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Soc Neonatol • 2011;18:288-292

Original article
http://dx.doi.org/10.5385/jksn.2011.18.2.288
pISSN 1226-1513•eISSN 2093-7849

극소저체중 출생아에서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카테터 연관 혈류감염의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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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of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Due to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Il Hyun Cho, M.D., Tae Woong Jung, M.D., Ju-young Lee, M.D., Se Na Moon, M.D., Joong Hyun Bin, M.D., Hyun Seung Lee, M.D., JungHyun Lee, M.D., So Young Kim, M.D., and In Kyung Sung,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e incidence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infection has increased in children and in neonates,
and is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frequent use of central venous catheter in very low birth weight (VLBW) infants. It is known
that the morbidity and mortality of MRSA infection are low in neonates, as compared with adul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VLBW infants that survived and those that did not, a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CRBSI) of MRSA.
Methods: Thirty-four VLBW infants had laboratory-confirmed bloodstream infection with S. aureus . We examined the incidence,
mortality and morbidity of CRBSI, and predi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mortality.
Results: Twenty-six infants had same pathogen (24 MRSA, 2 Methicillin-sensitive Staphylococcus aureus) in the blood and in the
catheter tip. Eight infants (25.8%) died in the CRBSI and they all had MRSA blood infections. Sex ratio, gestational age, duration
between blood collection and identification of pathogens, and WBC and platelet coun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atients that died from and patients that survived CRBSI of MRSA. C-reactive protein (CRP) was significantly higher in VLBW infants
that died. Mean age of onset and hospital day was earlier (9.1±6.6 vs. 26.9±20.2; P =0.005) and shorter for patients that died
(10.1±7.0 vs. 73.0±32.4; P =0.000). Two survivors had complications of pyogenic arthritis of the lower extremities and soft tissue
infection, respectively.
Conclusion: Mortality of CRBSI was likely to be high in VLBW infants and might be anticipated by CRP and early onset of disease.
Key Words: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Bacteremia, Catheter,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하는 재료 중 하나지만 감염 발생과 연관이 있다. CVC는 NICU

서론

에서 총정맥영양과 삼투압이 높은 약제를 투여하기 위해 사용
중심 정맥 카테터(central venous catheter, CVC)는 신생아집

하는데 주로 저체중 출생아나 미숙아가 대상이 되며, 작은 아기

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에서 자주 사용

일 수록 감염에 취약하므로 카테터 연관 감염(cathete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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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n, CRI)은 대부분이 이들에게 발생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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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VC를 삽입하기 전 시술자는 4% chlorohexidine 용액

포도알균은 대부분의 NICU에서 패혈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

으로 손을 씻고 소독 가운, 마스크, 모자 및 장갑을 착용하였고

한 원인균으로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oNS)와

아기의 피부도 0.5% chlorohexidine 용액으로 소독하였다. 삽입

황색 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이 각각 20-

과정은 2명의 의료진이 함께 하였으며 삽입 후에는 간호 근무조

3,4)

40%, 15-2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 소아와 성인 모두에

마다 각각 카테터 상태를 살펴서 의무기록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서 카테터 연관 혈류감염(catheter-related bloodstream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회해서 재태기간, 출생 체중, 성별, BSI 발

5,6)

infection, CRBSI)의 주요 원인균이다 . 신생아에서도 peri

생 시기, CVC 종류 및 거치 기간, 혈액검사, methicillin 내성균, 항

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PICC) 혹은 umbilical

생제 감수성 패턴, 사망 및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CRBSI로 인한

venous catheter (UVC) 관련 혈류감염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

사망자와 생존자 간의 임상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만 국내 연구는 드물었다 . 일반적으로 혈류감염 중 CRBSI는

MRSA로 인한 CRBSI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SPSS® (version

상대적으로 예후가 더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만 CoNS로 인한 경

12.1)를 이용하였으며 Student’s t-test와 Fisher exact test를 시행

우에는 혈액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카테터를 그대로

해서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하였고 사

거치해둔 채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나 S. aureus, 특히

망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조사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7)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MRSA)의 경우는 혈액에서 균
을 확인한 즉시 카테터를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8).

