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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연관된 균혈증의 임상양상 및 항균제 내성현황
김영주, 안성영, 지종현, 김창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Clinical Finding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in Bacteremia
Associated Geriatric Hospital
Young-Joo Kim, Sung-Young Ahn, Jong-Hyun Jhee, Chang-Oh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risk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HCAI)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geriatric hospital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studies on HCAI in patients of geriatric hospitals. Hence,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pidem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hospital patients who developed bloodstream infections
(BSI).
Method: Among patients who visited emergency department of a single university hospital between January 2007 and
December 2011 and showed BSI, we selected patients transferred from geriatric hospitals by reviewing the medical
records.
Results: Among a total of 921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with BSI during the study period, 63 patients
(6.84%) were residents at geriatric hospitals. Of these, 53.7% were male, the mean age was 69.8 years, and 73.0%
were elderly patients of 65 years or over. Malignant tumor was the most common underlying disease. Urinary tract
infection (30.1%) was the most common cause of BSI, and in terms of causative pathogen, there were 34.8% of gram-positive bacteria, 31.3% of gram-negative bacteria, and 17.3% of multiple infection with two or more types of bacteria.
Multidrug resistant bacteria were reported in 13.0%, including 8.7% of MRSA infection. In patients with less than the
mean length of stay (LOS) (20 days),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ppropriate early antibiotics use and
mean LOS.
Conclusion: Treating BSI in geriatric hospital patients requires appropriate antibiotics treatment taking into account multi-factors, including the pathogen of BSI, antibiotics resistance, the patient’s age. Use of appropriate early antibiotics
reduces the mean 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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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 검사에서 한번 이상 균이 동정된 경우로 정의하였고,

론

감염 부위는 환자의 증상과 기저 질환 및 영상 검사를
1)

균혈증은 혈액 배양검사에서 균이 동정된 상태로 적
절한 항생제 및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2,3)

22%∼40%에 달하는 질병이다.

포함한 검사 소견, 체내 장치 보유 유무 등을 바탕으로
담당의가 판단한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균혈증이 의심되는 환

다제내성 그람 음성균(multi drug resistant Gram neg-

자에서는 원인균이 진단되기 전에 경험적 항생제 치료

ative bacteria, MDRGNB)은 다음 중 3가지 종류 이상의

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원인균

항생제군에 내성으로 보이는 그람 음성세균으로 (1) am-

의 분포와 항생제 감수성 양상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

picillin-sulbactam/piperacillin-tazobactam (2) carbapenem (3)

지만 병원균의 분포와 항생제 감수성 양상은 균 획득 장

ceftazidime or ceftriaxone (4) quinolone (5) gentamicin or

소, 기간 및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

amikacin로 정의하였고, 다제내성 그람 양성균은 methi-

4-6)

어

경험적 항생제 선택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와 Vancomy-

또한 전통적으로 감염질환의 원인장소에 따라 병원획

cin-Resistant Enterococcus (VRE)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원

득감염(hospital-acquired infection, HAI)과 지역사회획득감

인 균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염(community-acquired infection, CAI)으로 구분하였고, 노

‘적절한 항생제 투여’는 균 동정 24시간 이내에 적절한

인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정맥 주사 치료, 혈액투석

항생제의 사용 및 정확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여, 약제관

등을 통한 감염 위험성 및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장기

련 이상반응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투여된 항생

요양시설에의 입원이 증가하여 의료관련감염(health care-

제에 내성이 있거나 항생제의 항균 범위가 일치하지 않

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HCAI)이라는 새로운 개

는 경우, 균 동정 24시간 이내에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7)

념이 도입되었으며, 이 경우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적절한 초기 항생제 투여’로

자의 경우에서와는 다른 역학적, 미생물학적 특징을 보

평가하였다.12)

8-10)
였음이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의 증가로11) 의료관

3. 미생물학적 분석

련감염(HCAI)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

1) 혈액배양 및 미생물 동정

병원과 관련된 균혈증의 임상양상 및 내성균 현황을 파

연구 기간 중 혈액배양 및 미생물 동정 방법에 변화

악함으로써 국내 의료관련 감염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가 있었으며 기간별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혈액배양은 혈액 10

하였다.

mL를 무균적으로 채혈하여 0.025%의 sodium polyanethol

대상 및 방법

sulfonate가 들어있는 Tryptic soy broth (TSB, BBL, Becton
Dickinson Co., Cockeysville, MD, USA)와 Thioglycollate me-

1. 연구대상 및 방법

dium (Thio, BBL) 50 mL가 들어있는 병에 나누어 각각 접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응급

종하고 35oC에 배양하였다. TSB에서의 증식 검출은

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에서 균혈증을 보인

BACTEC 9240 (Becton Dickinson, Canada Inc., Mississauga,

921명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요양병원에서 전원된 총

Ontario, Canada)과 BacT/Alert 3D (Organon Teknika, Scar-

65명을 선별하였으며 대상자에서 균혈증의 원인질환, 원

borough, Ontario, Canada)로 병용하였고 Thio 병은 매일

인균 및 원인균의 항생제 내성 발생률, 적절한 항생제 치

육안으로 혼탁, 용혈, 변색, 가스발생 등을 관찰하고 세균

료 여부, 임상경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의 증식이 없는 경우 7일까지 배양하였고 맹계대 배양은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4-2011-0249).

