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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암환자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획득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배경배경배경배경: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은 1986년 처음 발견된 이래 분리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 질환환자 또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서 각종 기회 감염증을 초래 한다는 것이 알려진 후부터 

중요 원내 감염균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VRE 획득 주요 

위험 인자군에 속하는 악성 종양 환자에게서 VRE 획득이 다른 

새로운 감염의 선행 위험인자로 작용하는지 또는 VRE 획득 후 

어떤 인자가 VRE 감염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암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혈액 종양 환자 

군에서 소수의 보고만 있으며, 고형암을 포함한 VRE 획득 

암환자 코호트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VRE 획득한 암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VRE 획득 후 새롭게 발생한 감염양상, VRE 혈류감염의 

위험인자, 사망률, 사망률에 미치는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검출된 암환자 2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특성과 

기저질환에 따른 병력의 변화, 새로 획득한 감염, 사망률에 

미치는 위험인자 등을 조사하였다. VRE 집락화 후 혈류   

감염으로 이행한 환자는 15예가 있었으며, 성별, 입원병동, 

나이, 암의 유형, 암의 병기를 맞춘 45명의 대조군과 함께 환자 

대조군 연구로 VRE 혈류감염의 위험인자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결과결과결과: 208명의 환자를 분석하였으며 이중 VRE 획득 후 새로운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67예 (32.3%) 였다. VRE 획득 암환자 

코호트군에서 감염 획득 위험인자의 단변량 분석에 따르면, 

입원 시점부터 VRE 획득까지 재원기간이 2주 이상 되는 경우, 

당펩타이드계 항생제 사용 1주 이상, VRE 획득 시 급성 신부전 

동반이 있는 경우가 위험 인자였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위험인자는 없었다. VRE 집락화 환자의 VRE 혈류감염 

이행 위험인자 환자 대조군 연구 분석에서는 VRE 획득시 

쇼크의 동반이 예측인자로써 의미가 있었다 (Odds ratio, 9.36, 

95% confidence interval, 1.50-58.29, p<0.01). 사망에 

기여하는 위험인자 분석에서는 VRE 획득 후 새로운 감염을 

보이는 경우, VRE 혈류감염으로 이행하는 경우, VRE 획득시 

쇼크나 급성 신기능 부전을 동반한 경우나 요도관, 흉관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서 사망률을 의미 있게 증가시켰다. 

결론결론결론결론: 따라서 암환자에서 VRE 획득한 코호트군을 치료, 추적 

관찰할 때 상기 위험 인자들이 있는 경우, 특히 VRE 획득과 

함께 쇼크 동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의 깊은 관찰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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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구균은 그람 양성 구균으로 장내 정상 상재균이며 구강 내 또는 

여성 생식기에도 분리되는 비교적 약한 병독성의 세균이다.1 1986년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VRE)이 처음 발견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VRE 

분리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VRE 는 정상인에서는 쉽게 

병을 유발하지 않지만 만성 질환환자 또는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서 

각종 기회 감염증을 초래 한다는 것이 알려진 후부터 중요한 원내 

감염균으로 부각되고 있다.1-3 국내의 경우에도 1992년 VRE가 처음 

보고된 후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출현 빈도가 늘고 있으며, 미국 

병원 감염관리 자문위원회(Hospital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에서는 VRE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권고안을 제시하였고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염관리 

전문가 단체가 중심이 되어 VRE 감염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VRE 획득의 위험 인자로는 만성 신부전 또는 악성 종양 환자나 



면역 저하자와 같은 숙주 인자와5-7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 

중환자실이나 암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경우 등의 병원 인자5, 8-10 

그리고 광범위 항생제나 반코마이신 사용의 기왕력과 같은 항생제 

사용력과 중심정맥 도관 등의 침습적 조작을 한 기타 인자들11, 12이 

있으며 특히 반코마이신 사용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 VRE 집락화 

내지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VRE 집락화 

자체가 VRE 혈류감염을 포함한 다른 감염의 독립적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몇몇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12, 13 혈액암 

환자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군에서 VRE 집락화와 감염양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VRE 집락화를 획득한 환자에서 항암 치료로 인한 호중구 

감소증과 같이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순차적인 VRE 혈류감염을 

포함한 VRE 감염증 또는 다른 기회 감염이 증가한다고 말했다.14 

그리고 VRE 또는 VSE (vancomycin-susceptible enterococci)  

감염증에 대한 메타 분석을 살펴보면 반코마이신 내성 획득 자체가 

장구균 혈류감염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사망률을 증가 시키는 독립 

위험인자로 볼 수 있었다.15 

현재 VRE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VRE 획득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VRE 혈류감염 

자체는 사망률에 대한 강력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VRE 획득 주요 위험 인자군에 속하는 악성 종양 

환자에게서 VRE 획득이 VRE 감염으로의 이행 또는 다른 새로운 

감염의 선행 위험인자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암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혈액 종양 환자군에서 소수의 보고만 

있으며, 고형암을 포함한 VRE 획득 암환자 코호트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RE 획득으로 인해 격리 되었던 암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VRE 획득 후 새롭게 발생한 감염양상, 

VRE 혈류감염의 위험인자, 사망률, 사망률에 미치는 위험인자 등을 



고찰하여 향후 VRE를 획득한 암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지침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검출되어 격리된 암환자 2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특성과 기저질환에 따른 병력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추적 

관찰 중 타 병원 전원 등으로 사망 전 기록을 알 수 없는 

환자는 제외하였으며 혈액질환 환자 중 백혈병으로의 진행이 

확실하지 않은 골수이형성 증후군 환자군은 제외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입원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VRE 획득 암환자 코호트 군의 

사망률과 VRE 혈류감염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들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암환자의 나이, 성별, 동반질환 등의 

기본 자료와 이전의 문헌 고찰을 통해서 VRE 획득과 감염에 

관련된 위험인자를 선별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VRE 집락화 후 혈류감염으로 이행한 환자는 15예가 

있었으며, 성별, 입원병동, 나이, 암의 유형, 암의 병기를 

맞춘 45명의 대조군과 함께 환자 대조군 연구 설계로 VRE 

혈류감염의 위험인자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3.   정의 

VRE 집락화는 VRE 검출된 임상 검체가 변을 포함한 요, 

담즙, 구강, 객담, 복막액 배액 검체, 창상부위이면서 임상적 

및 검사실 소견에서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VRE 집락화 후 발생한 VRE 혈류감염은 미국 질병통제 

센터에서 서술한 정의에 근거하여,16 혈류감염은 검사실에서 



확진 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가 임상적 패혈증의 

동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VRE 획득 후 새로 발생하는 감염을 구별하기 위해 VRE 

획득과 새로 발생한 감염 사이 전신염증반응 증후군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호중구 감소증의 경우 호중구 수치가 500/ml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급성 신기능 부전은 입원 기간 동안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에서 2 mg/dL이상 상승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VRE획득시점의 입원기간을 지표입원(index 

admission) 이라고 하며 항생제 사용력은 지표입원 기간에서 

VRE 획득 전 3일 이상 사용한 경우나 지표입원 전 60일내 

3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항생제 투여력으로 인정하였다.   

