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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아 패혈증 원인균 및 항균제 감수성의 변화양상

 패혈증은 항생제, 집중치료 및 인공호흡치료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소아

과에서 중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패혈증의 발생률은 면역억제 치료 

환아의 증가 및 침습적 치료와 관계되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

서는 패혈증 원인균 및 항균제 감수성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1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서 패혈증이 의

심되었던 환자 5,232명 중 혈액배양으로 균이 확인된 환아 604명 665례

의 의무기록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진단시의 임상양상 및 배양 검사 

소견 등을 검토하 다. 패혈증의 원인 병원체로는 Candida를 포함하여 

65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가장 흔한 원인균은 Staphylococcus 

epidermidis로 42.4%에서 검출되었고,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viridans순이었으며, 그람 음성균에서는 Escherichia coli, 

Enterobacter, Klebsiella 순이었다. 패혈증과 동반된 기저질환은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이 21.2%으로 가장 많았고, 미숙아인 경우, 심혈관계 질환, 

신경계질환 순이었다. 기저질환 없이 동반된 국소 감염 질환은 장염이 

13.6%으로 가장 많았고, 폐렴, 요로감염, 뇌막염 순이었다. 패혈증 원인균

에서 그람 음성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42.1%에서 2000년 22.4%로 

감소하는 반면 그람 양성균은 57.9%에서 77.6%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그람 양성균 중 S. aureus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42.1%에서 

2000년 8.9%로 감소하는 반면 S. epidermidis가 차지하는 비율은 5.2%

에서 47.8%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그람 양성균의 penicillin에 대한 감수성은 1991년 25.8%에서 2000년 

7.2%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고 erythromycin에 대한 감수성도 46.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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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6.5%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 그람 음성균의 gentamicin에 

대한 감수성과 amikacin에 대한 감수성도 각각 69.2%와 84.6%에서 

50.0%와 75.0%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Penicillin에 대해 S. 

aureus, S. epidermidi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CONS) 모

두 10% 이하의 감수성을 보 다. Teicoplanin에 대해서는 S. aureus  2례

와 S. epidermidis 4례에서 중간내성(intermediate-resistance)을 나타내

었다. 그람 음성균은 gentamicin에 대해 18.2% - 61.5%의 감수성을 나타

내었고, amikacin에 대해서는 32.6% - 85.7%의 감수성을 보 다. 

Imipenem에 대해서는 87.5% - 100%의 감수성을 보 다. 패혈증시 사용

하는 경험적 항생제 조합은 ampicillin과 gentamicin을 병용하여 사용하

는 경우가 32.0%로 가장 많았고, amoxicillin/clavulanate와 gentamicin조

합,  ampicillin/ sulbactam과 gentamicin조합 순이었다.

 소아 패혈증에서 그람 양성균 중 S. epidermidis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합인 ampicillin 또는 gentamicin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하고 있어 항생제 선택에 주의를 요한다.

                                                                      

핵심 되는 말: 소아 패혈증, 원인균, 항균제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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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패혈증 원인균 및 항균제 감수성의 변화양상

<지도교수 김 동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장     광     천

I.  서론

 패혈증(sepsis)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에 의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

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의 한 원인이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패혈증 쇼크, 불응성 쇼크, 다발성 기관 부전

(multiple organ dysfunction syndrome, MODS), 사망으로 진행한다.
1
 패

혈증 쇼크의 사망률은 초기 감염 부위, 다발성 기관 부전의 여부,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그람음성 장관성 세균에 의한 패혈증에서는 40 - 

60% 이고, 비뇨기계 패혈증은 원발성 패혈증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2
 

항생제의 발달과 소아집중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은 아직 

소아에서 중요한 이환률과 사망률을 보인다. 즉, 1세 이상의 소아에서 13번

째 사망원인이며, 1-4세 소아에서는 9번째 사망원인이다. 신생아나 미숙아

의 경우에는 특히 더 높은 빈도를 보인다.
3
 사망률이 과거보다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 10-40%에 이른다.
4,5

국내에서는 균종별 패혈증에 대한 연구와 소아에서 패혈증의 위험이 높

은 신생아와 소아 종양 환자에 대한 패혈증의 연구 보고가 있었으나,
6-10
 

소아의 전반적인 패혈증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최근 신생아 집중치료술의 

발달에 따른 미숙아 생존율 증가, 예방접종의 활성화, 최신 의학 기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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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인한 진단과 치료방법의 변화,  여러 가지 항균제에 내성인 균주의 

증가 및 각종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패혈증의 양상 

및 발생 빈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패혈증 원인균 및 항균제 감수성의 변화양상을 규명하

기 위하여 최근 10년 동안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서 패혈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임상양상과 배양성적을 검토하 다.

