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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ual prevalence of foot ulcer in Korea is 99.5 per 100,000 people with diabetes
and 49.8 cases among them go through amputation. Moreover, amputation due to uncontrolled infection accounts for 50% of all non-traumatic limb amputations. Therefore, reliable microbiological documentation is important.
We enrolled 74 patients with diabetic foot infection, who referred to Korea
University Hospital from September 2006 to March 2007. Deep tissue biopsies were taken from the base
of ulcer after surgical debridement and cleansing at admission. We analyzed the microbiologic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ex, age, type and duration of diabetes, glycemic control, presence of neuropathy or angiopathy, diabetic nephropathy, osteomyelitis, transcutaneous oxygen tension and prior antibiotic use.
Gram-positive aerobic bacteria were the most common organisms isolated (76.4%), followed
by Gram-negative aerobic bacteria (33.3%) and fungus (2.0%). Of the Gram-positive aerobes,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was found most frequently (29.4%). The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showed no significant clinical differences between gram-positive and gram-negative
infections. Moreo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clinical findings between methicillin-susceptible and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infections. Mixed infection was not common (average, 1.2 organisms with
each diabetic foot infection). Of note, mixed infection was more frequently found in patients with prior
antibiotic use.
MRSA was the most common pathogen in diabetic foot infection among patients referred
to tertiary hospita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with regard to
gram stain results and methicillin resistance in S. aureus. Mixed infection was not common, but broad
spectrum antibiotics are recommended for severe diabetic foot infection with prior antibiotic exposure.
Diabetic foot, Tissue biopsy

많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 중 족부 절단을 시행 받은
의 환자에서 족부 궤양이 선행되었다
당뇨 환자의

에서 당뇨 족부 궤양이 발생하는데 이

상처들은 쉽게 감염되어 종국에는 절단해야 하는 경우가

매년 당뇨 환자

명 당

미국의 경우

명의 환자가 당뇨 족부 궤

양에 이환되며 하지 절단률이 점차 증가는 추세로 큰 사
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로 인구
이

명 당 당뇨 족부 궤양이

명 하지 절단

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족부 궤양 및 하지 절단

으로 인한 치료비가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 각각
와

배 높다고 보고되었다

배

당뇨 족부 궤양 발생의 주 위험 인자는 혈관 병증 신경
병증 국소 감염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지 절단에 이른 환
자 중

가 세균 감염의 조절 실패와 연관이 있다는 보

검체의 채취는 수술방에서 시행하였고 환자의 창상을

고가 있다

원인균으로는 최근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

소독제로 세척한 뒤 창상 바닥을 긁어내거나 궤사 조직을

았을 경우 호기성 그람양성균이 주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제거한 후 심부 조직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검체는 갈아서

그 이외의 경우 호기성 그람양성균과 혐기성균 등 혼합감

혈액 한천 배지 및

염에 의한다고 한다

기성 혐기성 상태에서 일에서 일간 배양하였다

한천 배지에 접종한 후 호

그러나 이전 연구들의 경우 상처의 화농성 배출액을
면봉으로 채취 하거나 창상 바닥을 긁어 내거나 절제한
조직으로 배양 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부 상
당뇨 족부 궤

재균에 의한 오염과의 감별이 어렵다

대상 환자의 성별 나이 재원 기간 당뇨 종류 당뇨 이
환 기간 혈당화색소

신경병증 혈관병증 및 당뇨

양 감염에서 원인균 동정에의 표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성 신병증 유무 조직 산소 농도 골수염 유무 내원 전 항

데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지만 이전의 한 연구에서 심부

생제 노출력 입원 시 발열 유무 백혈구

조직 채취를 통한 배양 검사가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제시

강계수

하였고 이 후 조직 채취와 면봉 채취를 비교하는 논문들

에 기록하였다 신경병증은 신경과 협진 하에 근전도 검사

에서도 두 방법의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응성 단백질

적혈구 침

을 임상 연구 기록지

로 확인하였고 혈관병증은 혈관 단층 촬영

당뇨 환자에서의 감염성 족부 궤양의 원인균 분포를 정확

또는 혈관 조영술

상 족부 궤양에 혈액

히 파악하는 것은 절단 등의 수술적 치료로 인한 영구적

을 공급하는 혈관에

인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 되겠다

다 당뇨성 신병증은 알부민뇨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당뇨 환자에서 감염성 족부 궤양
의 효과적인 경험적 항생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직 배양
을 통한 원인균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감염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로 하였
가 있으면서

당뇨병 이외에 다른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로 정의 하였다
조직 산소압

은 병변의 근위부에서

으로 측정하였고 골수염은 골스캔

또

성 족부 궤양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 이환 기

는 자기공명영상법

간 및 혈당 조절 정도 조직 허혈 정도와 원인균 분포의

실에서 육안적 검사 상 골수염 소견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였다 동정된 균주들을 호기성 그람양성균과 호기성 그람

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거나 수술

음성균 감염군
와
감염군으로 나누어 두 군간의 임상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년 월 일부터
안