대수술(major surgery) 병력은 VRE 획득한 입원시점 전 

1년 동안 전신마취와 인공 호흡기 뒷받침이 필요한 

수술이었던 경우로 정의한다. 

입원빈도는 VRE 획득한 입원시점 전 1년 동안의 입원 

횟수를 말하며 시행된 시술은 도뇨관 삽입의 경우 VRE 획득 

입원시점 내 2주 이상 도뇨관 유지 병력이 있으면 시행한 

경우로, 그 외의 시술은 1주 이상 유지 병력이 있으면 

시행한 경우로 인정하였다. 

  

4. 통계 

통계적인 분석은 SPSS version 12.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모든 기술적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 그리고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명목척도로 나타내어지는 인자와 

사망률, VRE 혈류감염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서는 



chi-square test, person correlation을 하였고 등간 척도로 

나타내어지는 인자와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결과는 p-value가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인자적 분석을 위해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있게 나온 인자들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결과 

 

1. 대상 환자의 특성 

 

총 208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8명 중 144명이 

고형암 환자였고 54명이 혈액암환자 그리고 10명이 2개 이상의 

악성종양을 진단받은 환자였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및 분포는 다음과 같다 (Table 1). VRE를 획득한 입원 기간 중 

호전되어 퇴원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는 208명중 89예가 있었으며 

VRE 감염과 관계되어 사망한 경우가 24예, 그 외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36예 있었다. 총 환자의 VRE 획득 입원시점에서 1년 전 사이 

기간 동안 대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는 환자는 55예였고 입원 전 

1년간 항암치료 등의 이유로 입원한 횟수는 평균 3.6회였다. 쇼크, 

급성 신기능 부전, 알부민 수치는 VRE 획득시점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행한 시술인자는 요도관의 경우 지표 입원 중 2주 이상 

유지 시, 그 외의 시술은 1주 이상 유지 시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암환자 별로 동반 이환 질병 중 가장 흔한 것은 고혈압이었으며 

다음이 당뇨병이었다 (Table 2).  

VRE 획득 후 새롭게 획득한 감염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 

67명이었고 이중 16예 에서 2개 이상의 중복 감염이 있었다 (Table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208 cancer patients with VRE acquisition 

    AllAllAllAll patients patients patients patients  (   (   (   ( nnnn    =208)=208)=208)=208)    

AgeAgeAgeAge, mean , mean , mean , mean ± SD, yearsSD, yearsSD, yearsSD, years    57 57 57 57 ± 13  13  13  13     

GenderGenderGenderGender ( ( ( (%)%)%)%)    

MaleMaleMaleMale    

FemaleFemaleFemaleFemale    

    

103 (49.5103 (49.5103 (49.5103 (49.5))))    

105 (50.5105 (50.5105 (50.5105 (50.5))))    

HD, mean HD, mean HD, mean HD, mean ± SD, days SD, days SD, days SD, days    46 46 46 46 ± 37 37 37 37        

MortalityMortalityMortalityMortality ( ( ( (%)%)%)%)    89898989    (42.7(42.7(42.7(42.7))))    

VRE HDVRE HDVRE HDVRE HD, mean , mean , mean , mean ± SD,days SD,days SD,days SD,days
1
    25 25 25 25 ± 27  27  27  27     

New infectionNew infectionNew infectionNew infection (%) (%) (%) (%)    67676767    (32.3(32.3(32.3(32.3))))    

VRE BSI after VRE BSI after VRE BSI after VRE BSI after ((((%)%)%)%)
2
    

VRE BSIVRE BSIVRE BSIVRE BSI
3333    

15151515    (7.2(7.2(7.2(7.2))))    

32323232    (15.3(15.3(15.3(15.3))))    

Presece of shock (Presece of shock (Presece of shock (Presece of shock (%)%)%)%)    38 (18.238 (18.238 (18.238 (18.2))))    

Acute renal failure (Acute renal failure (Acute renal failure (Acute renal failure (%)%)%)%)    47 (22.547 (22.547 (22.547 (22.5))))    

ICU stay (ICU stay (ICU stay (ICU stay (%)%)%)%)    37 (17.737 (17.737 (17.737 (17.7))))    

Steroid use (Steroid use (Steroid use (Steroid use (%)%)%)%)    10 (4.810 (4.810 (4.810 (4.8))))    

Neutropenia (Neutropenia (Neutropenia (Neutropenia (%)%)%)%)    67 (32.267 (32.267 (32.267 (32.2))))    

Glycopeptide use (Glycopeptide use (Glycopeptide use (Glycopeptide use (%)%)%)%)    89 (42.889 (42.889 (42.889 (42.8))))    

AlbuminAlbuminAlbuminAlbumin, mean , mean , mean , mean ± SD, g/dL SD, g/dL SD, g/dL SD, g/dL    3.14 3.14 3.14 3.14 ± 0.59  0.59  0.59  0.59     

Surgery history (Surgery history (Surgery history (Surgery history (%)%)%)%)    55 (26.455 (26.455 (26.455 (26.4))))    

Procedure (Procedure (Procedure (Procedure (%)%)%)%)    

  C  C  C  C----linelinelineline
4
    

  Foley  Foley  Foley  Foley catheterization catheterization catheterization catheterization    

  Chemoport  Chemoport  Chemoport  Chemoport insertion insertion insertion insertion    