II.  재료 및 방법   

1.  대상 

 1991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서 패혈증이 의

심되었던 환자 5,232명 중 혈액배양으로 균이 확인된 환아 604명의 의무

기록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진단시의 임상양상 및 배양 성적을 검토

하 다. 

2.  방법 

환자가 감염의 소견을 보이고, 감염에 대한 전신반응으로 빈맥, 빈호흡, 

고열, 또는 저체온 등 임상증상이 있고 혈액 배양검사상 양성으로 나온 경

우 패혈증(sepsis)으로 진단하 으며,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이하 CONS)의 경우 4개의 배지 중 2개 이상 자란 경우, 오염균이 의심될 

경우에는 4개의 배지 모두 균이 자랐거나 각기 다른 시간에 연속적으로 시

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2회 이상 균이 자랐던 경우에 패혈증으로 진단하

다. 

패혈증의 발생시점은 환자의 혈액배양에서 최초로 균이 분리된 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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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된 때로 정의하 으며, 세균이 분리되기 전 발열증상만 있던 시기는 

불명열기간으로 처리하 다. 다균성 패혈증(polymicrobic sepsis)은 한 혈액

배양검체 또는 24시간 이내에 얻어진 다른 혈액배양검체에서 두 가지 이상

의 균이 분리된 경우로 정의하 다.

조사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SPSS for windows version 9.0)으

로 분석하 고, 95% 이상의 유의 수준을 인정하 다. 가장 흔한 원인균은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각 원인균의 항생제 감수성은 교차분할표를 

통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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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연령별 환자 분포

 604명의 환자 665례에서 728주의 균이 검출되었고 남녀 비는 1.09:1 이었

다. 이 중 2회 이상 감염되었던 환자는 54명 61례이었고 다균성 패혈증은 

58례이었다. 연령분포는 2세 미만이 350명(5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1개월 미만이 157명(26%)이었다(Fig. 1).

       Fig. 1. Age Distribution of the Patients with S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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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혈증의 원인균과 빈도

 패혈증의 원인균은  Candida를 포함하여 65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가장 

흔한 원인균은 Staphylococcus epidermidis(이하 S. epidermidis)가 282례

(42.4%)에서 검출되었고, Staphylococcus aureus(이하 S. aureus)가 111례

(16.7%), Streptococcus viridans(이하 S. viridans)가 29례(4.4%)에서 검출

되었으며, 그람 음성균에서는 Escherichia coli(이하 E. coli)가 60례(9.0%), 

Enterobacter가 41례(6.2%), Klebsiella가 38례(5.7%)에서 검출되었다

(Table 1).  

