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 Candidiasis is an important morbidity among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VLBWI). There is a little data on the risk factors in VLBWI. This study was done to 

describe the incidence, treatment, and risk factors of candidiasis in VLBWI.

Methods: From September 2008 to December 2011, medical records of 130 infants 

with VLBWI in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Seventeen infants were diagnosed with candidiasis 

and treated with antifungal agent.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e candidiasis group 

(CAN, n=17), the bacterial sepsis group (BAC, n=34), and the non-sepsis group (Non-

SEP, n=74). Demographic finding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candidiasis were 

compared between these groups.

Results: The mean gestational age was significantly low in the CAN group, but birth 

weigh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The maternal demographic 

finding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The incidence of respi-

ratory distress syndrome (RDS) is higher in the CAN group compared to these groups 

(P<0.05). The durations of intubation and central venous line were significantly 

longer in the CAN group than in the other groups (P<0.05).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duration of central venous line is the significant factor for candidiasis (P 

=0.003, odd ratio: 1.56, 95% confidence interval: 1.39-1.68). 

Conclusion: The incidence of candidiasis in VLBWI was 13.1 % and the risk factor for 

candidiasis was longer duration of central venous line in ou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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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패혈증은 신생아 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에 입원하여 치료 받고 

있는 미숙아의 중요한 사망 원인의 하나로
1,2)

, 신생아 집중치료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출생체

중 1,500 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VLBWI)의 출생이 증

가하고 이들의 생존을 향상시키기 위한 침습적인 처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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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패혈증의 발생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침습적 진균 

감염은 NICU내에서 발생하는 지발형 패혈증(late onset sepsis) 

중 그람 양성(gram-positive) 및 그람 음성(gram-negative) 감

염에 이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진균 감염의 일차적

인 원인인 칸디다 감염에 의한 빈도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2.6-

12.9%, 출생체중 1,000 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extre-

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ELBWI)에서는 3-23%까지 보고

하고 있다
3-6)

. 또한 칸디다 감염에 의한 신생아의 사망률은 13%
2)

이며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는 25-40%
7-9)

, 초극소 저체중 출생

아는 15-60%
10,11)

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

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에서 신경학적인 발달 장애가 생기는 빈도

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
11-13)

. 칸디다 감염은 미숙아에서 발생할 위

험성이 증가하는데, 피부나 위장관이 미성숙하고 면역체계가 불완

전하며 진단과 치료에 다양한 침습성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3,12)

. 국내에서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모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칸디다 감염에 대한 빈도와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14,15)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연구는
16)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칸디다증 발병 빈도, 원인 균주, 치료와 더불어 동일 기간 내에 입

원치료를 받았으나 칸디다 감염이 없었던 극소 저체중 출생아들

과 비교하여 칸디다증의 위험 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

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체중 1,500 g 미만의 극소 저체

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칸디다증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심한 선

천성 기형을 가진 환자나 생후 1주일 전에 조발형 감염으로 사망

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칸디다증의 정의는 정상적으로 무균인 혈

액, 복강액, 뇌척수액에서 칸디다가 동정되었거나 소변에서 칸디다

가 동정되면서 패혈증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로 정의하였고 대상 

환자는 칸디다 감염이 있었던 환자군(candidiasis group, CAN)

과 칸디다 감염 외의 세균성 패혈증이 있었던 환자군(bacterial 

sep sis group, BAC), 그리고 패혈증이 없었던 무균 환자군(non-

sepsis group, Non-SEP)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의무 기록지를 토

대로 후향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구학적 특징으로 재태주령, 출생체중, Apgar 점수, 분만형태, 

성별 등을 비교하였으며 주산기 인자로서 조기 양막 파수, 임신성 

고혈압, 산전스테로이드 투여, 조직학적 융모양막염의 차이를 조사

하였다. 칸디다 감염과 관련된 위험인자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

군, 동맥관 개존증, 기도 삽관 및 기계적 환기 요법, 배꼽 혈관 도관

을 포함한 중심 정맥 도관, 총 정맥 내 영양 기간 등을 비교하였고, 

칸디다 감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동정된 칸디다 균주, 균주가 동정

된 시기 및 항균제 사용 기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장기의 침범 

여부는 뇌 초음파, 뇌척수액 검사, 안저 검사, 심 초음파, 복부 또는 

신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통계적 처리는 SPSS version 21.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군 간의 인자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

수의 비교는 Pearson’s Chi-square test, 연속형 변수는 비모적 

다중비교를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였으며 칸디다증

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다변량 로티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

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으며, 관찰 값은 평균±표준편

차로 제시하였다.