  PTBD  PTBD  PTBD  PTBD    

  Chest tube  Chest tube  Chest tube  Chest tube insertion insertion insertion insertion    

  Peritoneal drain  Peritoneal drain  Peritoneal drain  Peritoneal drain    

    

113 (54113 (54113 (54113 (54.3.3.3.3))))    

80 (38.480 (38.480 (38.480 (38.4))))    

55 (26.455 (26.455 (26.455 (26.4))))    

36 (17.336 (17.336 (17.336 (17.3))))    

14 (6.714 (6.714 (6.714 (6.7))))    

31 (14.931 (14.931 (14.931 (14.9))))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SD= standard deviation; HD= hospital day; ICU= 

intensive care unit; 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1
hospital day between admission and VRE acquisition; 

2 
VRE blood stream infection after 

colonization; 
3
VRE BSI first was presented in 16 cases; 

4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Table 2. Comorbidity of cancer patients 

    CancerCancerCancerCancer    TotalTotalTotalTotal    

    SolidSolidSolidSolid        HematologHematologHematologHematologicicicic    (%)(%)(%)(%)    

HypertensionHypertensionHypertensionHypertension    39393939    6666    45(21.6)45(21.6)45(21.6)45(21.6)    

DMDMDMDM    26262626    9999    35(16.8)35(16.8)35(16.8)35(16.8)    

LLLLiver diseaseiver diseaseiver diseaseiver disease    13131313    4444    17(8.1)17(8.1)17(8.1)17(8.1)    

CRF or ESRDCRF or ESRDCRF or ESRDCRF or ESRD    8888    4444    12(5.7)12(5.7)12(5.7)12(5.7)    

OOOOld ld ld ld TbcTbcTbcTbc
1111    8888    2222    10(4.8)10(4.8)10(4.8)10(4.8)    

OOOOld CVAld CVAld CVAld CVA    5555    1111    6(2.8)6(2.8)6(2.8)6(2.8)    

COPDCOPDCOPDCOPD    4444    0000    4(1.9)4(1.9)4(1.9)4(1.9)    

Old MIOld MIOld MIOld MI    0000    2222    2(0.9)2(0.9)2(0.9)2(0.9)    

TotalTotalTotalTotal    (%)(%)(%)(%)    154(74154(74154(74154(74))))    54(2654(2654(2654(26))))    208208208208(100)(100)(100)(100)    

DM= diabetes mellitus; CRF= chronic renal failure; ESRD= end stage renal disease; CVA= 

cerebro-vascular attack;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MI= myocardial 

infaction 
1
old pulmonary tuberculosis 

 

 

 

 

 

 

 

 

 

 

 

 

 



Table 3. Newly developed infection after VRE acquisition 

Type ofType ofType ofType of     infection infection infection infection    NumberNumberNumberNumber(n=83, 67patients)(n=83, 67patients)(n=83, 67patients)(n=83, 67patients)
1111    

Bacteremia withoutBacteremia withoutBacteremia withoutBacteremia without focus focus focus focus    

  VRE   VRE   VRE   VRE     

MR MR MR MR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epidermidisepidermidisepidermidisepidermidis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baumanniibaumanniibaumanniibaumannii    

Enterobacter Enterobacter Enterobacter Enterobacter cloacaecloacaecloacaecloacae    

Pseudomonas Pseudomonas Pseudomonas Pseudomonas aeruginosaaeruginosaaeruginosaaeruginosa    

22222222    

    15151515    

    3333    

    2222    

    1111    

    1111    

PPPPneumonianeumonianeumonianeumonia    

Pseudomonas Pseudomonas Pseudomonas Pseudomonas aeruginosaaeruginosaaeruginosaaeruginosa    

MDR MDR MDR MD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baumanniibaumanniibaumanniibaumannii    

MR MR MR MR SSSStaphylococcus aureustaphylococcus aureustaphylococcus aureustaphylococcus aureus    

Pulmonary invasive aspergillosisPulmonary invasive aspergillosisPulmonary invasive aspergillosisPulmonary invasive aspergillosis    

No paNo paNo paNo pathogens  isolatedthogens  isolatedthogens  isolatedthogens  isolated    

21212121    

    2222    

    2222    

    1111    

    1111    

    15151515    

PseudoPseudoPseudoPseudo----membranous colitismembranous colitismembranous colitismembranous colitis    14141414    

Fungemia without focusFungemia without focusFungemia without focusFungemia without focus    

Candida Candida Candida Candida albicansalbicansalbicansalbicans    

CandidaCandidaCandidaCandida    tropicalistropicalistropicalistropicalis    

Candida Candida Candida Candida kruseikruseikruseikrusei    

Candida Candida Candida Candida lusitaniaelusitaniaelusitaniaelusitaniae    

10101010    

    5555    

    3333    

    1111    

    1111    

Hepatobiliary infectionHepatobiliary infectionHepatobiliary infectionHepatobiliary infection    4444    

Urinary tract infectionUrinary tract infectionUrinary tract infectionUrinary tract infection    3333    

PanperitonitisPanperitonitisPanperitonitisPanperitonitis    3333    

Sore inSore inSore inSore infectionfectionfectionfection    3333    

Active pulmonary Active pulmonary Active pulmonary Active pulmonary tuberculosistuberculosistuberculosistuberculosis    1111    

ZosterZosterZosterZoster    

Gastrointestinal mucormycosisGastrointestinal mucormycosisGastrointestinal mucormycosisGastrointestinal mucormycosis    

1111    

1111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MR= methicillin-resistant; MDR= multi drug- 

resistant; 
1
16 patients have double infection. 

 



2. VRE 획득 후 새로 발생한 감염과 관련된 위험인자 

 

지표 입원시 VRE 획득 후 새로 발행한 감염이 있었던 군은 67예 

였으며 지표입원기간 내에 감염이 없었던 군은 141예로 두 군간의 

감염과 관계된 위험인자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단변량 분석에서는 입원기간이 길었던 것과 입원 후 VRE 

획득 사이 입원일수가 긴 경우 특히 2주 이상이었던 환자가 감염 

위험이 더 높았으며 당펩타이드 계열 항생제 사용 과거력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그 사용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염 위험이 높았다. VRE 획득시 동반된 쇼크는 감염 위험 예후 

인자로써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동반된 급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 

감염의 위험인자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긴 입원기간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으나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감염이 발생함으로써 입원기간이 

길어진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인자 분석에서 입원기간은 제외하였다. 