년 월

일까지 총 개월 동

개 대학 병원에 중증의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으로

입원한 환자

명 중 심부 조직 배양 검사를 시행한

명

연속 변수의 비교를 위해

를 시행하였고 균종 발생

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기록과 초기 미생물 검사 결과

빈도를 포함한 비연속 변수에 대하여

를

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을

사용하였고

값이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정의하였다
성형 외과 또는 정형 외과 전문 의사의 판단 하에 족부
궤양에서 화농성 삼출물이 있거나 궤양 주위로 전형적인
염증 소견 부종 발적 동통 열감 이 있는 경우를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으로 정의하였다
의
중증도를 분류하였고
다

상처는

연구 기간 동안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으로 입원한
에 따라

이상을 중증으로 정의하였

의 환자 중 심부 조직 채취 및 배양 검사가 시행된
인구 통계학 자료는

명
명의

과 같았다 본 연구 기관의 경

우 차 대학 병원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 중 전원 온 경우가

많아 이전 항생제 노출력이
의 평균 연령은

명 에 달하였다 환자

세였고 남자가 여자 보다

당뇨의 평균 이환 기간은

년으로

배 많았으며

혈관병증이 있는 경우 조직 산소압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명을 제외한 모든 환

입원 시 발열은

자는 제 형 당뇨였다 모든 환자에서 근전도 및 혈관 단층

의 평균값은

촬영 또는 혈관 조영술 신기능 검사 및 소변 검사를 시행

이 있는 경우는

하였으며 신경병증만 있었던 경우는

평균값은

증만 있었던 경우는

명 이었다 신경병증과 혈관

병증 두 가지 합병증이 모두 동반한 경우는
였으며 당뇨성 신병증은
명으로

명
를 상회한 경

명 에서 관찰되었으며 백혈구
으로

이상의 백혈구 증가증
명 이었다 적혈구 침강계수의

였으며

은

반응성 단백질의 평균값

였다 감염성 족부 궤양 감염과 함께 골수염

이 동반되어 있던 경우는

명 에서 이환되어 있었

다 혈당화색소의 경우 당뇨 치료 목표인
우가

명 혈관병

이 낮은 경향을

총

명 중

명 이었다

명에서 원인균이 분리되어 심부 조직 배

양을 통한 균 분리율은
와 같았다

에서 혈당 조절에 실패한 상태였다

였으며 원인균의 분포는

명의 균 분리 환자에서

개의 균주

가 동정되어 한 환자 당 평균 균 분리 개수는
혼합감염은

개 였고

명 에서 관찰되었다 분리균의 분포를

보면 호기성 그람양성균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었으며

가

예로

예 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호기성 그람음성균에 의한 감염이 전체 감염의
예 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가

예 로 가장 많았다 혐기성 균은 동정되지 않았으
며 곰팡이 감염은 한 예에서만 관찰되었다
호기성 그람양성균과 호기성 그람음성균에 감염된 환자
들에서의 임상상을 비교하였다

두 군간 연령

당뇨 이환 기간 재원 기간 골수염 유무 신경병증 혈관
병증 당뇨성 신병증 혈당화색소 항생제 노출력 입원시
발열 유무 백혈구 적혈구 침강계수
조직 산소압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반응성 단백 및
와

감

염군에서도 당뇨 이환기간 재원 기간 골수염 유무 항생
제 노출력 조직 산소압 등의 임상 양상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전 항생제 노출력에 따라 원인균의 분포를 분석하였
다

이전 항생제 노출이 있었던 환자들 중에서는
가

으로는
예

예 으로 가장 많이 동정되었고 그 다음
예와
예 의 순서였다 그러나 이

전 항생제 노출이 없었던 환자들에서는
예 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
각각

와

가

예 로 분리되었다 혼합감염은 이전 항생제 노

출력이 있었던 명에서만 관찰되었다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은 당뇨의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로 족부 절단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장기적
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의 치료는 당 조절과 혈행 장애의 개선 및 괴사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변연 절제술과 더불어 적절한 항생
제 치료가 중요하다 항생제는 원인균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인균 동정의 표준 방법은 아직까지 논란
이 되고 있지만 심부 조직 배양 검사가 면봉 채취 배양
검사에 비해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

의 국내 보고들은 면봉 검체 채취 또는 창상 바닥의 조직
배양 검사를 통해 원인균 분포를 조사한 것으로 피부 상
재균의 오염과 감별이 어려웠다

이에 저자들은 심부

조직 검사를 통한 배양 결과를 토대로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의 원인 균에 대한 분포를 첫 보고하는 바이다

이전의 보고들에서는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에서 환자
개의 균이 동정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혐기성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심부 조직 배양 검사를 시행한 본 연구에서는 평

이는 검체 채취 방법과 검사상의 문제 외에 주로 타 기관

개로 이전의 연구 결과에 비해 분리균주의 수가 적어

에서 치료를 받다가 개방성 병변으로 전원되는 경우가 많

당 평균
으나
균

감수성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약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

