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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kg round : T he early diagnosis of candidemia is critical for the management . T he candidemia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10% of candiduria. But the risk factors in patients with candiduria
who are associated with candidemia are not known. We analyzed the risk factors in patients with

candiduria who are associated with candidemia.

Meth 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164 patients with candiduria in Yonsei Medical Center
from January 1998 to December 1998. Candiduria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 o groups. Candiduria

patients without candidemia (Group I, 147 patients) and candiduria patients with candidemia (Group

II, 17 patients ).
Re s ult s : 1) T he mean age of the patients were 57.5 years in group I and 62.5 years in group II.

T 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x ratio between the tw o groups. 2) Central venous

catheter insertion (53%, 100% in group I, II), hypotension (14%, 59% in group I, II), other associated
infections (64%, 100% in group I, II), intensive care (41, 76% in group I, II) and fever (46%, 82% in

group I, II) were the very significant risk factors in patients with candiduria who were associated

with candidemia. 3) Urinary tract procedure (11%, 88% in group I, II), urinary catheter insertion
(63%, 94% in group I, II), thrombocytopenia (17%, 41% in group I, II) and DM (8%, 24% in group

I, II) were the significant risk factors of candidemia. 4) Candida colony count (cfu/ mL) of urine

culture w as not a significant risk factor . 5) Mortality rate (27%, 59% in group I, II) w as significantly
high in patients with candidemia.

Conclus ion : Central venous catheter insertion, hypotension, other associated infections, intensive

care and fever were the very significant risk factors of candidemia in patients with candiduria.
(Korean J Med 60:479- 48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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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칸디다뇨증의 유병률은 정상인에서 약 0.2- 6%, 병원

에 입원한 환자에서는 6.5-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 3 ) . 그리고 칸디다뇨증의 대부분은 요관 삽입 혹은

요저류에 의한 방광내의 집락화 및 방광염, 신우신염 등

의 요로계 감염, 칸디다혈증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

져 있다. 또한 집중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칸디다뇨증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50% vs

19%)4 ) . 이렇듯 칸디다뇨증의 유병률이 높고 예후에 미

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칸디다뇨증의 임상적인 의의

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

한편 칸디다혈증은 칸디다뇨증의 약 10%정도에서 동

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 9 ) . 그리고 칸디다뇨증에 동

반하는 칸디다혈증은 경과가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요

로계 시술 이후에 생긴 경우에서는 증상발현이 빠르고

치료에 반응이 없어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1 0 ) . 그러나 칸디다뇨증 환자에서 칸디다

혈증의 동반과 관련된 위험인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이에 저자들은 칸디다뇨증 환자에 있어서 칸디다혈증

동반에 따른 위험인자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 상 및 방 법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

란스병원에 입원하였던 15세 이상의 칸디다뇨증 환자

177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입원기록의 확인이 가능

한 164예에서 칸디다혈증을 동반하지 않았던 환자 147

예 (Group I)와 칸디다혈증을 동반하였던 환자 17예

(Group II)로 나누었고, 대상환자의 성별, 나이, 기저질

환, 선행인자, 임상양상, 예후 등에 대하여 입원기록을

참조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칸디다뇨증의 진단은 소변배양검사에서 한 번이라도

균집락수가 1,000 cfu/ mL 이상 나온 경우로 하였으며,

칸디다혈증을 동반하였던 칸디다뇨증 환자의 정의는 칸

디다뇨증 환자에서 연속적인 2개 이상의 혈액배양검사

에서 칸디다균이 동정되었던 경우로 하였다 .

위험인자로써 칸디다뇨증 환자의 나이, 성별, 기저질

환, 항생제 등의 약물 복용력, 요로계 시술 및 수술 경력,

요관 또는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침습적 시술 여부, 다

른 감염성 질환의 동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 요로계

시술 및 수술은 스텐트 삽입, 방광경 검사, 개복수술 등

이 포함되며 요관 삽입에는 간헐적인 경우도 포함되었

다. 그리고 요로계 감염증상, 생체징후 등의 임상양상,

일반혈액검사, 신장수치 등의 검사실 소견 등을 조사하

였다 . 요로계 감염증상은 빈뇨, 잔뇨감, 배뇨통, 측복부

통증, 요통 등이 있는 경우로 하였다 .