그 외에의 인자들의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감염 

위험인자는 없었다. 

사용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에 따른 감염 위험은 통계적 분석에서    

p< 0.01로 사용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에 따라 감염 위험의 차이 가 

있음을 보였으나 (Table 5) 다변량 분석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또한 

기저 질환이 암의 종류에 따라 감염 위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Table 6) 마찬가지로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얻지 못했다. 

 

 

 

 

 



Table 4. Risk factors for newly developed infection in cancer 

patients with VRE acquisition; univariate analysis 

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    CategoryCategoryCategoryCategory    InfectedInfectedInfectedInfected    NonNonNonNon----infectedinfectedinfectedinfected    PPPP----valuevaluevaluevalue    

  NNNN= 67= 67= 67= 67    NNNN=141=141=141=141     

AgeAgeAgeAge
1111        56565656    ± 14 14 14 14    58585858    ± 13 13 13 13    NSNSNSNS    

GenderGenderGenderGender    MaleMaleMaleMale    

FemaleFemaleFemaleFemale    

39393939    

28282828    

64646464    

77777777    

NSNSNSNS    

    

HDHDHDHD
2222        64646464    ± 47 47 47 47    38383838    ± 27 27 27 27    <0.010.010.010.01    

VRE HDVRE HDVRE HDVRE HD
3333        32323232    ± 36 36 36 36    23232323    ± 22 22 22 22    0.030.030.030.03    

AlbuminAlbuminAlbuminAlbumin
4444        3.13.13.13.13333    ± 0.54 0.54 0.54 0.54    3.143.143.143.14    ± 0.62 0.62 0.62 0.62    NSNSNSNS    

VRE HD VRE HD VRE HD VRE HD     ≥≥≥≥14 days14 days14 days14 days    

<<<<14 days14 days14 days14 days    

48484848    

19191919    

80808080    

61616161    

0.0390.0390.0390.039    

                    

Presence Presence Presence Presence     of of of of     

sssshockhockhockhock    

YesYesYesYes    

NoNoNoNo    

15151515    

52525252    

23232323    

118118118118    

NSNSNSNS    

                    

GlycopeptideGlycopeptideGlycopeptideGlycopeptide    

UseUseUseUse    

≥≥≥≥7 days7 days7 days7 days    

<<<<7 day7 day7 day7 day    

31313131    

36363636    

32323232    

109109109109    

<0.010.010.010.01    

                 

GlycopeptideGlycopeptideGlycopeptideGlycopeptide    

UUUUse se se se     

YesYesYesYes    

NoNoNoNo    

41414141    

26262626    

48484848    

93939393    

<0.010.010.010.01    

                 

DMDMDMDM    YesYesYesYes    

NoNoNoNo    

12121212    

55555555    

23232323    

118118118118    

NSNSNSNS    

                    

Acute renal failureAcute renal failureAcute renal failureAcute renal failure    YeYeYeYessss    

NoNoNoNo    

21212121    

46464646    

26262626    

115115115115    

0.0380.0380.0380.038    

                    

Steroid  UseSteroid  UseSteroid  UseSteroid  Use    YesYesYesYes    

NoNoNoNo    

5555    

62626262    

5555    

136136136136    

NSNSNSNS    

1
mean ± standard deviation(SD),years; 

2
mean ± SD,days;

 3
hospital day between admission and 

VRE acquisition, mean ± SD,days,; 
4
mean ± SD,g/dL 

HD= hospital day;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DM= diabetes mellitus 

 



Table 5. Risk factors for newly developed infection in cancer 

patients with VRE acquisition; type of glycopeptide 

AntibioticsAntibioticsAntibioticsAntibiotics    InfectedInfectedInfectedInfected    NonNonNonNon----infectedinfectedinfectedinfected    

 NNNN= 67(%)= 67(%)= 67(%)= 67(%)    NNNN=141(%)=141(%)=141(%)=141(%)    

PPPP----valuevaluevaluevalue    

NNNNoneoneoneone    26(39)26(39)26(39)26(39)    94(67)94(67)94(67)94(67)    

VancomycinVancomycinVancomycinVancomycin    11(16)11(16)11(16)11(16)    21212121(15)(15)(15)(15)    

TeicoplaninTeicoplaninTeicoplaninTeicoplanin    30(45)30(45)30(45)30(45)    26(18)26(18)26(18)26(18)    

    

<0.01<0.01<0.01<0.01    

 

    

Table 6. Risk factors for newly developed infection in cancer 

patients with VRE acquisition; type of malignancy  

CancerCancerCancerCancer    InfectedInfectedInfectedInfected    NonNonNonNon----infectedinfectedinfectedinfected    

 NNNN= 67(%)= 67(%)= 67(%)= 67(%)    NNNN=141(%)=141(%)=141(%)=141(%)    

PPPP----valuevaluevaluevalue    

SolidSolidSolidSolid    43(64)43(64)43(64)43(64)    111(79)111(79)111(79)111(79)    

HematologicHematologicHematologicHematologic    24(36)24(36)24(36)24(36)    30(21)30(21)30(21)30(21)    

<0.01<0.01<0.01<0.01    

 

 

 

 

 

 

 

 

 

 

 

 

 



3. VRE 집락화 후 VRE 혈류감염으로 이행과 관련된 위험인자. 

   

VRE 집락화로 VRE 획득 후 순차적으로 VRE 혈류감염을 경험한  

환자의 분석에서는 VRE 초 획득을 VRE 혈류감염으로 한 17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VRE 집락화 후 혈류감염으로 이행한  

환자는 15예가 있었으며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로 VRE 혈류감염의 

위험인자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VRE 혈류감염으로의 이행 위험인자의 단변량 분석 결과 의미 

있게 나온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 (Table 7). 이 경우 VRE 원발 

획득 검체가 담즙인 경우에서 의미 있게 나왔으며 입원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경우 VRE 혈류감염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인자들을 다변량 분석한 결과 VRE 집락화 획득 시 쇼크상태를 

동반한 경우 VRE 혈류 감염의 위험이 높은 소견을 보였다 (Table 

8). 