Table 1. Causative Organisms of Sepsis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Total (%)
Aerobic and facultative 
 Gram-positive cocci
  Staphylococcus epidermidis 1 6 24 42 17 32 5 64 59 32 282 (42.4) 
  Staphylococcus aureus 8 10 13 12 4 20 2 19 17 6 111 (16.7) 
  Coagulase (-) Staphylococcus 0 0 3 11 7 12 3 14 23 7 80 (12.0) 
  Streptococcus viridans 0 4 6 4 3 4 2 4 0 2 29 (4.4) 
  Enterococcus spp. 1 0 2 3 0 3 2 3 1 2 17 (2.6) 
  Streptococcus pneumoniae 0 0 3 2 0 0 0 0 4 1 10 (1.5) 
  Other gram-positive bacteria 1 0 0 2 0 0 0 3 1 2 9 (1.4) 
 Gram-negative cocci
  Neisseria spp. 0 0 0 0 0 0 0 1 1 0 2 (0.3) 
 Gram-positive bacilli
  Saccharomonospora sp. 0 0 0 0 0 0 0 0 1 0 1 (0.2) 
 Gram-negative bacilli
  Escherichia coli 2 4 9 5 2 9 2 11 9 7 60 (9.0) 
  Enterobacter cloacae 0 2 3 4 2 7 0 15 7 1 41 (6.2) 
  Klebsiella pneumoniae 1 3 2 8 0 6 0 6 8 4 38 (5.7) 
  Salmonella spp. 2 1 0 1 0 0 1 0 1 0 6 (0.9) 
  Other gram-negative bacilli 2 3 0 1 0 0 0 1 3 2 12 (1.8) 
 Glucose-nonfermenting Gram-negative bacilli 
  Pseudomonas aeruginosa 1 3 0 4 0 1 0 3 0 0 12 (1.8) 
  Flavobacterium 0 0 0 3 2 1 0 0 0 0 6 (0.9) 
  Acinetobacter lwoffii 0 1 1 1 0 0 0 0 1 0 4 (0.6) 
  Other glucose-nonfermenting G (-) bacilli 0 0 0 0 0 0 0 0 3 1 4 (0.6) 
Anaerobic bacteria
  Bacteroides frafilis 0 0 1 0 0 0 0 0 0 0 1 (0.2) 
  Clostridium septicum 0 0 0 0 0 0 1 0 0 0 1 (0.2) 
Fungi (Candida spp.) 0 0 0 0 0 0 1 1 0 0 2 (0.3) 

Total 19 37 67 103 37 95 19 145 139 67 728

Organisms
No. (%) positive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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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혈증과 동반된 질환의 분포

 동반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이 128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미숙아가 111명(18.4%), 심혈관계 질환 101명(16.7%), 신경계

질환 37명(6.1%)순이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동반된 국소 감염 질환은 

장염이 82명(13.6%)으로 가장 많았고, 폐렴 45명(7.5%), 요로감염 25명

(4.1%), 뇌수막염 24명(4.0%)순이었다(Table 2). 

Table 2. Associated Diseases of the Patients with Sepsis

Diseases Number (%) 
Underlying diseases
 Hemato-oncologic diseases 128 (21.2)
 Prematurity  111 (18.4)
 Cardiovascular diseases 101 (16.7)
 Neurologic diseases 37 (6.1)
 Gastro-intestinal diseases 15 (2.5)
Localized infections without underlynig diseases
 Gastroenteritis 82 (13.6)
 Pneumonia 45 (7.5)
 Urinary tract infection 25 (4.1)
 Meningitis 24 (4.0)
 Osteoarthritis 18 (3.0)
Others 18 (3.0)
Total 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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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혈증 원인균의 연도별 변화양상 

 원인균 중 S. aureus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42.1%(8/19례)에서 2000

년 8.9%(6/67례)로 감소하는 반면 S. epidermidis가 차지하는 비율은 

5.2%(1/19례)에서 47.8%(32/67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그 외의 균주

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2)(Fig. 3).

Fig. 2. Changing Patterns of Gram Positive Organisms in Sepsis 

       between 1991 and 2000

Fig. 3. Changing Patterns of Gram Negative Organisms in Sepsis 

       between 1991 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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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혈증 원인균에서 그람 음성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42.1%에서 

2000년 22.4%로 감소한 반면 그람 양성균은 57.9%에서 77.6%로 점차 증가

하는 양상을 보 다(Fig. 4).

Fig. 4. Trends of Isolation of Gram Positive and Negative Organisms 

between 1991 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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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람 양성균의 항균제 감수성

 Penicillin에 대해  S. aureus, S. epidermidis 및 CONS 모두 10% 이하의 

감수성을 보 다. Oxacillin에 대해서는 S. epidermidis 11.6%, S. aureus 

44.7%, CONS 21.7%가 감수성을 보 다. Erythromycin에는 20% - 36.4%

가 clindamycin에는 46.7% - 64.3%가 감수성이 있었다. Vancomycin과 

teicoplanin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균주가 감수성을 보 고, teicoplanin은 

S. aureus 2례와  S. epidermidis 4례에서 중간내성

(intermediate-resistance)을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3. Antibiotic Sensitivity of Gram Positive Organisms in Sepsis

 

 PCN: penicillin, OX: oxacillin, EM: erythromycin, CLI: clindamycin, VAN: vancomycin, 

 TEC: teicoplanin, NA: Not applicable.