실제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에서 혼합감염의 비율은 높지

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항생제 노출력은 원인균의 분포에 영

조직 산소압 측정은 침상 옆에서 비침습적으로 간단히

향을 미치므로 항생제 노출력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

하지 동맥의 폐색을 평가하는 기술로 이전 한 연구에서

우로 나누어 원인균의 빈도를 살펴 보았다 이전에 항생제

조직 산소압

노출이 없었던 경우 지역사회 피부 연조직 감염의 흔한 원

궤양의 발생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인균인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의 조직 산소 농도에 따라서 임상

가

명 로 분리되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와

가 각각

명 에서 분리되었다 반면에 이전 항생제 노출력이 있었
던 경우에서는

의 분리율이

높았으며

가

이

이하일 경우 당뇨 족부
본 연구에서는

양상 및 세균학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조직
산소압을 측정하였지만 골수염 혈관병증 신경병증의 차

명 으로 가장

이 및 족부 감염균의 분포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명 가 다음으로 많았다

다만 혈관병증이 있는 경우 조직 산소압이 감소하는 경향

따라서 차 병원에 전원된 환자들 중 이전 항생제 노출력

을 보여 혈관병증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 유용할 것으로

이 있는 경우

사료된다

있었다

감염의 빈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은 과거에는

가 당뇨성 족부감염의 가

장 흔한 원인균으로 보고하였으나 최근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내원한

의 감염의

경우 임상 기록이 불충분하여 항생제 노출력과 초기 원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초기 경험적 항생제로 글

균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과 대상 환자수가 적었다는

라이코펩타이드 사용을 주장한 바 있다

것이다

과 검사실 소견만으로

와

그러나 임상상
에 의한 감염을 구

결론적으로 심부 조직 배양을 통해 원인균을 동정할

분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체의 채취와 배양

경우 분리균주의 수가 적어서 여러 항생제의 병용투여를

이 중요하며 항생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의 당뇨 족부 궤양

줄일 수 있고 항생제 사용 압력을 줄여 다제내성균의 발

의 감염에는 처음부터 경험적으로 글라이코펩타이드 계열

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 항생제 노출력이

의 항생제 사용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겠다

있는 경우에는 혼합 감염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항생제 노출력이 있는 경우
에 의한 감염이 많고 습식소독
과 관련하여
는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노출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

심부 조직 검사를 통한 배양 결과를 토대로 감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내

염성 당뇨 족부 궤양의 원인 균에 대한 분포 파악하고 감

원한 경우 불충분한 임상 기록으로 인해 항생제 사용 내

염성 족부 궤양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 이환

역 및 소독 방법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호기성 그람양

기간 및 혈당 조절 정도 조직 허혈 정도와 원인균 분포의

성균과 호기성 그람음성균간의 연령 당뇨 이환 기간 재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였다

원 기간 골수염 유무 혈당화색소 항생제 노출력 입원시

년 월 일부터

발열 유무 백혈구 적혈구 침강계수 조직 산소압의 차이

총 개월 동안 개 대학 병원에 중증의 감염성 당뇨 족부

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전 항생제 노출력이 있

궤양으로 입원한 환자

는 환자들에서만 혼합감염이 있었으므로 중증의 감염성

행한

당뇨 족부 궤양 환자에서 항생제 노출력이 있는 경우 반

의 분포를 조사하고 원인 균에 따라서 성별 나이 재원 기

드시 혼합감염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간 당뇨 종류 당뇨 이환 기간 혈당화색소

항생제의 선택은 경증의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인 경우

병증 혈관병증 및 당뇨성 신병증 유무 조직 산소 농도 골

모든 원인 균주의

수염 유무 내원 전 항생제 노출력 입원 시 발열 유무 백

를 차지하는 호기성 그람양성균을

겨냥하여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겠고 항생제 노출력이 있
는 중증 감염의 경우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모두

혈구

년 월

일까지

명 중 심부 조직 배양 검사를 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인 균

적혈구 침강계수
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신경

반응성 단백질

호기성 그람양성균에 의한 감염이
로 대부분이었으며

가

예

예 로 가장 많았

다 그 외 호기성 그람음성균에 의한 감염이 전체 감염의
예 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가

예 로 가장 많았다 혐기성 균은 동정되지 않았으
며 곰팡이 감염은 한 예에서만 관찰되었다 호기성 그람양
성균과 호기성 그람음성균에 감염된 환자들에서의 임상상
과 검사실 소견을 비교하였으나 차이가 없었으며
와

또한 차이가 없었다 이전 항생제 노출이 있었

던 환자들 중에서는

가

예 으로 가장 많

이 동정되었고 혼합감염은 이전 항생제 노출력이 있었던
명에서만 관찰되었다
감염성 당뇨 족부 궤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들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그람음성균

와

였다 그람양성균과
감염에 따른 임상상과 검사

실 소견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전 항생제 노출력이
있는 경우 혼합 감염이 흔하게 관찰되었으며 항생제 노출
력이 있는 중증 감염의 경우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에 모두 감수성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약하는 것이 적
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