 

 

 

 

 

 

 

 

 

 

 

 

 



Table 7. Risk factors for developing VRE BSI in patients colonized 

with VRE; univariate analysis 

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    CategoryCategoryCategoryCategory    VREVREVREVRE----colonizedcolonizedcolonizedcolonized    

patientspatientspatientspatients    

Patients with Patients with Patients with Patients with 

VRE BSIVRE BSIVRE BSIVRE BSI    

PPPP    

  NNNN= 45= 45= 45= 45    NNNN=15=15=15=15     

HDHDHDHD
1111        46464646    ± 31 31 31 31    61616161    ± 32 32 32 32    NSNSNSNS    

VRE HDVRE HDVRE HDVRE HD
1111        25252525    ± 21 21 21 21    26262626    ± 27 27 27 27    NSNSNSNS    

ICU stayICU stayICU stayICU stay
1111        2222    ±    4444    7 7 7 7 ±    14141414    0.00.00.00.045454545    

AlbuminAlbuminAlbuminAlbumin
2222        3.213.213.213.21    ± 0. 0. 0. 0.49494949    2.822.822.822.82    ± 0.5 0.5 0.5 0.57777    0.0130.0130.0130.013    

PPPPresence of resence of resence of resence of 

shockshockshockshock    

YesYesYesYes    

NoNoNoNo    

6666    

39393939    

9999    

6666    

<0.010.010.010.01    

                 

Initial VRE Initial VRE Initial VRE Initial VRE     

colonizationcolonizationcolonizationcolonization    

BileBileBileBile    

OthersOthersOthersOthers    

3333    

42424242    

4444    

11111111    

0.030.030.030.037777    

                    

PTBDPTBDPTBDPTBD    YesYesYesYes    

NoNoNoNo    

5555    

40404040    

6666    

9999    

0.020.020.020.021111    

                    

HDHDHDHD    ≥≥≥≥30303030    daysdaysdaysdays    

<30<30<30<30    daysdaysdaysdays    

29292929    

16161616    

15151515    

0000    

<0.010.010.010.01    

                 

Albumin levelAlbumin levelAlbumin levelAlbumin level    

    

<3<3<3<3 g/dL g/dL g/dL g/dL    

≥≥≥≥3333 g/dL g/dL g/dL g/dL    

20202020    

25252525    

11111111    

4444    

0.00.00.00.05555    

1
mean ± standard deviation(SD), days;  

2
mean ± SD, g/dL 

NS= not significant; HD= hospital day;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BSI= blood 

stream infection; ICU= intensive care unit; 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Table 8. Risk factors for developing VRE BSI in patients colonized 

with VRE; multivariate analysis 

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    OOOOdds ratiodds ratiodds ratiodds ratio    95%CI95%CI95%CI95%CI    PPPP----valuevaluevaluevalue    

ShockShockShockShock    9.369.369.369.36    1.501.501.501.50----58.2958.2958.2958.29    0.0160.0160.0160.016    

VRE BSI=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blood stream infection; CI= confidence interval 

 



4. 사망과 관련된 위험인자 

 

가. 단변량 분석 

  VRE 획득 암환자 코호트에서 사망과 관련된 위험인자 분석 중 

단변량 분석은 다음과 같다 (Table 9,10). 연속변수 인자 분석에서는 

지표입원의 입원기간이 길수록 사망률이 높았으며 지표입원 후 VRE 

획득까지의 입원일수와 중환자실입원 기간이 길수록 사망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 VRE 획득 당시 알부민의 수치가 낮을수록 사망률도 

증가하는 소견 보였다. VRE 혈류감염이 있거나 집락화 후 혈류 

감염이 있었던 경우에도 사망률이 높았으며 VRE 획득 시점에 쇼크나 

급성 신기능 부전이 동반 된 경우에도 의미 있게 높았다. 

  시술과 관계된 사망률의 영향분석에서는 요도관 장기거치, 

중심정맥 관, 담즙 배액관, 흉관 유지 기간 경험이 있는 경우 

사망률이 높게 나왔다 (Table 10). 

  VRE 원발 획득 검체에 따른 사망률을 통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p-value가 0.017로 초 획득된 검체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 가 있음을 

보였다 (Table 11). 이에 근거하여 다수를 차지하는 요, 변, 혈액, 

담즙을 구분하여 위험인자로 두고 사망률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얻지 못했다. 

   

 

 

 

  

 

 

 

 



Table 9. Risk factors of mortality in cancer patients with VRE 

acquisition; univariate analysis 

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    CategoryCategoryCategoryCategory    SurvivalSurvivalSurvivalSurvival    NonNonNonNon----survivalsurvivalsurvivalsurvival    PPPP----valuevaluevaluevalue    

  NNNN= 119= 119= 119= 119    NNNN=89=89=89=89     

AgeAgeAgeAge
1111        57 57 57 57 ± 13 13 13 13    57 57 57 57 ± 14 14 14 14    NSNSNSNS    

GenderGenderGenderGender    MaleMaleMaleMale    

FemaleFemaleFemaleFemale    

54545454    

65656565    

49494949    

40404040    

NSNSNSNS    

    

HDHDHDHD
2222        39 39 39 39 ± 29 29 29 29    56 56 56 56 ± 43 43 43 43    <0.010.010.010.01    

VRE VRE VRE VRE 
2222        20 20 20 20 ± 19 19 19 19    34 34 34 34 ± 34 34 34 34    <0.010.010.010.01    

ICU ICU ICU ICU 
2222        2 2 2 2 ± 7 7 7 7    7 7 7 7 ± 24 24 24 24    0.0340.0340.0340.034    

AlbuminAlbuminAlbuminAlbumin
3333        3.31 3.31 3.31 3.31 ± 0.56 0.56 0.56 0.56    2.90 2.90 2.90 2.90 ± 0.55 0.55 0.55 0.55    <0.010.010.010.01    

