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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로 진단된 대동맥 스탠트 감염의 항생제
단독 사용을 통한 비수술적 치료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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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Report on Successful Nonsurgical Treatment
Using Antibiotics Alone in Aortic Stent Infection Diagnosed b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ortic stent infection is a rare problem, but severe sequelae such as stent occlusion,
aortic necrosis and rupture, and life-threatening sepsis can occur. Surgical removal
and antibiotic therapy has been the mainstay of treatment, but the management of
stent infection still remains controversial as to the time of removal operation or the
prognosis regarding the use of antibiotics alone as the treatment modality.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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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perienced a case of delayed aortic stent infection that was treated with
antibiotics alone. A 68-year-old man presented with unexplained fever of several
days’ duration. The patient had a history of having had an aortic stent inserted 8 years
ago due to traumatic aortic rupture. Blood culture was positive for Staphylococcus

aureus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revealed focal intense nodular uptake at
medial and inferior aspect of the aortic arch. He was therefore diagnosed with aortic
stent infection due to Staphylococcus aureus and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name
of antibiotics alone without recourse to surgery.
Key Words: Cardiovascular infections, Stents, Staphylococcus aureus , Antibiotics,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서론
스텐트 감염은 만 명당 한 명 이하로 비교적 드물게 일어나지만 만약 발생 시에는 스
텐트 폐쇄, 사지 절단, 패혈성 색전증, 동맥 괴사와 파열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다[1, 2]. 대부분의 스텐트 감염이 초기에 일어나는
데 주로 시술 당시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의 스텐트 감염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스텐트가 삽입된 부위에 또 다른 시술 병력이 있거
나 균혈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3]. 스텐트 감염의 초기 진단 방법으로 흉부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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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촬영술이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경미한 감염에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4]. 지금까지의 스텐트 감염의 치료원칙은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와 수술적 제
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아직 수술의 적기나 항생제 단독치료의 예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는 실정이다[5]. 저자들은 68세 남자 환자에서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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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상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 후 삽입한 스텐트에서 발생한 지연성 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30/80 mmHg, 맥박 80/min, 호흡수

텐트 감염을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로 진단하고, 수술적 제거 없이 항

20/min, 체온 38.5℃ 였고 급성 병색을 보였다. 흉부 청진에서 심음과

생제만으로 치료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호흡음은 정상이었고 복부 장기 비대나 만져지는 종괴는 없었으며 그
외 체간의 특이 소견은 없었다. 왼쪽 복사뼈 수술 부위의 경한 압통이
있었으나 부종 및 발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원 당시 시행한 말초 혈
액 검사에서 혈색소 12.5 g/dL, 백혈구 16,100/mm3 (호중구 77%), 혈

증례

소판 215,000/mm3, 적혈구 침강속도 57 mm/hr, C-반응단백 27.13
68세 남자 환자가 내원 한 달 전부터 지속된 38℃ 이상의 발열 및

mg/dL이었다. 그 외 간 효소, 소변 검사 등의 결과는 정상이었고 단순

오한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에 고혈압을 진단 받고 losartan과

흉부 방사선 소견도 정상이었다. 경흉부 심장초음파는 정상 소견이었

carvedilol을 투약중이었으며, 8년 전에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대동맥

고,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술에서 비특이적 종격동 림프절염(Fig. 1A)외

궁의 파열로 인해 대동맥 내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2개월 전

에 뚜렷한 소견은 없었으나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에서 대동맥궁 스

에 왼쪽 복사뼈 골절로 인해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헐적 정복 및 고정술

텐트 주위의 활성화된 염증 및 종격동염을 시사하는 국소적인 고농도

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었고 직업은 치과 의사였다. 발열이 지속되어 개

Fluorodeoxyglucose (FDG)의 흡수 소견(Fig. 2A)을 보였다.

인 의원에서 약 3주 동안의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환자는 제 1 병일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ceftezole 2 g 정맥주사(정

않았고 복사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던 부위에 경미한 압통과 국소 열감

주)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속적 발열에 비해 골절 수술 부위의 상처

이 관찰되어 수술 후 창상감염이 의심되어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

가 깨끗하고 압통 및 국소 열감이 경하며 발적 및 부종이 거의 없어 수

다.

술 후 창상 감염을 배제하였다. 또한 개인 의원에서 3주 이상 치료를 받

Initial chest CT

Chest CT after 6 weeks

Figure 1. The initial chest CT scan only shows nonspecific mediastinal lymphadenopathy
without definite evidence of aortic stent infection. Follow-up chest CT scan taken 6 weeks
later shows slight improvement of mediastinal lymphadenopathy, although it is not marked.

Initial PET

PET after 6 weeks

PET after 30 weeks

Figure 2. The initial PET scan shows focal intense nodular uptake, suggestive of active
inflammatory lesions, at medial and inferior aspect of the aortic arch, which is consistent with aortic
stent infection. Follow-up PET scan performed after 6 weeks shows decrease in metabolic uptake
at periaortic area, suggesting improvement of stent infection, but focal active inflammation still can
be noted. After 30 weeks, PET scan no longer shows metabolic evidence of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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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정확한 원인 없이 한달 간의 발열이 지속되었던 상태로 발열의

로 호전된 증례를 보고하였다[8]. 또한 Hoffman 등은 관상동맥 내 황

원인을 찾기 위해 제 2 병일에 감염내과로 전과되었다. 제 1 병일에 시행

색포도알균 스텐트 감염과 이로 인해 다발성 농양 및 양안구내염이 생

한 혈액배양 검사에서 그람양성알균이 배양되어 제 3 병일에 nafcillin

긴 증례를 보고하였는데, 비록 환자는 심한 안구내염으로 안구 적출술

하루 8 g 정주로 변경하였으나 제 3 병일에 시행한 추적 혈액배양 검사

을 시행하였으나 스텐트를 제거하지 않고 6주 동안의 cloxacillin 치료

에서 여전히 그람양성알균이 배양되어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로 회복되었다[9]. 국내에서 보고된 보존적 치료를 이용한 스텐트 감염

