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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서 뇌척수액 백혈구 증가증(CSF Pleocytosis)의 임상적
예측 인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곽지혜·서우석·이주영·이정현·성인경

Clinical Predictors of Cerebrospinal Fluid Pleocytosis in Neonates
- Clinical Predictors of CSF Pleocytosis in Neonates Ji-Hye Gwak, M.D., Woo-Suck Suh, M.D., Juyoung Lee, M.D., Jung-Hyun Lee, M.D., and In Kyung Sung,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Young infants with suspected sepsis routinely undergo laboratory evaluation. In particular, when an infant is a newborn
baby, evaluation of the cerebrospinal fluid (CSF) has been frequently included, because the prognosis is poor, irrespectively of the
etiology of meningitis. We aimed to examine the clinical predictors of CSF pleocytosis among the newborn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records of all infants, aged 30 days or younger, requiring lumbar puncture. Electronic
data sources provided the demographic data of the newborns, the clinical manifestations, and all laboratory values. After a univariate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predict newborns at increased risk for CSF pleocytosis.
Results: One hundred thirteen newborns were studied; 20 of whom (17.7%) had CSF pleocytosis. Fever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SF pleocytosis (P =0.008, OR=5.08, 95% CI, 1.39-18.54). The infants with lethargic appearance also had an increased
risk for CSF pleocytosis. Blood urea nitrogen level was higher in patients with pleocyto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other clinical features and laboratory data were not significant, except for fever and lethargy. A total of 45% of the infants with
CSF pleocytosis were diagnosed with serious bacterial infection, as opposed to 19.4% of those without CSF pleocytosis.
Conclusion: In case of neonates, it would be better to perform lumbar puncture, when the infant has fever or lethargic appearance,
although, the results of routine laboratory tests were nonspecific.
Key Words: Cerebrospinal fluid, Spinal puncture, Newborn, Meningitis

변, 흉부사진 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척수액 검사(lumbar

서론

puncture, LP)도 포함된다1, 2). 영아에서 중증 세균성 감염의 위험 정
소아는 연령이 어릴 수록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세균성 감염

도를 감별하는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것이 Boston,

에 취약하고 감염된 경우에도 애매모호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

Philadelphia, 그리고 Rochester protocol 등이다. 앞의 두 기준과

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영아는 기본적인 검사를 하

Rochester protocol 간의 차이에는 기본검사 항목 중 LP의 유무이

고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다. 기본 검사 항목으로는 혈액, 소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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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를 투여하기 전에 LP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의

당 32개 이상의 백혈구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CSF의 백혈구 수

견으로는 항생제의 선처방이나 LP의 지연으로 인해 세균성 뇌수막

는 적혈구 수와 1:500의 비율로 환산 적용하였다7, 8). 무균성 뇌수막

염 환자의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에서 균을 분리하지

염은 CSF 백혈구 증가증이 있고 CSF 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세균성 뇌수막염에서 나타나는 CSF 백

로 하였고, 세균성 뇌수막염은 CSF 백혈구 증가증이 있고 CSF 배양

혈구 증가증(pleocytosis), 단백 증가, 당 감소 등의 전형적인 CSF 소

에서 균 동정 혹은 coagglutination 검사 양성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견이 약화되면서 무균성 뇌수막염이나 불완전한 세균성 뇌수막염과

재태기간, 출생 체중, 성별, 발병 당시 나이를 조사하였고 LP를 시행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균성 뇌수막염의 치료가 불완전하게 종

하기 까지 보였던 임상증상과 징후는 38℃ 이상의 발열 이외에 빈호

료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감염이 의심되

흡, 끙끙거림, 깜짝깜짝 놀람, 보챔, 기면(lethargy), 구토, 설사, 수유

는 신생아를 담당하는 임상의에게 LP를 서두르게 하는 이유로 작용

부진, 상기도 감염 증상, 청색증, 황달, 발진 유무를 포함시켰다. 각 환

한다.