New infectionNew infectionNew infectionNew infection    YesYesYesYes    

NoNoNoNo    

27272727    

92929292    

40404040    

49494949    

<0.010.010.010.01    

VRE BSIVRE BSIVRE BSIVRE BSI    YesYesYesYes    

NoNoNoNo    

7777    

112112112112    

25252525    

64646464    

<0.010.010.010.01    

                 
VRE BSI after VRE BSI after VRE BSI after VRE BSI after 

colcolcolcolonizationonizationonizationonization    

YesYesYesYes    

NoNoNoNo    

2222    

117117117117    

13131313    

76767676    

<0.010.010.010.01    

                 
Presence of sPresence of sPresence of sPresence of shockhockhockhock    YesYesYesYes    

NoNoNoNo    

3333    

116116116116    

35353535    

54545454    

<0.010.010.010.01    

                 
ICU stayICU stayICU stayICU stay    YesYesYesYes    

NoNoNoNo    

14141414    

105105105105    

23232323    

66666666    

<0.010.010.010.01    

                 
GlycopeptideGlycopeptideGlycopeptideGlycopeptide    

use historyuse historyuse historyuse history    

YesYesYesYes    

NoNoNoNo    

39393939    

80808080    

50505050    

39393939    

<0.010.010.010.01    

                 
Acute renal failureAcute renal failureAcute renal failureAcute renal failure    YesYesYesYes    

NoNoNoNo    

9999    

110110110110    

38383838    

51515151    

<0.010.010.010.01    

                 
Surgery historySurgery historySurgery historySurgery history    YesYesYesYes    

NoNoNoNo    

39393939    

80808080    

16161616    

73737373    

0.0170.0170.0170.017    

1
mean ± standard deviation(SD),years; 

2
mean ± SD,days; 

3
mean ± SD,g/dL 

HD= hospital day;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BSI= blood stream infection; 

ICU= intensive care unit 



 

Table 10. Procedure related risk factors of mortality in cancer 

patients with VRE acquisition; univariate analysis 

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    CategoryCategoryCategoryCategory    SurvivalSurvivalSurvivalSurvival    NonNonNonNon----survivalsurvivalsurvivalsurvival    PPPP----valuevaluevaluevalue    

  NNNN= 119= 119= 119= 119    NNNN=89=89=89=89     

CCCC----linelinelineline    YesYesYesYes    

NoNoNoNo    

56565656    

63636363    

57575757    

32323232    

0.0150.0150.0150.015    

                    

FoleyFoleyFoleyFoley    

catheterizationcatheterizationcatheterizationcatheterization    

YesYesYesYes    

NoNoNoNo    

28282828    

91919191    

52525252    

37373737    

<0.010.010.010.01    

                 

PTBDPTBDPTBDPTBD    YesYesYesYes    

NoNoNoNo    

13131313    

106106106106    

23232323    

66666666    

<0.010.010.010.01    

                 

Chest tubeChest tubeChest tubeChest tube    

insertioninsertioninsertioninsertion    

YesYesYesYes    

NoNoNoNo    

2222    

117117117117    

12121212    

77777777    

<0.010.010.010.01    

C-line=central line insertion; 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Table 11. Initial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isolated site(%) 

SiteSiteSiteSite    SurvivalSurvivalSurvivalSurvival    NonNonNonNon----survivalsurvivalsurvivalsurvival    TotalTotalTotalTotal    

 NNNN= 119= 119= 119= 119    NNNN=89=89=89=89     

UrineUrineUrineUrine    62(29.8)62(29.8)62(29.8)62(29.8)    40(19.2)40(19.2)40(19.2)40(19.2)    102(49.0)102(49.0)102(49.0)102(49.0)    

StoolStoolStoolStool    23(11.0)23(11.0)23(11.0)23(11.0)    10(4.8)10(4.8)10(4.8)10(4.8)    33(15.8)33(15.8)33(15.8)33(15.8)    

BloodBloodBloodBlood    5(2.4)5(2.4)5(2.4)5(2.4)    12(5.8)12(5.8)12(5.8)12(5.8)    17(8.2)17(8.2)17(8.2)17(8.2)    

BileBileBileBile    5(2.4)5(2.4)5(2.4)5(2.4)    12(5.8)12(5.8)12(5.8)12(5.8)    17(8.2)17(8.2)17(8.2)17(8.2)    

WoundWoundWoundWound    8(3.8)8(3.8)8(3.8)8(3.8)    5(2.4)5(2.4)5(2.4)5(2.4)    13(6.2)13(6.2)13(6.2)13(6.2)    

SputumSputumSputumSputum    6(2.9)6(2.9)6(2.9)6(2.9)    5(2.4)5(2.4)5(2.4)5(2.4)    11(5.3)11(5.3)11(5.3)11(5.3)    

Peritoneal drainPeritoneal drainPeritoneal drainPeritoneal drain    7(3.4)7(3.4)7(3.4)7(3.4)    1(0.5)1(0.5)1(0.5)1(0.5)    8(3.9)8(3.9)8(3.9)8(3.9)    

OralOralOralOral    3(1.3(1.3(1.3(1.5)5)5)5)    4(1.9)4(1.9)4(1.9)4(1.9)    7(3.4)7(3.4)7(3.4)7(3.4)    

 

 



나. 다변량 분석 

  단변량 분석에서 p-value가 0.05미만으로 의미 있게 나온 

인자들을 다중 회귀분석 시행한 결과상 다음과 같은 사망률 증가와 

관계된 위험인자들이 있었다 (Table 12). 

 

Table 12. Risk factors of mortality in cancer patients with VRE 

acquisition; multivariate analysis 

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Risk factor    Odds ratioOdds ratioOdds ratioOdds ratio    95959595%CI%CI%CI%CI    PPPP----valuevaluevaluevalue    

New infectionNew infectionNew infectionNew infection    2.672.672.672.67    1.141.141.141.14----6.276.276.276.27    0.0230.0230.0230.023    

VRE BSI after VRE BSI after VRE BSI after VRE BSI after 

colcolcolcolonizationonizationonizationonization
1111    

9.599.599.599.59    1.361.361.361.36----67.4267.4267.4267.42    0.0220.0220.0220.022    

SSSShockhockhockhock    10.5210.5210.5210.52    2.582.582.582.58----42.8142.8142.8142.81    <0.010.010.010.01    

Acute renal failureAcute renal failureAcute renal failureAcute renal failure    6.166.166.166.16    2.132.132.132.13----17.8217.8217.8217.82    <0.010.010.010.01    