결과

1. 발생 빈도, 출생체중 및 재태주령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생

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130명이었으며 이

중 심한 선천성 기형을 가지거나 조발형 패혈증으로 연구에서 제

외된 환자는 5명이었다. 조발형 패혈증의 원인으로 칸디다 감염은 

없었다. 칸디다증의 발생은 극소 저체중 출생아 130명 중 17명으

로 13.1%의 빈도를 나타냈으며 칸디다 외의 진균 감염의 발생은 

없었고 대상 환자 중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칸디다증이 발생

한 빈도는 22.0%이었다. 칸디다증이 발생한 환자의 평균 출생체

중은 889±278 g (590-1,480 g)이었고 재태주령은 25.6±2.3주

(23-30
+4
주)였다.

2. 발생 시기, 동정된 칸디다 균주 및 부위

칸디다증의 평균 발생시기는 25.4±14일(9-53일)이었으며 동

정된 칸디다 균주는 Candida albicans, Candida parapsilosis, 

Candida glabrata, Candida tropicalis, Candida famata, Candi-

da guilliermondii 등이었다. 이중 Candida parapsilosis가 9명

(52.9%)으로 가장 많은 원인 균주였으며 이어서 Candida albi-

cans 2명(11.8%), Candida glabrata 2명(11.8%)의 분포를 나타냈

고 나머지는 균주들은 각각 1명씩 동정되었다(Table 1). 동정된 부

Table 1. Isolated Candida Species

Candida species Number of patients (%)

C. parapsiolsis 9 (52.9)

C. albicans 2 (11.8)

C. glabrata 2 (11.8)

C. tropicalis 1 (5.9)

C. famata 1 (5.9)

C. guilliermondii 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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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모두 혈액에서(17명, 100%) 동정되었으며 이중 1명에서 감

염의 중기 시기에 시행한 소변 배양 검사에서도 칸디다 균주가 소

량 (rare)으로 동정되었으나 요분석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관찰되

었고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어 국소 감염의 가능

성은 희박하였다. 칸디다증이 있었던 모든 환자들은 뇌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심장 초

음파, 복부 및 신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모든 초음파 및 

MRI검사에서 칸디다증에 의한 감염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안저 검사에서도 칸디다 감염과 관련된 내안구염의 병변은 관찰

되지 않았다.

3. 항균제 사용 및 치료 기간

칸디다증이 발생한 모든 환자들은 Amphotericin-B 투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병 초기부터 Lipo-

somal amphotericin-B (5-7 mg/kg)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환

자들은 Liposomal amphotericin-B에 반응하여 임상적인 증상

의 호전이 되었으나 3-4주이상 항균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임

상적인 호전이 없으면서 혈소판 감소증(<50,000/µL)의 악화, C-

반응성 단백질의 수치의 증가 및 혈액 배양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칸디다가 동정되는 경우에는 amphotericin-B에 대한 내성 여부

를 검사하고 Caspofungin (2.5 mg/kg)으로 항균제 치료를 변경

하였다. 대상 환자 중 3명(17.6%)이 Liposomal amphotericin-B

에 이어 Caspofungin으로 변경하였으며, amphotericin-B 내성 

검사는 모두 음성의 소견을 나타냈다.

항균제의 평균 치료 기간은 35.0±17.6일(15-66일)이었으며 치

료 기간 동안 항균제에 대한 부작용의 검사로 전해질, 칼슘, 인, 간 

기능 등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 하였다. 치료 중 저칼륨혈증

(<3.5 mEq/L)이 2명(11.8%)에서 발생하였으며 칼슘이나 인의 수

치는 모두 정상 범위 안에서 관찰되었다. 간 수치의 이상 소견이 보

이면서 담즙정체가 나타난 경우는 6명(35.3%)이었으나 간 기능의 

저하의 원인이 패혈증에 의한 혈액학적 소견인지 항균제에 의한 

부작용 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려웠다(Table 2).