 

Gram-positive organisms

(No. isolates) PCN OX EM CLI VAN TEC

Staphylococcus epidermidis 2.6 11.6 36.4 51.2 100.0 98.6

(282)

Staphylococcus aureus 0.8 44.7 29.2 55.3 100.0 98.0

(111)

Coagulase (-) staphylococci 7.1 21.7 33.3 64.3 100.0 100.0

(80)

Streptococcus viridans         27.6 NA 20.0 46.7 100.0 100.0

(29)

% susceptible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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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람 음성균의 항균제 감수성

 Ampicillin에 대해 E. coli, Enterobacter, Klebsiella 모두 7% 이하의 감수

성을 보 다, Gentamicin은 18.2% - 61.5%, amikacin은 32.6% - 85.7%의 

감수성을 보 다. Aztreonam은 12.5% - 76.7%, ceftazidime은 21.2% - 

87.8%의 감수성 이었다. Cefotaxime에 대해서는 14.0% - 62%의 감수성을 

보 고, imipenem에 대해서는 87.5% - 100%의 감수성을 보 다. 

Imipenem은 93년 이후에 내성균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

(Table 4).

Table 4.  Antibiotic Sensitivity of Gram Negative Organisms in Sepsis 

AMP: ampicillin, GM: gentamicin, AMK: amikacin, ATM: aztreonam, CAZ: ceftazidime, 

CTX, cefotaxime, IMP: imipenem, NT: not tested.

Gram-negative organisms

(No. isolates) AMP GM  AMK     ATM  CAZ   CTX  IMP 

Escherichia coli 6.4 46.0 85.7 76.7 87.8 14.0 100.0

(60)

Enterobacter cloacae 2.3 18.2 32.6 40.9 21.2 62.0 94.1

(41)

Klebsiella pneumoniae 0.0 41.5 82.9 48.7 46.2 25.0 100.0

(38)

Pseudomonas aeruginosa NT 61.5 72.7 12.5 23.0 NT 87.5

(12)

% susceptible to :



- 13 -

7. 항균제 감수성의 연도별 변화

 

 그람 양성균 S. epidermidis, S. aureus,  CONS 및 S. viridans의 

penicillin에 대한 평균 감수성은 1991년 25.8%에서 2000년 7.2%로 점차 감

소하는 양상이었고 erythromycin에 대한 평균 감수성도 46.7%에서 26.5%

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그람 음성균 E. coli, Enterobacter, 

Klebsiella, Pseudomonas. aeruginosa의 gentamicin에 대한 평균 감수성도 

1991년 69.2%에서 2000년 50.0%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었고 amikacin에 

대한 평균 감수성도 84.6%에서 75.0%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었다(Fig. 

5). 

Fig. 5. Changing Patterns of Antibiotic Sensitivity Rate in Sepsis

between 1991 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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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패혈증시 사용하는 경험적 항생제 조합

  Ampicillin과 gentamicin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213례(32.0%)로 가

장 많았고, amoxicillin/clavulanate와 gentamicin 조합 38례(5.7%), 

ampicillin/sulbactam과 gentamicin 조합 26례(3.9%), cefotaxime과 

amikacin 조합 25례(3.8%)순 이었다(Table 5).

Table 5. Combination of Antibiotics Used in Sepsis

Antibiotics Number (%) 

Ampicillin + Gentamicin 213 (32.0)

Amoxicillin/Clavulanate + Gentamicin 38 (5.7)

Ampicillin/Sulbactam + Gentamicin 26 (3.9)

Cefotaxime + Amikacin 25 (3.8)

Cephalothin + Gentamicin 23 (3.5)

Ampicillin + Cefotaxime 11 (1.7)

Vancomycin + Amikacin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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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패혈증(sepsis)은 전세계적으로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 ICU) 

입원의 가장 큰 원인이며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1-16
 패혈증에 의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은 