자에서 발병 시기를 조사했는데 이것은 신생아에서도 원인을 알 수
4)

Hoque 등 은 혈액배양검사에서 균이 분리될 때까지 LP를 하지

없는 발열이나 무균성 뇌수막염의 원인으로 enterovirus가 주된 역

않았던 30명의 신생아 패혈증 환자 중 26.7%에서 뇌수막염이 동반

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월별 분포를 통해 그 원인을 추정해 보고

되었고 이중 반수는 혈액과 동일한 균이 발견되었는데 패혈증만 있

자 했다. 혈액검사 항목은 백혈구 총수와 분획, 혈색소, 혈소판 수, 혈

던 군과 뇌수막염이 동반된 패혈증 군의 임상증상은 동일했지만 사

당, serum glutamate oxaloacetic transaminase (SGOT), serum

망률에서 3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이처럼 동일한 균주로 인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SGPT), 요소 질소(blood urea

해 발생한 감염이라고 해도 각각 균혈증과 뇌수막염의 치료 기간, 사

nitrogen, BUN), creatinine, 혈구 침강속도, C-반응 단백 수치(CRP),

망률과 신경학적 예후가 다르다는 점은 중증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혈중 pH 및 탄산염(bicarbonate)이었으며 소변검사 결과도 확인했

에게 혈액 배양검사와 함께 LP가 처음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다. CSF의 백혈구 수, 단백과 당 수치, 혈액, 소변, CSF 배양검사에서

된다. 그러나 LP는 채혈 보다 기술적으로 어렵고 술기 중의 자세로

분리된 균을 확인하였으며 사망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인해 환자에게 호흡곤란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관

연구 결과의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3.0을 사용하

념적인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 하에 혈액

였으며, 검정을 위해 t-test와 Chi-Square, Fisher’s exact test, linear-

검사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나서 임상 경과의 호전이 없는 경우나 혈

by-linear association 검사를 이용하여 P<0.05인 경우 통계적 유의

액 배양검사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 LP를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5)

. 그러나 예후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알려진 무균성 뇌수막염 일

지라도 아직 뇌의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 영아에서는 신경학적
예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6).

결과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한 생후 30일 이하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임
상증상과 입원 당시의 기본 검사를 통해서 CSF 백혈구 증가증을 예

1. 환자들의 특성

측하고, 이를 통해 LP의 임상적 적응증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113명의 신생아가 LP를 받았으며 입원 당시 월별

대상 및 방법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본 대학병원에 입원한 생후 30
일 이하의 신생아에서 LP를 시행하여 CSF 백혈구 증가증이 있는 군
과 없는 군으로 구분하였고 그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
였다. 조산아와 선천성 기형아는 제외하였고 산모와 태아에게 주산
기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 병원 방문 전까지 항생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거나 병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와 의무기록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CSF 백혈구 증가증의 정의는 CSF 1 μL

Fig. 1. Number of infants with and without CSF pleocytosis b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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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Fig. 1과 같았다. 전체 환자의 월별 분포는 주로 여름철에 많

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발열과 기면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

았다. CSF 백혈구 증가증 군은 5월에 이어 9월에도 4건이었고 뒤이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2, OR=4.64, 95% CI, 1.24-17.30;

어 7월과 12월에 각 3건으로 계절적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

P=0.018, OR=3.51, 95% CI, 1.23-10.01)(Table 4).