  

4. 대조군과 위험 인자 비교

동일 연구 기간에 칸디다증이 없었던 환자들을 세분화하여 칸

디다균 외의 세균성 패혈증이 있었던 환자군(BAC, 34명)과 패혈

증이 없었던 무균 환자군(Non-SEP, 74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

여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세 군간에 산전의 주산기 인자인 조

기 양막 파수, 임신성 고혈압,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 조직학적 융

모양막 염의 발생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출생 시의 

Apgar 점수, 성별, 원내 외 출생 여부, 분만 방법에서도 세 군간에 

Table 2. Onset and Antifungal Therapy of Candidiasis

Onset of symptoms (d)  25.4±14.0 (9-53 days)

Duration of antifungal therapy (d) 35.0±17.6 (15-66 days)

Antifungal agents

   Liposomal amphotericin-B 17 (100%)

   Liposomal amphotericin-B + Caspofungin   3 (17.6%)

Complication of antifungal agents

   Hypokalemia   2 (11.8%)

  Abnormal liver function test with cholestasis   6 (35.3%)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number of 
patients (%).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ndidiasis 
(CAN, n=17)

Bacterial sepsis 
(BAC, n=34)

Non sepsis 
(Non-SEP, n=74)

P-value

Gestational age (wks) 25.6±2.3 (23.0-30.6) 27.2±2.8 (22.0-34.0) 28.3±3.3 (23.6-36.7) 0.004

Birth weight (g)         889±278 (590-1,480)   1,069±264 (460-1,480)  1,061±297 (420-1,499) 0.069

Apgar score

   1 min 3.1±1.5 4.0±2.2 4.2±2.1 0.139

   5 min 6.7±1.2 7.0±1.2 6.8±1.5 0.737

Male 10 (58.8) 20 (58.8) 37 (50.0) 0.809

Outborn 0 (0) 2 (5.9) 2 (2.7) 0.514

Cesarean section 10 (58.8) 22 (69.7) 60 (81.1) 0.099

PIH 3 (17.6) 4 (12.1) 15 (20.3) 0.487

PROM 3 (17.6) 14 (41.2) 29 (39.2) 0.224

Chorioamnionitis 4 (23.5) 14 (41.2) 17 (22.9) 0.113

Prenatal steroid 3 (17.6)     14 (41.2) 29 (39.2) 0.224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number of patients (%).
Abbreviations: PIH,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CAN, candidiasis; BAC, bacterial sepsis; Non-SEP, 
non-sepsis.



38 Ha Young Shin, et al.
The Incidence, Treatment, and Risk Factors of Neonatal Candidiasis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재태주령은 칸디다증군에서 두 대조군

에 비해서 유의하게 작았으며(P<0.05), 출생체중은 칸디다증군에

서 작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3). 

칸디다 감염과 관련된 위험인자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의 

빈도는 칸디다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5), 동맥관 개존

증 및 폐고혈압증은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기도 내 삽관 기간

은 칸디다증군(CAN, 72±48일)에서 대조군(BAC, 49±34일 vs. 

Non-SEP, 34±39일)보다 유의하게 길었으며(P<0.05), 지속적 양

압 호흡법의 사용 기간은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총 기계적 환

기 요법의 사용 기간은 칸디다증군(CAN, 91±47일)에서 대조군

(BAC, 69±37일 vs. Non-SEP, 46±46일)보다 유의하게 길었고 산

소 투여 기간도 칸디다증군에서 통계적으로 길었다(P<0.05). 배

꼽 혈관 도관 중 배꼽동맥 및 배꼽정맥 도관의 사용 기간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심 정맥 도관의 사용 기간은 칸

디다증군(CAN, 68±43일)에서 대조군(BAC, 52±23일 vs. Non-

SEP, 38±21일)보다 유의하게 길었다(P<0.05). 총 정맥 내 영양 사

용 기간은 세 군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Table 4). 