통계학적 처리는 Student t- test , Chi- square 검정을

이용하였고 p - value는 0.05이하를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남녀 비는 칸디다혈증을 동반하지 않았던 경우 (Group

I)가 총 147예 중 남자 69예, 여자 78예였으며, 동반하였

던 경우 (Group II)는 총 17예 중 남자 11예, 여자 6예였

다. 연령분포는 Group I에서 평균 57.5세, Group II는 평

균 62.5세였고, 입원기간 동안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

던 경우는 Group I는 41%, Group II는 76%였다

(p =0.008). 입원기간 동안의 주 진단명에는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는 Group I에서 8%, Group II는

24%로 칸디다혈증을 동반하였던 경우에서 많았으며

(p =0.04), 그외 종양, 요로계의 해부학적 이상, 신부전 등

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의 약물 사용에서는 Group I, Group II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76% vs 94%, 11% vs 12%).

요관 및 중심 정맥관 삽입은 Group I에서 각각 63%,

53%, Group II에서는 94%, 100%였고 (p =0.013, 0.001),

요로계 시술 및 수술 경력은 Group I에서 11%, Group II

는 88%로 칸디다혈증을 동반하였던 경우에서 많았다

(p =0.01).

임상양상으로는 저혈압이 Group I에서 14%, Group II

는 59%이고, 발열은 Group I에서 46%, Group II는 82%,

혈소판감소증은 Group I에서 17%, Group II는 41%으로

칸디다혈증을 동반하였던 경우에서 저혈압, 발열, 혈소

판 감소증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p =0.002, 0.009,

0.02). 그리고 다른 감염성 질환이 동반하였던 경우는

Group I이 64%, Group II가 100%로 나타났다 (p =0.002).

소변배양검사상 균 집락수는 Group I는 평균 70,544.2

cfu/ mL이었고, Group II는 평균 74,411.8 cfu/ mL으로 차

이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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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망률은 Group I이 27%, Group II가 59%로

칸디다혈증이 동반하였던 경우에서 높았다 .

칸디다뇨증 환자에서 칸디다혈증의 동반에 따른 위험

인자로 통계학적으로 괄목하게 의의가 있는 경우는 중

심정맥관을 삽입하였던 경우, 저혈압, 다른 감염성 질환

이 동반하였던 경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경우,

발열이었으며, 그 외 요로계 시술 및 수술 경력이 있었

던 경우, 요관을 삽입하였던 경우,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

던 경우, 당뇨가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었다 (T able 1).

T able 1. Ris k factors in patients w ith c andiduria w h o are as s oc iated w ith c andidemia

Risk factor s Group I Group II p - v alue*

No.(%) No.(%)

Sex (m/ f) 69/ 78 11/ 6

Age 57.5 62.5

Dept . of admis sion

Medical service 93(63%) 10(59%)

Surgical service 54(37%) 7(41%)

Intensive care 60(41%) 13(76%) 0.008

Chief diagnosis

Neurologic dis order 55(37%) 3(18%)

Pneum onia 31(21%) 11(65%)

Sepsis 16(11%) 6(35%)

Heart failure 12(8%) 3(18%)

Underlying diseases

Cancer 24(16%) 3(18%)

DM 12(8%) 4(24%) 0.04

GU abnorm ality 3(2%) 0(0%)

Renal failure 3(2%) 0(0%)

Drug therapy

Antibiotics therapy 112(76%) 16(94%)

Steroid T x . 16(11%) 2(12%)

Cytotoxic T x . 7(5%) 2(12%)

Procedures

Urinary cath . Insertion 92(63%) 16(94%) 0.013

Centr al venous cath . 78(53%) 17(100%) 0.001

Urinary tr act procedure 16(11%) 15(88%) 0.01

Clinical features

UT I Syptom s 43(7%) 7(41%)