결과

이번 연구는 NICU에 입원한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VLBWI)를 대상으로 MRSA로 인한 CRBSI의 임상적 특징을 조

1. 환자의 분포

사하고, CRBSI로 인해 사망한 환자와 생존한 그룹 간의 차이를

총 26명의 CRBSI 환자가 있었고 재태주령은 평균 29주 3일이

분석하여, 사망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었으며 최저 24주 4일부터 최고 35주까지였다. 평균 출생 체중
은 1,157 g이었으며 최소 610 g부터 최대 1,500 g까지 분포하였
고, 1,000 g 이하가 9명(34.6%)이었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 각각

대상 및 방법

11명, 15명이었다.
2002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NICU에 입원한 VLBWI를
대상으로 중증 감염의 임상증상과 징후가 있고 말초 혈액에서 1

2. 임상적 특징

회 이상 S. aureus가 단독으로 분리된 경우를 S. aureus로 인한

중증 감염이 의심되어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시기는 평균

6)

혈류 감염(laboratory confirmed BSI)으로 정의하였다 . 혈액

출생 후 21.9일이었고, 최저 3일째부터 최고 62일까지였다. 7명

에서 S. aureus가 분리된 환자는 CVC를 제거하고 끝부분을 5

은 동일한 균이 2회 이상 분리되었고 첫 번째 혈액검사로부터

cm 정도 잘라서 이송용 배지에 심어서 검사실로 보냈으며, 흉

다음 검사까지의 간격은 1-2일이었다. CRBSI가 발생하기까지

부 방사선사진으로 호흡곤란 증후군을 포함한 폐질환이 없거

사용한 CVC는 UVC 2명, PICC 21명, UVC와 PICC 3명이었다.

나 호전되었고, 심장초음파, 뇌척수액, 소변, 대변, 위액 배양검사

CVC의 삽입부터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기까지의 CVC 거치 기

에서 이상이 없고 뇌초음파에서 2기 이하의 뇌실 내 출혈이 있

간은 평균 12.6일이었고 최저 2일부터 최고 43일까지였다. 혈액

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혈액에서 분리된 균과 동일한 S.

과 CVC에서 각각 단독으로 S. aureus가 분리되었고 혈액배양검

aureus가 CVC로부터 동정되고 혈류감염의 다른 원인을 찾을

사 시점으로부터 카테터를 제거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6

6)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를 CRBSI로 정의하였다 . CRBSI로 인한

일이었다.

사망은 혈액에서 S. aureus가 분리된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와
사망 시점으로부터 1주 전까지 균이 자랐던 경우로 정했고, 호

3. 혈액검사 및 균주의 특징

흡곤란 증후군, 뇌실 내 출혈, 동맥관 개존증, 기흉, 폐출혈, 만성

혈액배양검사와 동일한 시기에 시행한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폐질환 등의 미숙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배제하였다. 또한 기

C-반응 단백(C-reactive protein, CRP)의 평균은 각각 12,648/

도 삽관 튜브, 도뇨관 등의 배양검사에서 S. aureus가 검출된 경

mm3, 164,231/mm3, 3.5 mg/dL이었다. 백혈구 수가 15,000/

우도 모두 배제했다.

mm3 이상인 환자는 7명(26.9%), 4,000/mm3 미만인 경우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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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3.1%)이었고, 혈소판 수가 100,000/mm3 미만인 경우는 10

(19.2%)도 있었다. 26명 중 8명(30.7%)이 사망했으며 모두

명(38.5%)이었다. 총 26명 중 백혈구 혹은 혈소판의 수적 이상

MRSA로 인한 CRBSI 환자로 사망률은 33.3%이었다.

을 보인 환자는 17명(65.4%)이었고, 둘다 이상을 보인 경우는 5
명(19.2%)이었다. 20명(76.9%)은 CRP가 상승(>0.4 mg/dL)했는
데 이중 11명(42.3%)은 3 mg/dL 보다 높았다.