단일 변수 비교에서 의미가 있었던 인자들을 가지고 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재태주령과 출생체중을 보정한 위험 인

자를 조사하였을 때, 중심 정맥 도관의 사용 기간(odd ratio 1.56; 

95% confidence interval 1.39-1.68, P=0.003)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칸디다증의 의미 있는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Table 5).

5. 대조군과 유병률 및 사망률 비교 

유병률에 대한 조사로 기관지폐 이형성증, 괴사성 장염, 3단계 

이상의 뇌실 내 출혈, 뇌 백질 연하증 및 3단계 이상의 미숙아 망

막증의 발생 빈도를 비교하였으나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칸디다증 환자군의 사망률은 11.8% (2명)이었고 모두 칸디다 

감염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었으며, 세균성 패혈증 환자군의 

사망률은 11.8%, 무균 환자군의 사망률은 17.6%로 세 군간에 통

계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6).

Table 4. Comparison of Associated Factors of Candidiasis between the Groups

Candidiasis 
(CAN, n=17)

Bacterial sepsis 
(BAC, n=34)

Non sepsis 
(Non-SEP, n=74)

P-value

RDS 17 (100) 31 (91.2) 49 (66.2) 0.003

PDA 14 (82.3) 29 (85.3) 52 (70.4) 0.640

PDA ligation      0 (0)       1 (2.9)       2 (2.7) 0.767

Pulmonary hypertension  1 (5.9) 1 (2.9) 2 (2.7) 0.828

Pulmonary air leak 0 (0)   0 (0)   4 (5.4) 0.207

UAC duration 10.7±4.1 10.4±4.4  8.9±4.4 0.353

UVC duration 8.7±4.4 7.2±2.8  6.8±4.7 0.424

PCVC duration 67.6±42.5 52.4±23.4  38.0±21.1 0.000

PCVC insertion day  8.7±3.3  7.7±1.8  7.6±1.9 0.233

Intubation duration 72.4±48.0 48.8±34.1 34.0±38.9 0.002

HFOV duration 37.8±26.0 25.1±20.7 17.1±21.6 0.028

CPAP duration 21.1±12.4 32.6±11.8 18.9±14.2 0.358

Total ventilator duration 91.1±47.0 69.1±37.4 45.8±45.6 0.000

Oxygen therapy 89.8±70.3 40.9±37.6 40.0±40.6 0.006

TPN duration 34.8±26.9 37.2±17.9 33.2±20.5 0.705

Onset of infection 25.4±14.0 13.5±12.0     - 0.048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patients (%), and duration (day).
Abbreviations: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UAC, Umbilical arterial catheterization; UVC, umbilical venous 
catheterization; PCVC, 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HFOV, high frequency oscillation ventilator; 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CAN, candidiasis; BAC, bacterial sepsis; Non-SEP, non-sepsis.

Table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Associated 
Factor of Candidiasis

Determinants OR 95% CI P-value

Gestational age 1.06 0.97-1.18 0.257

PCVC duration 1.56 1.39-1.68 0.003

Intubation duration 1.08 0.99-1.16 1.076

Total ventilator duration 0.94 0.88-1.02 0.121

Abbreviations: OR, od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CVC, percuta-
neous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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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 칸디다증의 발생 빈도는 미숙아 출

생률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Shim 등
14)

의 연구에서 3차 의료기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칸디

다 감염의 빈도가 1980-1995년 기간 동안에는 3.3%였으나 1996-

2005년 기간 동안은 17.4%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

다. 또한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진균 감염의 발병이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생존율 증

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균 감염의 빈도는 미국이

나 서양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

데
14)

, 본 연구에서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칸디다증 발생 빈도는 

13.1%로 국내의 다른 문헌에서 보고된 2.9-4.7%에
15-17)

 비해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외국 문헌
1,18-20)

의 2.6-16.7%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초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칸디다증 발병은 22.0%로 국내의 4.49%나 

외국의 3-22%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특

히 국내의 자료와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국내 

연구는 2001년도 이전의 자료가 대부분이고 Lee 등
16)