나 11명의 무균성 뇌수막염 환자 중 8명은 5-7월 사이에 발병하였다.
113명 중 20명(17.7%)이 CSF 백혈구 증가증이 있었고 93명(대조
군)은 없었다. 출생 체중은 각각 CSF 백혈구 증가증 군과 대조군이

Table 2. Univariate Analysis of Clinical Symptoms between CSF
Pleocytosis Group and Control Group

3,227±504 g, 3,194±634 g이었고, 재태기간은 38.7±1.2주, 38.7±
2.6주이었으며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발병 당시 나이는 11.7±7.2일
과 10.1±9.5일이었고, 전체 성비는 113명 중 남아 80명, 여아 33명으

Fever

Control
group
(n=93)

Pvalue

17 (85)

49 (52.7)

0.008

6 (30)

29 (31.2)

NS

10 (50)

19 (20.4)

0.006

Tachypnea

6 (30)

18 (19.4)

NS

Startle responses

5 (25)

18 (19.4)

NS

Irritability

5 (25)

16 (17.2)

NS

Moaning sign

5 (25)

14 (15.1)

NS

Vomiting

4 (20)

11 (11.8)

NS

중 49례(52.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8,

Diarrhea

1 (5)

10 (10.8)

NS

OR=5.08, 95% CI, 1.39-18.54). 그외 다양한 임상증상들 중 두 군간

Cyanosis

1 (5)

7 (7.5)

NS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기면이었다(P=0.006, OR=3.89, 95% CI,

URI

0(

6 (6.5)

NS

1.47-10.70). 발열과 기면이 단독으로 있었던 경우와 비교해서 동반

Jaundice

2 (10)

2 (2.2)

NS

Rash

0(

1 (1.1)

NS

Fever+Lethargy

9 (45)

11 (11.8)

0.000

로 남아가 많았지만 두 군간의 성비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Poor oral intake

CSF Pleocytosis
group
(n=20)

Lethargy

2. 두 군간 임상 증상 비교
발열은 가장 흔한 증상이었으며113명 중 66명(58.4%)이 있었다.
발열은 백혈구 증가증 군의 20례 중 17례(85.0%)로 대조군의 93례

된 경우가 CSF 백혈구 증가증의 발생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P=0.000)(Table 2).

Data expressed as number (%)
Abbreviations: NS, not significant; CSF, cerebrospinal fluid; URI,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3. 두 군간 혈액검사 결과 비교
전혈구 계산치(complete blood cell count, CBC), 생화학검사(혈
당, SGOT, SGPT, BUN, creatinine), 혈구 침강속도, CRP, 가스 분석

Table 3. Comparison of Blood Test Results between CSF Pleocytosis
Group and Control Group

검사(혈중 pH, bicarbonate)를 비교했을 때, BUN만 CSF 백혈구 증
가증군에서 12.9±6.4, 대조군 10.0±5.5로 백혈구 증가군이 더 높아
WBC (/mm3)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7)(Table 3).

Hemoglobin (g/dL)
3

Platelet (/mm )

4. CSF 백혈구 증가증의 예측 인자

Sugar (mg/dL)

신생아 환자에서 CSF백혈구 증가증의 예측인자를 평가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발열, 기면, BUN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
CSF Pleocytosis
group
(n=20)
Birth weight (g) (mean±SD)

3,227±504

Control
group
(n=93)

Pvalue

3,194±634 NS

Gestational age (wk) (mean±SD)

38.7±1.2

38.7±2.6

NS

Age at onset (d) (mean±SD)

11.7±7.2

10.1±9.5

NS

13:7

67:26

NS

Sex ratio (male:female)

Data expressed as mean±SD or ratio.
Abbreviations: NS, not significant; CSF, cerebrospinal fluid.

