균의 변화 추세를 추적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둘째, 연구에 등

NICU)에 입원한 신생아들의 병원내 감염 중 그람 음성 간균

록된 환아에서 GNB에 의한 패혈증이 없었기에 선행된 GNB에

(Gram negative bacilli, GNB)에 의한 패혈증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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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U에서 정기적인 대변의 감시 배양을 통해 GNB에 의한 장
관 집락화가 같은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이행되는 지를 확인하
고, 집락화된 GNB 병원균의 종류를 확인하며 집락화에 관여하
는 위험인자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고신대학교 복음병
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86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
다. 모든 환아에게 총 3회의 대변 채집을 계획하였는데, 출생 후
첫 대변과 2주 간격으로 2회 채집을 계획하였다. 장관의 GNB 집
락화와 관련된 위험 인자들은 대상 환아들의 의무기록을 열람
하거나 연관된 논문의 고찰을 통해 설정하였다.
결과: 86명의 환아 중 22명(25.6%)이 GNB에 의한 장관 집락
화가 있었으나 이 환아들을 퇴원까지 추적하였을 때 GNB로 인
한 패혈증은 없었다. Pseudomonas aeruginosa, Enterobcter

cloacae, Citrobacter freundii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다. 분리된
GNB 중 약 89% (32/36)는 amikacin에 감수성이 있었다. GNB
에 의한 장관 집락화의 가능성은 집락화 당시 수유량이 적을 때
증가한 반면, 첫 수유 시기가 지연될 때 그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결론: 저자들은 NICU에 입원한 신생아에서 장관 감시배양을
통해 장관에 집락화된 GNB를 확인하였으나 연구에 포함된 환
아에서 GNB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집락화가
패혈증으로 이행되는 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집락화시 적은
수유량(feeding volume at colonization day)이 집락화의 위험
요인이었으므로 장관 영양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관의
GNB 집락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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