Fever 68(46%) 14(82%) 0.009

Hypotension 20(14%) 10(59%) 0.002

Leukocytosis 69(47%) 9(52%)

Leukopenia 6(4%) 2(12%)

T hrombocytopenia 26(17%) 7(41%) 0.02

BUN/ Cr elev ation 25(17%) 5(29%)

Colony count (cfu/ mL)

of urine culture 70,544.2 74,411.8

Associated infections 94(64%) 17(100%) 0.002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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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입원한 환자 중에서 칸디다뇨증의 유병률은 대략

6.5- 20%정도인 것으로 되어있다2 , 3 ) . 한편 칸디다뇨증에

서 칸디다혈증이 동반하는 정도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Rivett 등5 )은 28예의 칸디다뇨증 환자에서 칸디

다혈증이 1예에서 동반하는 것 (3.6%)으로 보고하였고,

Dyess 등6 )은 83예의 칸디다뇨증 환자 중 9예 (10.8%),

Ang 등7 )은 249예의 칸디다뇨증 환자 중 26예 (10.4%)로

약 10%정도에서 칸디다혈증이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177예의 칸디다뇨증 환자

중 칸디다혈증이 17예에서 동반하고 있어서 9.6%로 다

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

칸디다뇨증의 위험인자로는 당뇨, 항생제 또는 스테

로이드의 사용, 요저류, 노인, 여성 등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지만, 칸디다뇨증과 동반한 칸디다혈증 환자의

위험인자에 대하여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8 ) . 다

만 일부 보고에 따르면 종양, 당뇨, 고형장기이식환자,

면역억제, 요로계의 해부학적인 병변이 있었던 경우, 요

로계 시술 및 수술 경력이 있었던 경우 등이 있다7 - 9 ) .

본 연구결과에서는 칸디다뇨증 환자에서 칸디다혈증

의 동반과 관련된 위험인자로 중심정맥관 삽입, 저혈압,

다른 동반된 감염이 있었던 경우, 중환자실 치료, 발열,

혈소판 감소가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는 결과로 나왔다.

이중에서 중심정맥관 삽입의 경우는 일시적이고 제한적

인 칸디다혈증이 이와 같은 자극에 의해 확연히 발현되

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 다른 위험인자들은 이들로

인한 임상경과의 악화가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져 칸디

다혈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칸디다혈증이 동반하였던

예에서 요관 삽입을 포함하여 요로계 시술 및 수술을 받

았던 경우가 통계학적으로 유의 있게 많았다. 이와 같이

요로계의 시술과 관련된 경우에서는 시술과정에서 발생

되는 요로계의 압력상승으로 신우혈관의 역류 (pye-

lovenous reflux ) 및 미세열상 등이 생겨 이로 인해 균의

혈관내 침입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12 ) .

그 외에 본 연구결과에서도 위험인자 중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환자

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요로계의

상행성 감염과 신실질감염 내 병소로부터 이차적인 감염이

이루어져서 칸디다혈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 .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는 칸디다혈증이 동반하였던 예

에서 요로계의 해부학적 병변이 있었던 경우가 없어서

이에 대한 위험인자의 여부는 알 수가 없었고, 상기의

다른 보고와 달리 종양은 칸디다혈증의 동반 여부와 상

관이 없었다 .