SGOT (IU/L)

CSF Pleocytosis
group
(n=20)

Control
group
(n=93)

Pvalue

12,055±8793

13,804±7829

NS

13.4±2.2

14.3±2.8

NS

304,400±186,423 302,096±118,280

NS

61.8±65.3

64.2±21.8

NS

53±50

50±42

NS

SGPT (IU/L)

21±15

20±17

NS

BUN (mg/dL)

12.9±6.4

10.0±5.5

0.047

Creatinine (mg/dL)

0.5±0.2

0.6±0.3

NS

ESR (mm/hr)

13±19

13±17

NS

CRP (mg/dL)

4.5±7.5

1.1±2.1

NS

Blood pH

7.37±0.07

7.36±0.09

NS

Blood bicarbonate
(mmol/L)

18.0±3.7

19.5±6.5

NS

Data expressed as mean±SD.
Abbreviations: NS, not significant; CSF, cerebrospinal fluid; WBC, white
blood cell; SGOT, serum glutamate oxaloacetic transaminase; SGPT,
serum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BUN, blood urea nitroge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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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Clinical Predictors
Associated with CSF Pleocytosis

P -value
95% Confidence interval
Fever
4.64
0.022
1.24-17.30
Lethargy
3.51
0.018
1.23-10.01
BUN
1.07
0.084
0.99-1.16
Abbreviations: NS, not significant; CSF, cerebrospinal fluid; BUN, blood
urea nitrogen.
Odds ratio

거림, 청색증 등의 임상증상과 혈액검사 소견들이 유의한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CSF 백혈구 증가증과 세균성 감염 간의 연관을
보고자 하였다.
Meehan 등9)은 3개월 이하의 발열이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전체 환자 중 8.8%가 CSF 백혈구 증가증이 있었고, 그 중에
서 생후 31-60일 사이에 가장 많았다고 했다. CSF 백혈구 증가증 군
에는 세균성 뇌수막염 3%, 균혈증 4%, 요로감염 7%가 포함되어 있
어서 대략 15% 내외의 환자에서 세균성 감염을 진단했다. 이번 연구

5. CSF 백혈구 증가증과 세균성 감염과의 연관
CSF 백혈구 증가증 군(n=20) 중 8명이 세균성 뇌수막염, 12명이
무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었으며 그 중 1명은 요로감염을 동반했
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원인균은 Streptococcus agalactiae (S.

agalactiae, n=6), Escherichia coli (E. coli, n=1), S. pneumoniae
(n=1)였으며, 그 중 조기 발현형 감염(생후 72시간 이내)은 S.

agalactiae로 인한 뇌수막염 2건이었다.
대조군(n=93)의 80%는 비특이적인 바이러스 감염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요로감염이 10례(10.7%)가 있었다. 또다른 7명(7.5%)의 최종
진단명은 균혈증이었고 각각 S. agalactiae, E. coli, methicillinsensitive Staphylococcus aureus,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

coccus aureus, Klebsiella pneumoniae, Enterococcus faecium,
Candida parapsilosis가 분리되었다. 또 다른S. agalactiae 감염 환자
1명은 CSF 백혈구 증가증이 없었지만 혈액과 CSF에서 동일한 균이
분리되어 세균성 뇌막염으로 진단받았다. 양쪽 group에서 사망 사
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생후 30일 이내의 신생아에서 CSF 백혈구 증가증 군의
45%가 세균성 감염과 연관이 있어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P=0.015).

는 대상 연령을 생후 30일 이내의 신생아로 국한해서 자료를 수집하
였고 그 결과, CSF 백혈구 증가증 군 20명 중 8명이 세균성 뇌수막염,
1명이 요로감염으로 진단받아서 CSF 백혈구 증가증 소견을 보인 환
자가 대조군에 비해 세균성 감염과 연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Paquette 등3)은 생후 1-3개월 사이의 발열이 있었던 영아 중 13.5%
에서 요로감염이 있었고 소변과 CSF 배양검사 둘 다에서 균이 분리
된 환자는 0.2%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CSF 백혈구 증가와의 연관성
은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일
반적으로 S. agalactiae로 인한 신생아 조기 발현형 감염은 뇌수막염
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문데 비해서 이번 연구는 2명이 생후
72시간 이내에 발병하였다.
Meehan 등9)은 발열이 있는 영아가 CSF백혈구 증가증이 있을 경
우 발병 시기가 주로 여름철이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CSF 백혈구 증
가증 군에 속한 대부분의 환자가 무균성 뇌수막염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양쪽 군을 모두 포함시켜 질병 발생의 월별
분포를 보았을 때 주로 여름철에 많았지만 CSF 백혈구 증가증 군의
분포는 5월에 이어 9월에도 각각 4건이 있었고, 뒤이어 7월과 12월에
각 3건으로 계절적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전체
CSF 백혈구 증가증 군의 수가 적고, 그 중 반 수 정도만 무균성 뇌수
막염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조군 중에 비특이적인 바이
러스 감염이라고 진단받은 사례들과 무균성 뇌수막염 환자를 묶어