5. MRSA로 인한 CRBSI로 사망한 환자(1군, n=8)와 생존자
(2군, n=16) 간의 비교

24명은 MRSA(92.3%), 다른 2명은 Methicillin-sensitive S.

재태주령, 출생체중, 성비, 백혈구 및 혈소판 수는 두 군 간의

aureus (MSSA)가 분리되었으며, MRSA가 분리된 경우에 전부

차이가 없었다(Table 1). CRP는 1군에서 의미있게 높았다(6.8±

vancomycin, teicoplanin 감수성을 보였고 1명에서 trimetho

3.8 vs. 1.3±1.6; P=0.005). 평균 발병 시기는 1군에서 빨랐고 재

prim-sulfomethoxazole, ampicillin 내성균이 있었다. Ce

원일수는 짧았다(9.1±6.6 vs. 26.9±20.2; P=0.005, 10.1±7.0 vs.

phalosporin 계열 항생제와 imipenem에는 모두 내성을 보였으

73.0±32.4;P=0.000)(Table 2). 그러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위

며 3명은 ciprofloxacin에 중등도 내성을 보였고 gentamicin,

험인자를 찾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은 R2=84.6%이었

clindamycin, erythromycin에 대한 감수성 분포는 다양하였다.

으며 CRP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P=0.03)(Table 3). 1군의 2
명(25%)은 UVC, 5명(62.5%)은 PICC, 1명은 UVC와 PICC에서

4. 항생제 사용과 사망률

모두 균이 검출되었고 2군(n=16)은 14명(87.5%)이 PICC, 2명은

혈액배양검사 후에 투여한 경험적 항생제는 대개 고용량의

양쪽에서 검출되었다. 또한 UVC를 제외하고 PICC와 연관된

ampicillin 혹은 3세대 cephalosporin 계열 항생제와 amino

CRBSI만으로 두 군을 비교했을 때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동일한

glycosides이었지만 처음부터 vancomycin을 사용한 경우

경향을 보였으나 Table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1군의 5명은 혈액배양검사 직후에 경험적 항생제로 van

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hic Data between the Dead and
Survivors from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due to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Gestational age (day)
Birth weight (g)
Male:female

comycin을 투여했고, 다른 한 명은 배양검사를 시행한 다음날
부터 vancomycin을 사용했지만 8명 모두 중증 감염이 의심되
어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사망하였다. 2

The dead
(n=8)

Survivors
(n=16)

P

29.3±3.5

29.0±3.3

0.838

1,171.3±347.8

1,198.1±402.3

0.868

3:5

6:10

1.000

군의 2명은 각각 하지의 화농성 관절염과 연조직 감염이 합병하
였다. 항생제 감수성은 두 군 간 차이 없었다.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s or mean±SD.
Table 2. Comparison of Laboratory Findings and Clinical Charac
teristics between the Dead and Survivors from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due to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WBC count (/mm3)
Platelet count (/mm3)

The dead (n=8)

Survivors (n=16)

P

12,924±12,279

13,244±10,959

0.951

121,250±105,498 186,938±142,490 0.219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Risk Factors between the
Dead and Survivors from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due to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P

-0.043

0.032

0.208

Birth weight (g)

0.000

0.000

0.370

WBC count (/mm3)

0.0000021

0.000

0.732

Platelet count (/mm3)

0.000000803

0.000

0.281

Risk factors
Gestational age (day)

B

CRP (mg/dL)

6.7±3.8

1.3±1.6

0.005

Age of onset

9.1±6.6

26.9±20.2

0.005

Duration between
catheter insertion and
blood collection (day)

5.9±5.2

15.2±11.3

0.012

CRP (mg/dL)

0.065

0.023

0.012

Age of onset (day)

0.001

0.005

0.642
0.508

3.6±1.4

3.8±1.4

0.842

Duration between catheter
-0.008
insertion and blood collection (day)

0.011

Duration between blood
collection and identifica
tion of pathogens (day)

0.019

0.037

0.614

0.000

Duration between blood collection
and identification of pathogens
(day)

-0.007

0.002

0.008

Hospitalization (day)

10.1±7.0

73.0±32.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s or mean±SD.
Abbreviations: WBC, white blood cell; CRP, C-reactive protein.