FoleyFoleyFoleyFoley catheterization catheterization catheterization catheterization    2.612.612.612.61    1.061.061.061.06----6.416.416.416.41    0.0360.0360.0360.036    

Chest tubeChest tubeChest tubeChest tube insertion insertion insertion insertion    21.8821.8821.8821.88    3.423.423.423.42----139.71139.71139.71139.71    <0.010.010.010.01    

1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blood stream infection after colonization 

CI= confidence interval 

 

 

 

 

 

 

 

 

 

 

 

 



 

Ⅳ. 고찰 

 

  본 연구에서 시행한 VRE 획득 암환자 코호트에서 새로운 감염 

획득 예측인자와 VRE 집락화 후 VRE 혈류감염의 이행과 관련된 

위험인자,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위험인자들에 대한 분석은 단면적 

연구로서 시간적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불충분 하나, VRE 획득 

암환자 코호트에서 새롭게 획득하는 감염의 고 위험군과 VRE 

혈류감염의 이행 고 위험군을 미리 인지하고, 사망률에 미치는 

인자들을 집중 감시, 치료하여 향후 VRE 획득되어 격리 치료받게 

되는 암환자군의 관리와 치료지침으로 이용하여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구균 감염은 입원환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지난 10여년간 장구균은 원내 감염 중 혈류감염의 흔한 원인균 3 

내지 4위를 차지해 오는 등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17-19 

반코마이신 내성을 획득한 장구균의 분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내성을 지닌 VRE는 만성 질환 환자 또는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서 각종 기회 감염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 19 VRE 

획득의 위험 인자 중 주요 숙주인자로 대표적인 면역 저하자 집단인 

악성종양 환자가 포함되며, 그리고 여러 메타 분석에 따르면 VRE 

균혈증이 사망률을 높이는 독립 위험인자임을 보고하고 있다.15, 20, 21 

기존의 VRE 획득 암환자의 분석들은 혈액암이나 혈액질환으로 

인해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군들에 대해 연구한 것이며 다수의 악성 

종양 환자군을 차지하는 고형 암 환자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암환자 군에서 VRE 집락화와 혈류감염으로 이행에 대한 

위험인자 분석도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4명의 고형 

암환자와 54명의 혈액암환자로 이루어진 208명의 VRE 획득 암환자 

코호트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형암군과 혈액암군간의 예후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형암군이 다수를 

차지하는 설계였으므로 향후 충분한 수의 고형암과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암 환자 별로 당뇨를 

포함한 동반 이환 질병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없었으며 VRE 획득 

후 새로 생긴 질환 중 단일 질환군으로는 폐렴이 20예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이 원인이 되는 

거짓막대장염 질환이 14명에게 있었다. 기존 56명의 VRE 집락화를 

획득한 급성 백혈병 환자연구에 따르면, 이 중 10명의 환자가 VRE 

균혈증으로 진행하였고 이때 C.difficile 감염이 VRE 균혈증으로 

이행의 위험 인자 중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risk ratio 8.2; P=0.007).13 본 연구에서도 

다수의 감염군중 하나로 나와 사망률과 VRE 혈류감염으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망률 위험인자 단변량, 다변량 분석 모두에서 VRE 획득 후 

새롭게 감염을 얻게 되는 경우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경우로 의미가 

있었으며, 새로 얻게 된 감염군중 단일 질환군 중에서는 2번째 

다수군을 차지하는 만큼 전향적 연구로 C.difficile 능동 감시를 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위험인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VRE 감염은 VRE 집락화가 있었던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며22 

그 감염이행 비율은 집락화를 획득한 환자가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다르다. 혈액질환 환자나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 군에서는 매우 

높지만 정상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은 건장한 사람 군에서는 낮다22-25. 

VRE이가 유입되는 전형적인 통로는 요로 생식계, 복강 내 

소화관이나 담도 또는 골반 강 내 원인, 수술 부위 상처나 욕창과 

같은 상처, 그리고 정맥관을 이용한 것이다1.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망률 위험요인 분석 시 암환자의 악성종양 종류에 

따라, 또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저질환, VRE 가 분리된 검체 

그리고 시행한 침습적 시술여부 등을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점과 같이 악성종양의 종류나 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급성 

신기능 부전을 동반하거나 중심정맥관, 요도관, 담즙배액관, 흉관 의 

장기 유지는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VRE 획득 검체에 따른 

사망률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각각의 검체를 따로 

분석한 경우에는 사망률을 의미 있게 높이는 검체는 없었다. 

반코마이신 내성을 획득한 장구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입원환자 사망률 증가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21 주로 

함께 공존하는 동반 이환 질병 때문에 VRE가 어느 정도로 사망률에 

기여하는지는 확실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VRE 획득이 환자의 

동반질환의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중증질환이 

VRE 획득에 더 민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의 기저질환의 수위를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VSE 

(vancomycin-susceptible enterococci) 관련 사망률이 41%이고 

VRE 관련 사망률이 71% 로 유의 있게 높음을 증명하기도 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었던 위험인자들을 다시 

다변량 분석한 결과 VRE 획득 후 새로운 감염을 보이는 경우, VRE 

혈류감염으로 이행하는 경우, VRE 획득 시 쇼크나 급성 신기능 

부전을 동반한 경우나 요도관, 흉관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서 

사망률을 의미 있게 증가시켰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쇼크나 

급성 신기능 부전, 장기 요도관, 흉관 거치를 할 만큼 환자 상태의 

중증도가 높아서 사망률이 높아졌을 것 이라고 도 추측 할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VRE 획득 암 환자군에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사망 고위험 환자군으로 인식하고 더욱 신중히 치료에 임하게 하는 

자료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 인자 중 능동적으로 변환시켜 볼 수 있는 인자는 

VRE 획득 후 VRE 혈류감염 이행유무 이다. 이 경우 VRE 획득 후 

VRE 혈류감염 고위험군을 선별해내 집중 감시를 한다면 암 환자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Zaas 등이 보고한 179명 VRE 집락화 암 환자군에서 VRE 혈류 