고찰

서 월별 분포를 조사했을 때는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되었는데 비록
각 환자의 대변이나 CSF로부터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연령이 어릴 수록 검사, 항생제 투여 및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enterovirus가 가장 흔한 무균성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일부는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

뇌수막염의 원인이고 매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그 검출 빈도가 월등

가적인 LP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LP의 적응증은 의사의 판단 하

히 높아진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Meehan 등9)

에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증

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상, 징후가 보일 때 혹은 어떤 혈액검사 결과가 있을 때 LP를 시행하

이번 연구는 신생아에서 CSF 백혈구 증가증의 예측 인자를 조사

는 것이 좋을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었으며

해서 LP의 임상적 적용 기준을 만들어 보기 위한 시도였다. 이전에

각 환자의 의무기록마다 LP를 시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도 유사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연구 대상의 연령 분포나 고열의 정의

는 않지만 검사 당시의 임상 증상과 활력징후,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등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서 아직 공통된 의견이 결정되지 않았다5, 6,

조사하고 CSF 백혈구 증가증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기면, 보챔, 끙끙

9, 10)

. 다만 발생 계절, 발열 유무, 환자의 연령 등이 영아에서 LP 의 시

J Korean Soc Neonatol 2012;19:121-126 • http://dx.doi.org/10.5385/jksn.2012.19.3.121

		

125

행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공통된 생각이

니라 다른 보고들에서도 대부분 S. agalactiae로 인해 뇌수막염이 발

었고 이번 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비

생했으므로14, 15) Mintegi 등5)의 주장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설득력이

교 항목으로 이용한 10여 가지 이상의 임상 증상 중 발열과 기면을

없어 보인다.

보인 경우는 각각 66명, 29명으로 CSF 백혈구 증가증과 유의한 관계

한편 이번 연구에서 Byington 등16)이 인용한 대로 CSF 적혈구 수

를 보였으며, 기면은 CSF 백혈구 증가증 군을 무균성 뇌수막염과 세

3
>1,000/mm 일 때를 traumatic tap이라고 정의했을 때 20.3%이었고

균성 뇌수막염으로 다시 구분했을 때 세균성 뇌수막염 환자에서 더

이것은 Pappano17)의 발표와 유사한 정도였으며, LP 과정에서 육안

많았지만 발열 없이 기면만 있었던 9명은 모두 뇌척수액 백혈구 증

으로도 혈성 CSF를 보인 경우는 3.5%가 있었고 dry tap (LP시행 후

9, 11)

가증이 없었다

.

CSF를 모을 수 없었던 경우)은 없었다.

그리고 이전의 연구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백혈구 수 및 급

미국 응급의학 지침서는 생후 30일 이하의 신생아가 열이 있을 때

성기 반응 물질(혈구 침강속도, CRP) 이외에 임상에서 기본적으로

LP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상 미국 의사들도 임상진료에

시행하는 혈액검사 항목을 생후 30일 미만의 아기에서 CSF 백혈구

서 접하게 되는 신생아에게 발열이 있음에도 환자가 많이 아파 보이

증가증의 예측 인자로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조사했는데 단일 항목뿐

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의료진은 LP를 즉각 시행해야만 할 것인가를

만 아니라 서로 다른 항목을 함께 묶어서 비교(예, 백혈구 수, BUN,

고민한다고 했다5, 18). 그러나 저자들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향후 더

creatinine, CRP, bicarbonate)했을 때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많은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생후 30일 미만의 신생아에서 혈