의 연구도 

2008년까지의 자료를 통한 연구였으나, 본 연구는 2008년 이후의 

신생아 집중치료가 발달하고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생존율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최근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칸디

다증이 발생한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82%가 초극소 저체중 출생

아로 발병의 대부분이 체중이 작은 미숙아에서 감염이 많았던 영

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추후 발생 빈도가 높은 정확한 원인에 대

해서는 개별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칸디다증 발생 빈도 및 위험 인

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칸디다증에서 가장 흔한 원인 균주는 C. albicans로 알려져 있

으며 그 다음으로 C. parapsilosis 가 높은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8,21,22)

. 그러나 최근에는 C. parapsilosis의 

빈도가 재태주령과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이며, 

Lee 등
16)

의 연구에서도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칸디다 감염의 가

장 많은 원인 균주는 C. parapsilosis 로 47.4%를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도 C. parapsilosis가 동정된 균주의 52.9%로 가장 많은 원

인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C. albicans, C. glabrata가 높은 빈

도로 동정되었다. C. parapsilosis 감염은 유행 상황에서 환자의 

혈액 검체와 동일한 균주가 의료진의 손에서 검출이 되게 되며 그 

빈도는 28%까지 된다고 하였고
23)

, 특히 의료진의 손씻기와 무균

적 처치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상태에서 위관, 기계적 환기 요법, 

중심 정맥 도관을 관리하는 진료 행태가 감염을 유발시킨다고 하

였다
22,24)

.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환기 요법 및 중심 정맥 도관의 사

용 기간이 칸디다증군에서 의미있게 길면서 C. parapsilosis 감염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환자의 관리나 처치에 있어서 의료

진의 손씻기나 무균적인 수행 유무가 칸디다증의 높은 발생 빈도

와 연관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원은 감염 관리실에서 

분기별로 의사, 간호사 및 조무 요원을 포함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씻기 수행률을 정기적으로 조사

하고 있는데, 평균 92-98%의 높은 수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C. parapsilosis 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침습적

인 도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균적인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감시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생아의 칸디다 감염은 전형적으로 전신성 칸디다증으로 발현

되기는 하지만 도관을 가지고 있는 미숙아에서는 감염된 혈소판

이나 형성된 진균구(fungal ball)가 도관을 이동하여 다양한 국소 

부위를 침범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25)

. 주로 중추신경계(cen-

tral nervous systems, CNS), 요로계, 복부, 안구, 심장 등에 침범

하여 국소 감염을 일으키며 그 외에도 골격계, 피부나 연부 조직에

도 영향을 주게 된다
3,15,25)

. 전신적 및 국소적 칸디다 감염의 진단

을 위해서는 혈액, 소변 및 뇌척수액의 배양 검사, 뇌 병변의 유무

Table 6. Comparison of Morbidity and Mortality between the Groups

Candidiasis 
(CAN, n= 17)

Bacterial sepsis 
(BAC, n=34)

Non sepsis 
(Non-SEP, n=74)

P-value

BPD 16 (94.1) 28 (82.4) 34 (45.9) 0.001

NEC 0 (0) 0 (0) 0 (0) 0.412

IVH (Gr≥3) 2 (11.8) 2 (5.9) 3 (4.1) 0.564

PVL  1 (5.9) 2 (5.9) 6 (8.1) 0.773

ROP (stage≥3) 4 (23.5)   6 (17.6)  10 (13.5) 0.609

ROP with laser therapy 4 (23.5) 4 (11.8) 8 (0.8) 0.412

Hospital day 115.2±51.5 89.6±43.3 70.7±48.6 0.002

Mortality 2 (11.8) 4 (11.8) 13 (17.6) 0.597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patients (%), and duration (day).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CAN, candidiasis; BAC, bacterial sepsis; Non-SEP, non-s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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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위한 뇌초음파, 뇌 컴퓨터단층 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CT), MRI, 심장 내의 혈전이나 진균구를 진단하기 

위한 심초음파, 간, 비장이나 신장의 침범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의

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안과적 검사를 통해서 내안구염을 확

인해야 한다
25)