그람 음성균의 내독소나 그람 양성균의 lipoteichoic acidpeptidoglycan 

complex와 같은 세균 생산물에 대한 숙주 반응으로 인한 조직 손상에 

의한다고 생각된다. 패혈증의 내인성 매개체(mediator)에는 TNF, IL-1, 

2, 4, 6, 8, PAF,  IFN-Υ, eicosanoides, granulocyte-macrophage 

stimulating factor등 많은 것들이 있다.
17-19

 항생제의 발달과 소아집중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은 아직 

소아에서 중요한 이환률과 사망률을 보인다. 1세 이상의 소아에서 13번

째 사망원인이며, 1-4세 소아에서는 9번째 사망원인이고, 신생아나 미숙

아의 경우에는 특히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3
 본 연구에서는 604명 중 

62명(10.3%)이 사망하 고 16명(2.6%)은 빈사상태로 자의퇴원 하 다. 다

른 연구에서도 사망률이 항생제 개발 이전 시기보다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 10-40%에 이른다.
4,5,20
 

 패혈증의 원인균에 대한 보고를 볼 때 1960년대의 보고
21,22
에서는 E. 

coli등 그람음성 장내세균이 패혈증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었고 1970년대 

그람 양성균이 증가하고 S. aureus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나
6,23
 1980

년대 이후 S. epidermidis가 주된 원인균으로 대두되기 시작하 다.
24-26
 

본 연구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균은 S. epidermidis로 42.4%에서 검출되

었고, S. aureus(16.7%), Streptococcus viridans(4.4%) 순이었으며, 그람 

음성균에서는 E. coli(9.0%), Enterobacter(6.2%), Klebsiella(5.7%) 순이

었다. 패혈증 원인균에서 그람 음성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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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0년 22.4%로 감소하는 반면 그람 양성균은 57.9%에서 77.6%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원인균 중 S. aureus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42.1%에서 2000년 8.9%로 감소하는 반면 S. epidermidis가 차지

하는 비율은 5.26%에서 47.8%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본 논문에서 

1997년의 경우 패혈증의 보고가 19례로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되었으나 

임상적 의의는 없었다. 다른 보고에서는 S. pneumoniae가 10%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6례(2.4%)의 

결과를 보 다. 오염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CONS에 의한 균혈

증은 호기성 또는 혐기성 혈액배양배지에서 모두 균주가 검출되는 경우, 

72시간이내에 배양되는 경우, 혈액배양 중 적어도 하나는 말초정맥에서 

배양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덧붙여서 임상적 혹은 검사상 감염

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을 때 패혈증으로 진단한다고 하 고
27
, 오염균

인지 의미 있는 균혈증인지를 감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동시에 

보낸 혈액배양검사상 3배지 모두에서 검출된 경우, 각기 다른 시간에 시

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2회 이상 균주가 배양된 경우, 정상적으로 무균

상태인 체액 분비물 및 혈관 카테터 등에서 다른 균주 없이 CONS만 배

양되고 부가하여 혈액배양 3배지 중 2배지에서 균주가 검출된 경우 임상

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있다
28
. 

 패혈증과 동반된 기저질환은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이 21.2%로 가장 많았

고, 미숙아(18.4%), 심혈관계 질환(16.7%), 신경계질환(6.1%) 순이었다. 동

반된 국소 감염 질환은 다른 보고에서는 폐렴이 26% - 50%로 가장 많고 

장염, 요로감염 순이었으나,
20,29
 본 연구에서는 장염이 13.6%로 가장 많았

고, 폐렴(7.5%), 요로감염(4.1%), 뇌막염(4.0%) 순이었다.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원인균이 규명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선택

하는 항생제는 원인균의 분포와 각 균주의 항생제의 감수성 변화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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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혈증시 사용하는 경험적 항생제 조합은 다른 

보고
31
에서와 같이 ampicillin과 gentamicin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32.0%로 가장 많았고, amoxicillin/clavulanate와 gentamicin 조합(5.7%), 

ampicillin/sulbactam과 gentamicin 조합(3.9%) 순이었다. 항생제 감수성 결

과가 나온 이후에는 596례(89.6%)에서 항생제를 바꾸거나 추가 또는 용량

을 증량하 다. 