Hospitalization (day)

Abbreviations: WBC, white blood cell; CRP,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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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염의 발병 시기가 빨랐으며 급격히 악화되어 3일 이내에 모
두 사망했기 때문에 MRSA로 인한 CRBSI의 조기 발생이

PICC 혹은 UVC 등의 CVC는 폐색 및 파열, 정맥염, 흉수, 혈전,

VLBWI에서는 사망의 위험인자로 생각되었으나 다중회귀분석

색전, 심막 삼출액, 감염 등의 부작용이 자주 보고되고 있지만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Kang 등7)의 연구에서는 48례의

마취나 수술적 처치 없이도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 있어서 고농

포도알균(CoNS, S. aureus) 감염 중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

도의 정맥 영양과 다양한 약제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어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고 했고, 이는 40%에 달하는 성인의 황

써 널리 쓰이고 있다. 신생아는 작을 수록 면역체계가 미숙하고9),

색 포도알균 감염의 사망률, 10%라고 보고한 외국 신생아 집중

입원 기간 중에 의료진과의 접촉도 빈번하므로 NICU 환자 중

치료실 사망률과 비교해 볼 때 낮았으며 그 이유로 초기 경험적

VLBWI가 CRBSI에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다. Zingg 등2)은 체중

항생제 투여 및 고위험군인 극소 저출생체중아, 인공호흡기 치

에 따른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VLBWI는 1000 catheter-days 당

료, 중심정맥카테터 보유자 등에게 vancomycin를 적절한 시기

평균 12.6회로써 그보다 큰 체중의 신생아보다 2.5회 많았다.

에 투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ee 등16)은 44명의 신생아

단기간 사용하는 UVC와 비교적 장시간을 유치할 수 있는

MRSA 균혈증 환자를 연구하였고 수막염, 감염성 심내막염, 폐

PICC의 CRBSI 빈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PICC와 연

렴, 폐공기낭종, 패혈성 관절염, 지속성 균혈증 등의 합병증을 동

관된 CRBSI가 많았지만 UVC가 7일 이내의 사용을 원칙으로

반한 경우는 30%라고 했으며 그중 38%는 사망했지만 합병증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기간 내의 감염률을 비교했을 때에는

이 없는 환자는 모두 생존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료의 연구 대

UVC 쪽이 더 많은 편이었다2). de Brito 등4)은 CRBSI 발병까지

상이 본 연구 보다 평균 재태주령과 출생체중이 더 컸고 합병증

CVC 거치 기간이 PICC 13.6일, UVC 5.3일이라고 했고 Krediet

이 없는 환자 중 사망자가 없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CRBSI만을

등10)은 각각 16.4과 4일이라고 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평균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었다

14.4일, 4.8일이었으며 UVC와 연관된 혈류감염은 삽입 후 7일

(32.7±5.1주, 1,749.8±843.1 g; 29.2±3.0주, 1,157±298 g). Teo

이내에 전부 발생하였고 PICC는 5명이 1주 이내에 발병했다.

등17)은 성인의 tunnelled catheter 관련 혈류감염에서 MRSA

한편 응급실에 내원한 성인 패혈증 환자의 사망을 예측해보려

(n=28)가 가장 흔한 원인균이었으며 전체 CRBSI로 인한 사망 8

는 연구가 있었는데 패혈증 이후 28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의 예

례 중 7례가 MRSA 양성이었고 MRSA로 인한 CRBSI 환자 중

후인자로 CRP, lactate, 및 emergency department sepsis score

25%가 사망했다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MRSA에 감수성을 보이

등을 평가했을 때 CRP는 유용하지 않았던 반면에 Arnon 등11)은

는 약제를 경험적 항생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van

CRP가 미숙아의 후기 발현형 감염의 예후인자로써 의의가 있고

comycin 내성균의 출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아

감염 발생 24시간 후의 CRP 수치와 사망률이 반비례했다고 발

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이번 연구에 포함된 CVC는 UVC와

표했다12,13). 본 연구에서는 사망군의 평균 CRP가 생존한 환자에

PICC 두가지 였지만 대부분이 PICC와 연관된 감염이었는데, 앞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것은 Amon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의 tunnelled catheter 관련 혈류감염과 비교했을 때 좀더 높은