. Barton 등
7)
은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연구에서 확

진된 중추성 칸디다증(definite CNS candidiasis)은 29%의 발

병 빈도를 보였고 이는 감염된 환자의 50%에 해당되었으며, Fer-

nandez 등
26)

은 30%에서 중추성 칸디다증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국내 문헌에서는 중추성 칸디다증의 발생은 거의 보고 되지 않았

는데
15-17)

, 뇌척수액에서 칸디다가 동정될 가능성이 낮거나 동정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15)
. 본 연구에서도 중추성 

칸디다증의 발생은 없었는데, 비록 본원에서 칸디다증이 있었던 

환자들에게서 임상적인 증상의 악화 및 심한 혈소판 감소증으로 

뇌척수액 검사의 제한이 있었으나 감염이 있었던 환자들 모두에

게서 주기적인 뇌초음파와 MRI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칸디다증

을 의심할 만한 병변(probable CNS candidiasis)은 관찰되지 않

았다. 그러나 극소 또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중추성 칸디다

증에 의한 사망률은 50-57%
7,27)

로 높게 보고 되고 있기에 칸디다

증이 발생한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중추성 감염에 대한 적극적

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생아의 칸디다 감염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치료 시기와 

약물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28-30)

. 본 연구에서는 항균제

로써 치료의 초기부터 Liposomal amphotericin-B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amphotericin-B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이나 신기능 독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Jeon 등
31)

의 

연구에서도 Liposomal amphotericin-B와 amphotericin-B의 

투여를 비교하였을 때 Liposomal amphotericin-B을 사용한 경

우에서 약물 사용 기간이나 사망률의 차이가 없으면서도 부작용

의 빈도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Lipo-

somal amphotericin-B를 사용하였을 때 약물 사용과 관련된 이

상 소견으로 저칼륨혈증이 나타났으나 11.8% (2명)로 빈도는 높

지 않았으며 가장 낮게 측정된 수치도 3.2 mEq/L로 경증의 소견

을 나타내었다. 그 외 다른 부작용으로 간 효소 수치의 증가 및 직

접 빌리루빈치의 증가를 보이는 담즙정체 소견이 나타났으나 대부

분 패혈증의 임상 소견이 지속되고 혈액학적으로 혈소판 감소증, 

C-반응성 단백질의 증가 및 칸디다 균주의 증식이 활성화되고 있

는 상태에서 관찰된 소견으로 간 기능 이상의 원인이 칸디다증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또는 항균제의 부작용인지에 대한 구분은 어

려운 상황이었으며 임상적으로 패혈증의 소견이 호전 되면서 간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아 Liposomal amphotericin-B의 

직접적인 부작용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칸디다증의 위험 인자로는 중심 정맥 

도관이나 기도 삽관의 침습적인 처치, 지방 용액을 포함하는 정

맥 영양법, 광범위 항생제, 항균제, 제산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 등

이 보고되고 있다
4,32,33)

.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기형을 가지거나 조

발형 감염의 환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선천성 칸디다증

이 아닌 지발형 칸디다 감염에서, 실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중심 

정맥 도관, 기도 삽관 및 총 정맥 영양 기간 등의 중요한 위험 인자

와의 연관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로 연구에서 제외된 5명의 환자들도 조발형 또는 지발형의 칸디다

증의 발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원에서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치료 지침은 임상적으로 패혈증의 소견이 나타나고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거나 혈액에서 균주가 동정되기 전까지는 예

방적인 항생제나 항균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특

히, 3세대 cephalosporin계 항생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칸디다증이 있던 환자들에서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기 5-7일 전에