감염으로 이행 위험인자 분석에 따르면25, 179명중 24명(13.4%)이 

VRE 혈류감염으로 이환 되었고 위험 인자로 반코마이신 사용력  

(relative risk [RR]1.98;95%confidence interval [CI], 1.25-3.14), 

당뇨 (RR, 3.91 ; 95%CI, 1.20-12.77), 위장관 시술 (RR,4.56 ; 95%CI, 

1.05-19.7) 그리고 급성 신기능 부전 (RR,3.10 ;95%CI,1.07-8.93)을 

보고하였으며 VRE 혈류감염이행 예방을 위해 반코마이신 사용과 

위장관 시술의 제한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VRE 원발 획득이 VRE 균혈증이었던 환자군을 

제외하고 분석하면 총 191명중 15명(7.8%)이 VRE 혈류감염으로 

이행하였다. 191명의 VRE 집락화 암환자 코호트군 내에서 혈류 

감염으로 이행한 15명의 환자와 성별, 나이, 입원병동, 암의 종류, 

암의 병기를 맞춘 45명의 대조군과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는 VRE 획득 시 쇼크를 

동반하거나 초 획득 검체가 담즙인 경우 그리고 담즙배액 관을 장기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통계상 유의하였으며 입원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중환자실 장기 입원력과 VRE 획득 시 저 알부민 혈증을 가진 

경우 의미가 있었다. 여기서 특히 담즙과 관련된 인자가 2개 

있었으며 이것은 담즙 또는 담즙을 배액 하는 도관에 VRE 집락화가 

되어 있는 경우 담즙배액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VRE 전신감염으로 

쉽게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쇼크동반만이 VRE 혈류감염으로 이행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 따르면 VRE 획득 암환자의 경우 사망률에 

기여도가 높은 VRE 혈류감염으로의 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VRE 

획득 시 쇼크를 동반한 환자의 경우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기존 연구와 본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위험인자가 차이가 보이는 



것은, 전자의 경우 179명중 17명을 제외하고는 혈액암 환자로 기저 

질환 암환자군이 차이가 났다는 점과, 본 연구는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로 VRE 초 획득이 VRE 균혈증으로 나와 분석에서 제외했던 

17명의 환자군 중 균혈증 전 집락화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다수의 고형암 

환자를 포함한 암환자에서 VRE 획득한 코호트군을 치료, 추적 

관찰할 때 상기 언급된 사망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인자들이 있는 

경우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그 중 쇼크를 동반한 

환자에서는 치료 유지 하면서 VRE 혈류감염으로의 이행 위험이 

높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위험요인들로 예상되는 인자들은 VRE 

능동 감시와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추후 검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암환자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획득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검출되어 

격리된 악성종양 환자 2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특성과 

기저질환에 따른 병력의 변화와 새롭게 획득된 감염의 위험인자와 

VRE 혈류감염으로의 이행 위험인자 그리고 사망에 기여하는 

위험인자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VRE 획득 후 새로 발생한 감염과 관계된 위험인자는 단변량 

분석에서는 장기 입원기간, 입원 후 VRE 획득 사이 입원일수가 

긴 경우 특히 2주 이상이었던 환자가 감염 위험이 더 높았으며 

당펩타이드 계열 항생제 사용 과거력이 있거나 그 사용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염 위험이 높았다. 

그리고 VRE 획득 시 동반된 급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 감염의 

위험인자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감염 위험인자는 없었다. 

2. VRE 혈류감염으로의 이행 위험요인에 대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15명의 혈류감염 환자와 성별, 나이, 입원병동, 암의 

종류, 암의 병기를 맞춘 45명의 대조군을 분석한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는 VRE 획득 시 쇼크를 동반하거나 초 획득 검체가 

담즙인 경우 그리고 담즙배액 관을 장기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통계상 유의하였으며 입원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중환자실 

장기 입원력과 VRE 획득 시 저 알부민 혈증을 가진 경우 

의미가 있었다. 

3. VRE 혈류감염으로의 이행 위험요인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의 다변량 분석에서는 쇼크동반 (Odds ratio 9.36, 95% 

confidence interval 1.50-58.29)이 위험 인자였다. 



4. 사망에 기여하는 위험인자 분석에서는 VRE 획득 후 새로운 

감염을 보이는 경우, VRE 혈류감염으로 이행하는 경우, VRE 

획득 시 쇼크나 급성 신기능 부전을 동반한 경우나 요도관, 

흉관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서 사망률을 의미 있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VRE획득 암환자 코호트군을 치료, 추적 관찰할 때 상기 

위험 인자들이 있는 경우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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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BackgroundBackgroundBackground : Enterococci are commensal flora of the human 

gastrointestinal tract. The prevalence of vancomycin 

resistance among clinical enterococcal isolates has increased 

rapidly. In addition,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VRE) 

have emerged as important nosocomial pathogens. Risk for 

VRE acquisition is high in cancer patients and organ transplant 

recipients. However, a major impact on the prognosis of 

cancer patients with VRE acquisition is hardly known. We 

evaluated risk factors for prognosis among patients with 

cancer who were colonized or infected with VRE. 

MethodsMethodsMethodsMethods : We evaluated clinical manifest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for newly developed infection and mortality in 208 

cancer patients with VRE acquisition at a 2000 bed  

university hospital from 2005 to 2007. In addition, a case 

control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development of 

VRE BSI. 15 cancer patients with VRE BSI were compared 

with control patients (n=45) matched by sex, admission unit, 

age (±5 year), type of malignancy and disease stage.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 208 patients were analyzed and the incidence of 

newly developed infection after VRE acquisition was 67cases 

(32.3%). According to univariate analysis,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infection were : hospital days before VRE 



acquisition of ≥14days, glycopeptides use before VRE 

acquisition for ≥7days and acute renal failure (ARF) at the 

time of VRE acquisition. No predictors were identified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According to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of risk factors for mortality,six variables 

remained significant risk factors: new infection (p=0.023), 

VRE BSI after colonization (p=0.022), presence of shock 

(p<0.01), ARF (p<0.01) and history of invasive procedure : 

foley catheter insertion (p=0.036), chest tube insertion 

(p<0.01). Shock at the time of VRE acquisition was an 

independent predictive factor for VRE BSI after VRE 

colonization (odds ratio, 9.36, 95%confidence interval, 

1.50-58.29, p<0.01). 

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ssss    : On the basis of our findings, it seems mandatory 

to closely observe cancer patients after VRE acquisition with 

factor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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