는 없었다. 이것은 무균성 뇌수막염 환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액검사와 소변검사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어도 임상 증상으로

도 있지만 신생아의 group B streptococcus (GBS) 뇌수막염을 대상

발열이나 기면이 있다면 LP를 시행하고, CSF 배양검사 결과를 얻을

으로 10년간의 임상 증례를 조사한 덴마크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때까지 세균성 뇌수막염의 진단을 쉽게 배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

증상 발생 초기에는 GBS 뇌수막염 환자도CRP 수치가 낮을 수 있기

다고 결론지었다.

12)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한편 발병 초기에는 CSF 백혈구 증가증, 당
감소나 단백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고 혈액이 아닌 뇌척수액 배양검
사에서만 균이 동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13, 14), 이번 연

요약

3

구에서도 GBS 뇌수막염 환자 중 1명은 CSF의 백혈구 수가 3/mm 이
었고, 3명은 혈액에서 GBS가 검출되지 않았다.

목적: 신생아에서는 중증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

이번 연구에서는 113명 중 20명(17.7%)이 백혈구 증가증이 있었

하는 혈액, 소변검사들과 함께 LP도 높은 빈도로 시행하게 된다. 이

고 그 중 8명(7.1%)의 세균성 뇌수막염과 12명(10.6%)의 무균성 뇌수

는 신생아에서 뇌수막염의 원인과 관계없이 불량한 예후를 보이기

5)

막염 환자가 있었다. 반면 Mintegi 등 은 발열이 있던 생후 29일 미

때문이다. 저자들은 신생아에서 임상증상과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만의 신생아 중 11.3%가 CSF 백혈구 증가증을 보이고 그 중 대부분

서 CSF 백혈구 증가증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세균성 감염과의 연관

이 무균성 뇌수막염이었으며 세균성 뇌수막염은 1.6%였다고 했다.

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영아의 임상 경과를 몇 시간 정도 지켜볼 수 있다거나 응급실

방법: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의무기록지를 후향적

로부터 귀가한 이후라도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추적이 가능한

으로 조사해서 생후 30일 이하의 신생아 113명에서 CSF 백혈구 증

경우에는 발열이 있는 영아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일차적으로 LP를

가증의 예측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 연구 결과처럼 LP를 시행한 신생아

석을 시행하였다. 20명은 CSF 백혈구 증가증 군이었고 93명은 대조

중 7.1%가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군이었다.

과밀한 소아 응급실과 외래 진료 여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어린 영아,

결과: 발열은 CSF 백혈구 증가증 군에서 85.0%로 대조군의

특히 신생아에게 이런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였다. 또

52.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8, OR=5.08,

5)

한 Mintegi 등 은 세균성 뇌수막염이 단 2건뿐 이었고 GBS는 검출

95% CI, 1.39-18.54). 기면도 두 군간 유의했으며 특히 발열과 기면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들 지역에서 GBS에 대한 주산기 예방책을

각각 단독으로 있었던 경우와 비교해서 둘 다 있었던 환자가 CSF 백

적용하면서 신생아 GBS 감염 빈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

혈구 증가증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혈액검사 소견에서BUN은

인 신생아 중증 감염의 빈도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산모에게

CSF 백혈구 증가증 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로지스틱 회

GBS주산기 예방책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이번 연구 뿐만 아

귀분석에서 발열과 기면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BU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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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CSF 백혈구 증가증이 있었던 환자 중 45%가 세균성 감염
(뇌수막염, 요로감염)과 연관이 있었고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
하게 높았다.

결론: 신생아에서 발열이나 기면 또는 두 증상이 동반하여 출현
시 CSF 백혈구 증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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