일차적인 칸디다혈증 (primary candidemia)과는 달리

칸디다뇨증과 동반한 칸디다혈증에서는 증상의 중증도

가 낮고 이환기간도 보다 짧으며, 많은 환자에서 항진균

제의 사용 전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과를 보인다고

한다5 ) . 하지만 Orenstein 등14 )은 체외충격파쇄석술 (extra-

corporeal shock w ave lithotripsy )을 받았던 칸디다뇨증

환자에서 칸디다혈증이 동반하였을 때, 그람음성균에 의

한 퍠혈증처럼 증상이 보다 심하고 항진균제 치료에 반

응이 없어 결국 사망하였던 경우를 보고하면서 칸디다

뇨증과 동반한 칸디다혈증이 항상 양성경과를 거치며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한편 본 연구는 후향적인 입원기록 조사로 인하여 칸

디다뇨증과 칸디다혈증간의 전후관계가 명확치 않으므

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

칸디다혈증의 진단에서 혈액배양검사는 김 등15 )이 보

고한 진균혈증의 임상적 고찰에 따르면 23%로 양성률이

낮고, 또한 다른 보고에 의하면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예민도와 특이도가 낮은 검사방법이며 환자의 치료 결

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16 ) . 현재 비특정 칸디다 항원검

사가 개발되어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검사방법

도 예민도와 특이도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17 , 18 ) .

T alluri 등19 )은 칸디다뇨증 환자에서 혈액내 칸디다균의

DNA을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를 이용하여 칸디다혈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을 소

개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

요할 것 같다 .

치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칸디다뇨증은 대개 자연소

실 되는 양성경과를 거치지만, 요로계 시술이 예정된 특

히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칸디다뇨

증 환자에서는 항진균제의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Fluconazole과 같은 azole계 사용이 효과 및 안전성에서

권장되고 있다2 0 - 2 8 ) .

본 연구결과에서 칸디다혈증이 동반하였던 환자들의

사망률은 59%로 동반하지 않았던 환자들의 사망률인

27%보다 높았으며, Ang 등7 )에서 보고한 칸디다혈증이

동반하였던 환자들의 사망률 50%와 비교해 보면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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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었다 .

결론적으로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없고 요로계의

병변이 없는 무증상의 칸디다뇨증은 특별한 치료보다는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며, 무증상의 칸디다뇨증이라도

당뇨와 같은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요로계 시술이 예

정되었을 때에는 칸디다혈증의 예방을 위해 항진균제

치료가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칸디다뇨증 환자에서 요관 및 중심정맥관의 제거가 칸

디다혈증의 치료 및 예방에 중요하며 저혈압, 발열, 중환

자실 치료, 혈소판 감소증 및 다른 감염증이 있는 경우

에서는 칸디다혈증의 동반 여부에 대하여 유의있게 관

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 적 : 조기진단 및 치료, 예후면에서 중요한 칸디다

혈증은 칸디다뇨증의 약 10%에서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험인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칸디다뇨증 환자에 있어서 칸디다혈증

동반과 관련된 위험인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방 법 :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던 칸디다뇨증 환자 164명 중 칸

디다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147명 (Group I)과 동반한 17

명 (Group II)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환자들의 입원 기

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위험 인자를 분석하였다.

결 과 : 1) Group I, Group II간의 평균연령은 각각

57.5세 및 62.5세였으며, 남녀의 비율은 양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 2) 중심정맥관 삽입, 저혈압, 다른 감염성 질환

이 동반하였던 경우, 중환자실 치료, 그리고 발열이

Group I보다 Group II에서 통계학적으로 괄목하게 많았

다 (53% vs 100%, 14% vs 59%, 64% vs 100%, 41% vs

76%, 46% vs 82%). 3) 요로계 시술 경력, 요관 삽입, 혈

소판 감소 및 당뇨가 Group I에 비해서 Group II가 통계

학적으로 많았다 (11% vs 88%, 63% vs 94%, 17% vs

41%, 8% vs 24%). 4) Group I, Group II의 소변에서 동

정된 칸디다의 세균수 (cfu/ mL)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

었다 (70,544.2 cfu/ mL vs 74,411.8 cfu/ mL). 5) 사망률은

Group I보다 Group II가 높았다 (27% vs 59%).

결 론 : 칸디다뇨증 환자에 있어서 칸디다혈증의 동반

과 관련된 보다 의의 있는 위험인자로 중심정맥관을 삽입

하였던 경우, 저혈압, 다른 감염성 질환이 동반하였던 경

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경우, 발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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