시행하지 않았다. 2008년 2월부터의 혈액배양은 BacT/

Alert 3D (Organon Teknika, Scarborough, Ontario, Canada)

2. 정의
균혈증은 응급실 내원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혈액배

로 혐기성과 호기성균을 배양 하였다.
혈액배양용 배지에서 균이 증식한 경우 생화학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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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혹은 VITEK system (bioMerieux Vitek Inc., Marcy-

l’Etoile, France)으로 동정하였다.
2) 항균제 감수성 시험
연구 기간 중 항균제 감수성 시험 검사방법에 변화가
있었으며 기간별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리세균의 항균제 감수성 시험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NCCLS)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였으며,
2009년 11월 이후의 항균제 감수성 시험은 VITEK 2 system (bioMerieux Vitek Inc., Marcy-l’Etoile, France)을 이용
하였다.

4. 통계 및 검정
연구 대상의 임상적 특성 및 미생물학적 특성을 분석
하였으며,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사망률, 재원기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명목변수의 비교는 카이제곱검
정, 연속변수의 비교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들은
독립 t-검정,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Mann-

Whitney U-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P 값의 유의성 검증
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
다. 통계 프로그램은 한글판 SPSS ver. 20.0 (SPSS Inc.,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hospital associated
bacteremia

Characteristics

n=63

Age (yr)
Female
Hospital stay (day)
“Do not resuscitate” order at admission
Underlying disease
Malignancy
Stroke
Diabetes
Dementia
Coronary artery disease
Pressure ulcer
End-stage renal disease/hemolysis
Liver cirrhosi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Hypothyroidism
Presence of invasive device
Indwelling urinary catheter
Feeding tube
PTBD
Pigtail
Hemocatheter
Trachotube
Other

69.8±12.3
31 (46.3)
20.6±32.3
27 (40.3)
24
19
14
9
8
7
4
2
2
1

(26.7)
(21.1)
(15.6)
(10.0)
(8.9)
(7.8)
(4.4)
(2.2)
(2.2)
(1.1)

25
14
4
2
2
3
5

(45.5)
(25.5)
(7.3)
(3.6)
(3.6)
(5.5)
(9.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ratio, or number (%). 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e drainage.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감염 17예(23.3%), 폐렴 17예(23.3%) 순이었고 원발 부위

결

과

를 모르는 경우가 11예(15.1%)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요로감염 22예 중 도뇨관 유치 상태는 12예

1. 일반적 및 임상적 특성

(54.4%), 65세 이상의 노인은 18명(81.8%)이었다. 원인균

연구기간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균혈증을 보

으로는 그람 양성균이 40예(34.8%), 그람 음성균이 33예

인 환자는 총 921명이었으며, 그 중 요양병원에서 전원

(31.3%)였고 다제내성균은 15예(13.0%)에서 보고되었으

되어 온 것이 확실한 경우는 63명(6.84%)이었다. 남성이

며 MRSA가 10예(8.7%)로 가장 많았다(Table 2).

53.7%, 평균 연령은 69.8세였으며 그 중 46명(73.0%)이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기저질환으로는 악성종양 24명

3. 적절한 항생제 투여 상태 및 임상 경과

(26.7%), 뇌졸중 19명(21.1%) 순이었다. 침습적 장치 보

균혈증의 원인별 적절한 항생제 투여는 원인 미상의

유 빈도는 도뇨관 유치(45.5%), 비위관 또는 위루관 삽

감염, 소화기계 감염, 요로감염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입(25.5%) 순이었으며 기타 침습적 장치로는 중심 정맥

재원 기간은 요로감염(29.8±53.6일)에서 가장 길었고 균

관 삽입 상태 2예 및 뇌실-복강 단락술 상태, 담관 내 스

혈증을 보인 환자 63명 중 37명(58.7%)이 사망하였다

텐트 삽입 상태, 골절로 인한 내고정 상태가 각각 1예에

(Table 3). 부적절한 초기 항생제 치료, 침습적 장치의 보

서 있었다(Table 1).