 항생제 감수성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그람 양성균의 penicillin에 대한 감

수성은 1991년 25.8%에서 2000년 7.2%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고 

erythromycin에 대한 감수성도 46.7%에서 26.5%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었으며, 그람 음성균의 gentamicin에 대한 감수성과 amikacin에 대한 감수

성도 각각 69.2%와 84.6%에서 50.0%와 75.0%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었

다. 그람 양성균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은 penicillin에 대해 S. aureus, S. 

epidermidis, CONS 모두 10% 이하의 감수성을 보 다. Teicoplanin에 대

해서는 S. aureus  2례와 S. epidermidis  4례에서 중간내성(intermediate- 

resistance)을 나타내었다. 그람 음성균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면 

gentamicin에 대해 18.2% - 61.5%의 감수성을 나타내었고, amikacin에 대

해서는 32.6% - 85.7%의 감수성을 보 다. Imipenem에 대해서는 87.5% - 

100%의 감수성을 보 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합인 ampicillin 또는 gentamicin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하고 있어 항생제 선택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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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패혈증 원인균 및 항균제 감수성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1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서 패혈증이 의심되었던 

환자 5,232명 중 혈액배양으로 균이 확인된 환아 604명 665례의 의무기

록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소아 패혈증의 원인 병원체로는 Candida를 포함하여 65종이 검출되었으

며, 이 중 가장 흔한 원인균은 S. epidermidis이었고, S. aureus, S. 

viridans순이었으며, 그람 음성균에서는 E. coli, Enterobacter, Klebsiella 

순이었다. 패혈증과 동반된 기저질환은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이  가장 많았

고, 동반된 국소 감염 질환은 장염이 가장 많았다. 

패혈증 원인균에서 그람 음성균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그람 

양성균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 고, 그람 양성균 중  S. aureus가 차지

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S. epidermidis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그람 양성균의 penicillin에 대한 감수성과 그람 음성균의 gentamicin에 

대한 감수성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Penicillin에 대해 S. aureus, S. 

epidermidis, CONS 모두 10% 이하의 감수성을 보 고, 그람 음성균은 

gentamicin에 대해 18.2% - 61.5%의 감수성을 보 다. 

혈액배양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용되는 경험적 항생제 조합은 

ampicillin과 gentamicin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아 패혈증에서 그람 양성균 중 S. epidermidis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합인 ampicillin 또는 gentamicin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하고 있어 항생제 선택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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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ing Patterns of Antibiotic Sensitivity 

and Causative Organisms in Pediatric Sepsis

Gwang Cheon Ja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Soo Kim)

 Sepsis remain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pediatrics, despite 

improvements in supportive treatment modalities such as antimicrobial 

drugs and intensive care ventilation therapy. Further, the incidence of 

sepsis is projected to increase in years to come, related to factors 

including a rise in immunosuppressed patient populations and more 

widespread use of invasive lines and procedures.

 In this study, to determine the changing patterns of antibiotic 

sensitivity and causative organisms in pediatric sepsis, we examine the 

665 cases from 1991 to 2000 at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Severance 

hospital, in Seoul, Korea, and the clinical aspects and culture study 

results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ain pathogens of sepsis were S. epidermidis(42.4%), S. aureus, 

S. viridans, E. coli, Enterobacter, Klebsiella. Frequent focal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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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ying with sepsis were gastroenteritis(13.6%), pneumonia, 

urinary tract infection, and underlying diseases were hemato-oncologic 

disease(21.2%), prematurity, cardiovascular disease, neurologic disease 

in high incidence order. Gram positive organisms in sepsis were 

increased from 1991(57.9%) to 2000(77.6%), however gram negative 

organisms were decreased from 1991(42.1%) to 2000(22.4%). The rate 

of S. aureus  in gram positive sepsis was decreased from 1991(42.1%) 

to 2000(8.9%), however the rate of S. epidermidis was increased 

1991(5.2%) to 2000(47.8%). Penicillin sensitivity rate of gram positive 

organisms was decreased from 1991(25.8%) to 2000(7.2%), and 

gentamicin sensitivity rate of gram negative organisms was decreased 

from 1991(69.2%) to 2000(50.0%) also. Sensitivity rates of penicillin 

were below 10% in S. aureus, S. epidermidis, CONS, and sensitivity 

rates of gentamicin were  18.2% - 61.5% in gram negative 

organisms. The most common combination of antibiotics used in 

sepsis was ampicillin and gentamicin.  

 Gram positive organisms and S. epidermidis  were increased and 

antibiotic sensitivity rates were decreased in pediatric seps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pediatric sepsis, causative organism, antibiotic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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