는 제산제를 사용한 적이 없어 위험 요인 조사에서 예방적 항균제 

및 제산제의 사용 여부는 제외하였다. 또한 스테로이드의 투여와 

관련하여서도 연구가 진행된 시기에는 생후 2-3주 전에는 스테로

이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았고 칸디다증이 있었던 환자들

의 스테로이드 사용 시기는 대부분 칸디다 감염으로 인해서 기관

지폐 이형성증이 악화된 이후였기에 위험 요인의 조사에서 제외하

였다. 또한 기존의 칸디다증의 위험 인자에 대한 비교 연구는 재태

주령과 체중이 유사하면서 패혈증이 없었던 무균의 대상을 대조

군으로 매칭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동

안 칸디다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무균 대조군 외에

도 세균성 패혈증이 있었던 군을 더 추가하여 세 군간의 비교 분

석을 통해서 칸디다증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위험 인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기도 내 삽관 및 

기계적 환기 요법 기간, 중심 정맥 도관 삽입 기간이 칸디다증이 

발생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다변량 로티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조사

하였을 때 중심 정맥 도관의 사용 기간이 의미 있는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칸디다증의 발생 시기는 생후 25.4± 

14일 이었고 세균성 패혈증의 발생 시기는 생후 13.5±12일로 발

병 시기가 칸디다증군에서 더 늦게 나타났고, 중심 정맥 도관 삽

관일은 칸디다증군과 세균성 패혈증군에서 각각 8.7±3.3일과 7.7 

±1.8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중심 정맥 

도관 유지가 칸디다증의 높은 발생률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칸디다증이나 패혈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유 

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중심 정맥 영양이나 약물 투여

로 인해서 감염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더 오랫동안 중심 정맥 도

관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중심 정

맥 도관의 사용 기간이 칸디다증군에서 유의하게 길었음에도 불

구하고 중심 정맥 영양 기간은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칸

디다증의 발병 시기가 더 늦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중심 정맥 도

관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칸디다증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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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임을 설명할 수 있었다. 

칸디다증의 사망률은 세균성 패혈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되는데
32)
, Hammoud 등

10)
은 극소 저체중 출생아 중 칸디다 감염

으로 사망하는 빈도는 25-40% 를 차지한다 하였고, 다른 문헌에

서도 신생아 칸디다증의 사망률은 15-60%
5,6,8,21,27)

로 매우 높은데 

특히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apman 등
20)

은 칸디다증이 있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73%에서 사망하거나 신경학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국내 

문헌에서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 중 칸디다 감염이 있었던 환자의 

사망률은 47.4%였고 이 중 칸디다 감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망률은 21.1%의 빈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16)
. 본 연구에서 칸디다

증에 의한 사망률은 11.8%로 국내외의 문헌과 비교하며 낮은 빈

도를 보였으며 연구 기간 동안에 세균성 패혈증군의 사망률과 비

교하여서도 유사한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아마도 외국 문헌과 

비교하여 중추성 칸디다 감염의 발생이 없었고 비록 칸디다증의 

발병 빈도는 높았으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사

망률이 호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일 기관의 연구로 대상 환자수가 충분하지 않은 제

한점이 있으나 기존의 국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극소 저체중 출

생아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단변량 비교를 통한 단순 위험 인

자 분석이 아닌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유의한 위험 인자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시행된 

진료 지침 하에 칸디다증이 있는 환자들과 칸디다증이 없었던 환

자들을 비교함으로써 칸디다증의 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원에서는 연구 기간에서 나타

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 기간 이후부터는 중심 정맥 도관의 

사용 기간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진료 지침을 세우고, 특히 중심 

정맥 도관을 통한 수액이나 약물 투여 시에는 멸균된 방법을 통한 

처치 및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교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진료 지침을 수행하면서 칸디다증의 

발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진료 개선을 통한 칸디다증의 빈도와 위험 인자의 변

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칸디다증은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의 하나로 미숙아의 출생률 증가와 생존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침습적 시술 및 처치로 인해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칸디다증이 발생한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는 장기적으로 신경학적인 발달 장애가 발생할 수 있

는 빈도가 증가하게 됨으로 칸디다 감염을 줄이기 위한 치료 방침

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신생

아 집중치료실마다 칸디다증의 발생 빈도와 감염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위험 인자는 각 병원별 진료 지침, 진료 환경, 의료진의 

손씻기나 무균적 처치의 수행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수 있으므로 

개별 집중치료실마다 의미 있는 위험 인자를 파악하고 감염을 예

방하기 위한 진료 지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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