유상태, 다제내성균의 감염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요양병원 관련 균혈증 환자

2. 균혈증의 원인 및 원인균
균혈증의 원인으로는 요로감염 22예(30.1%), 소화기계

에서 사망 및 재원기간과 관련된 독립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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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urces of organisms causing geriatric hospital associated bacteremia

Source, No. of episodes (No. of resistant organism)

Causative organism

UTI

Escherichia coli (ESBL(+) E.coli)
Pseudomonas aeruginosa
Klebsiella pneumonia
Proteus mirabilis
Acinetobacter baumannii
CNS
Staphylococcus aureus (MRSA)
Enterococcus spp. (VRE)
Streptococcus pneumonia
Other (MDR organism)
Polymicrobial
Total

7
2
3
3
1
5
3
2
0
4
7
22

(1)

(1)
(3)
(1)

GI/GB

Pneumonia

Wound/skin

Others

Unknown

2 (1)
1
4
1
2
3
0
3 (1)
2
6
6
17

2
1
3
2
0
5
3 (3)
1
1
8
6
17

0
1
0
0
0
0
1 (1)
0
0
0
1
0

0
0
0
0
0
0
3 (3)
0
0
1
0
6

1
0
0
0
0
4
2 (1)
0
2
0
0
11

Total
12
5
10
6
3
17
12
6
5
19
20

(2)

(1)
(11)
(2)

UTI: urinary tract infection, GI/GB: gastrointestinal/gallbladder, CNS: coagulase-negative Staphylcoccus, ESBL (+): 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 producing,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MDR: multidrug
resistant.

Table 3.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 outcome of geriatric hospital associated bacteremia

Source, No. of episodes

Adequate therapy
LOS (day)
Mortality

UTI

GI/GB

Pneumonia

Wound/skin

Others

Unknown

Total

10 (45.4)
29.8±53.6
7

9 (50.0)
13.2±11.4
10

8 (40.0)
23.5±31.7
12

0
1

1 (16.7)
24.7±20.2
1

7 (77.8)
10.0±11.3
6

35
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ratio, or number (%). UTI: urinary tract infection, GI/GB: gastrointestinal/gallbladder, LOS: length
of stay.

었으나, 평균 재원기간 20.6일 보다 짧은 재원기간을 가
진 환자에서는 초기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 유무와 평균
재원기간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 value=0.005)

(Figure 1).

고

찰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 발생한 균
혈증으로 3차 의료기관 응급실을 내원한 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미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환
자의 연령 및 기저질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침습
적 경로의 유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초기

Figure 1. Hospital stay according to antibiotics treatment in
length of stay ≤20 day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antibiotics
treatment (P value=0.005).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요양
병원 및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
13)

라

의료관련감염(HCAI)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나 요양병원 관련 균혈증에 대한 임상적, 미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국내 현황을 고려할
때에 본 연구 결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혈액배양검사에서 배양된 Staphyloco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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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us 중 MRSA가 차지하는 비율은 91.6%로 이는 국내

양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저 질환, 연령, 일상생활기능,

중환자실 병원감염에서 분리되는 Staphylococcus aureus의

침습적 감염 경로의 보유 유무 등이 환자의 사망 및 재

14)

88.9%가 MRSA로 보고된 기존의 연구결과 와 유사한

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빈도를 보였다. 또한 MRSA 외에 extended spectrum be-

가 필요하겠다.

ta-lactamase (ESBL) producing E.coli,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가 동정되었다. 요양병원에 대한 M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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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연구배경: 균혈증에서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중요성은 이미 강조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요양시설의 증가로 의료관
련감염(HCAI)에 노출되는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병원 등의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련감염
(HCAI)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거주 중 균혈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역학
적 특성 및 미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에서 균혈증을 보인
환자 중 요양시설에서 전원 되어 온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균혈증의 원인, 원인균 및 원인
균의 항생제 내성 발현율, 적절한 항생제 치료 여부, 임상경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해당 기간 중 균혈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총 921명 중 63명(6.84%)가 요양시설 거주자였으며 남성이 53.7%,
평균 연령은 69.8세로 그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46명(73.0%)이었다. 기저질환으로는 악성종양이 가장 많았으며,
침습적 장치로는 도뇨관 삽입이 가장 많았다. 균혈증의 원인으로는 요로감염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균으
로는 그람 양성균이 40예(34.8%), 그람 음성균이 33예(31.3%)였으며 두 종류 이상의 균이 동정된 중복 감염도 20예
(17.3%)였다. MRSA 감염 10예(8.7%)를 포함한 다제내성균은 15예(13.0%)에서 보고되었다. 평균 재원기간(20.6일)
이하인 환자에서는 초기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 유무와 평균 재원기간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론: 요양병원 관련 균혈증 치료 시 균혈증의 원인 및 이에 따른 원인 균주의 특성, 대상자의 연령 및 침습적 장치의
보유 유무, 종류를 포함한 다각도의 인자를 고려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평균재원일수의 감
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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