는 것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도 MRSA로 인한 CRBSI에서

사망률을 보였다. 동정된 MRSA는 vancomycin, teicoplanin,

CRP의 증가가 사망의 위험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rimethoprim-sulfomethoxazole, ampicillin에 감수성을 보였

CRBSI의 발생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한데 도관의 내부,

지만 NICU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험적 항생제에 모두 내성균이

외부, 다른 병소로부터의 유입이다. 도관의 내부로부터 시작한

었다. 실제 이번 연구의 환자 중 약 20%는 MRSA가 혈액에서 분

경우는 정맥용 수액, 약제 혹은 도관의 hub로부터 기원하게 되

리되기 이전에 vancomycin을 투여했지만 모두 사망했는데, 담

고, 도관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삽입 부위의 피부로부터 시작한

당 의료진이 경험적 항생제로 vancomycin을 고려해야 할 정도

다. Garland 등14)은 고위험 신생아가 PICC 삽입 후 평균 20일경

로 처음부터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을 가능성과 연구 대상자 수

에 CRBSI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hub 내부의 집락화를 통해 발

가 작은 제한점으로 인해 vancomycin의 경험적 투여와 예후 간

생하고 PICC 연관 BSI의 발생 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hub

의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 우선 MRSA 집락률을 낮추기 위해

의 오염이라고 했으며 Cooper 등15)은 카테터 외부로부터 기원

CVC 삽입과 유치 과정의 무균적 조작을 위한 총괄적 대책을 만

한 CRBSI의 발병 시기는 도관 삽입 당시나 삽입 후 1주 이내라

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NICU에

고 했다. 이번 연구에서 CRBSI로 인한 사망자가 생존한 환자보

서 검출되는 CRBSI의 원인균 분포 상 MRSA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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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 임상 진료시 혈액배양검사에서 MRSA
양성을 통보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그 질환의 예후를 고
려해서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VLBWI에서 MRSA로 인한 혈류 감
염 중 CRBSI의 경우 다른 장기로 감염이 파급되지 않았을지라
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CRP의 두드러진 상승이 사망
의 예측인자라고 판단하였다.

요약
목적: 소아와 신생아에서의 MRSA 감염의 발병률은 증가되었
고, 특히 극소저체중 출생아에서 중심정맥카테터의 빈번한 사
용과 연관되었다. 이번 연구는 NICU에 입원한 극소저체중 출생
아를 대상으로 MRSA로 인한 CRBSI의 임상적 특징을 조사하
고, CRBSI로 인해 사망한 환자와 생존한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
하여, 사망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34명의 극소저체중 출생아는 실험실적으로 확인된 S.
aureus 의 혈류감염을 보였고 카테터 연관 혈류감염의 발병률,
사망률, 유병률 그리고 사망률과 연관된 예측인자를 조사하였다.
결과: 26명의 환아는 혈액과 카테터 tip에서 같은 병원균(24
MRSA, 2 MSSA)을 보였다. 8명(25.8%)은 CRBSI로 사망하였고 모
두 MRSA 혈액 감염을 보였다. MRSA로 인한 CRBSI으로부터 생
존한 그룹과 사망한 환자 간에 성비, 재태연령, 병원균 확인과 혈
액채취의 기간, 백혈구, 혈소판 수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CRP는 사망한 환자에서 분명히 증가되었다. 사망한 환자에서
발현 나이의 평균값은 빠르고(9.1±6.6 vs. 26.9±20.2; P= 0.005)
입원일수는 짧았다(10.1±7.0 vs. 73.0±32.4;P=0.000). 2명의 생존
아는 하지에 화농성 관절염과 연부조직염의 합병증을 가졌다.
결론: 카테터 연관 혈류감염의 사망률은 극소저체중 출생아
에서 높은 것으로 보이고 CRP와 질환의 조기발병에 의해 예측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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