감염 의심 하에 제 4 병일에 vancomycin 1 g 12시간 간격 정주로 변경

의 예로는 경경정맥 간내문맥 정맥단락술의 시행 이후 vancomycin 내

하였다. 이후 제 5 병일과 제 6 병일에 처음 혈액배양 및 추적배양 검사

성 Enterococcus faecium과 extended spectrum beta-lactamase

결과 모두 메치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으로 확진되어 다시 nafcillin

(ESBL)양성 폐렴막대균 균혈증을 보인 스텐트 추정감염이 보고되었는

하루 8 g 정주로 변경하였고, gentamicin을 3 mg/kg 24시간 간격 정

데 스텐트의 제거 없이 linezolid, imipenem을 사용하면서 추적배양

주, rifampin을 300 mg 8시간 간격 경구로 추가하였다. 발열은 입원 이

검사에서 음전을 보였으나 간 기능 악화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

후에 지속되다가 제 8 병일에 해열되었다. 그리고 제 8 병일에 시행한 두

하였다[10]. 대부분의 스텐트 감염이 삽입 4-6주 이내에 일어나는 것

번째 추적 혈액배양 검사에서 음성 소견 보였으며 발열, 오한 및 복사

을 고려할 때 본 증례는 대동맥 스텐트가 삽입된 지 8년 후에 일어난 스

뼈 수술 부위의 압통, 열감도 호전되어 제 12 병일에 타원으로 전원, 총

텐트 감염으로서 비교적 드문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다. 감염의 원인으

6주 동안 nafcillin을 하루 8 g으로 동일하게 정주 유지하였다. 치료 시

로는 치과 의사인 환자가 시술 도중에 손에 상처가 최근 수회 있었다고

작 6주째에 시행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Fig. 2A)과 흉부 전산화단

주장하여 이로 인한 균혈증이 발생했거나, 2개월 전에 왼쪽 복사뼈 골

층촬영술(Fig. 2B)에서 스텐트 주위의 대동맥염과 종격동염의 소견은

절 수술로 인해 발생한 침습적 균혈증이 스텐트 감염으로 진행된 것으

호전되었다. 이후 rifampin과 cephradine으로 경구 투약을 유지하며

로 추정하였다. 유사한 지연성 스텐트 감염의 다른 예로 Elizabeth 등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였으며 치료 시작 24주째에 C-반응단백은 1.78

은 관상동맥 내에 스텐트 삽입을 시행한 지 11개월 후에 일어난 감염에

mg/dL로 크게 감소하였다. 치료 시작 30주째에 시행한 양전자방출 단

대해 보고하고 있다[11]. 환자는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스텐트

층촬영술(Fig. 2C)에서 스텐트 주위의 대동맥염은 더 이상 관찰되지

감염 및 가성 동맥류가 발생하여 스텐트를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병

않는 상태로 항생제 치료를 종결하였다.

행하며 호전되었는데 이와 같은 비교적 늦은 시기의 스텐트 감염이 발
생한 원인으로 저자들은 스텐트의 상피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출된 혈관 내벽이 균혈증 기간 동안에 감염의 병소가 되었을 것으로

고찰

결론지었다.
일반적으로 인조혈관을 비롯한 혈관 내 이물질 감염에서 삽입물의

혈관 내 스텐트의 감염은 스텐트의 삽입 시에 손상된 혈관에 균혈증

제거 또는 항생제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의 결정은 환자나이, 동반 질환

이 발생하거나 또는 혈관에 국소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균주에 의해 시

의 여부, 균주의 독성, 삽입 위치 및 병변의 범위 등에 의한다[12, 13]. 본

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텐트 감염의 위험인자로는 시술 시에 피부

증례의 경우, 환자에게 삽입된 스텐트는 대동맥궁에 있어서 흉부 외과

상재균의 침입을 통한 일시적인 균혈증, 시술 시간, 도관 또는 피복의

와 협진한 결과 위치 상 접근이 어려워 제거 수술 시에는 그에 따른 위

긴 사용 시간 및 재사용, 국소 혈종, 동일 부위의 다발성 시술 여부, 동

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먼저 시작하였고 수

반 질환 여부 등이 있다[3, 6]. 이러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술 없이 보존적 치료로 상태가 회복되었다.

스텐트의 상피화로서, 삽입 4-6주 후에 완료되는데 스텐트의 길이, 면

혈관 내 스텐트 감염의 일반적인 영상 진단 방법은 혈관 조영술, 흉부

적, 혈관 벽에서의 삽입 위치 등에 따라 결정된다[1]. 삽입 시기가 비교

전산화단층촬영술 또는 자기공명영상,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이 있으

적 오래된 스텐트의 경우에도 삽입 부위의 시술로 인해 손상되었던 혈

며 이를 통해 혈관 내부와 스텐트 주위의 액체 저류나 가성 동맥류, 인

관 내벽이 지연성 균혈증에 노출되면 급성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3].

접 조직의 염증 소견 및 연부 조직의 생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흉부 전

Thibodeaux 등은 이 시기의 지연성 균혈증이 스텐트 내의 군집 형성

산화단층촬영술 또는 자기공명영상으로 감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

을 일으켜 이로 인한 스텐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을 시에는 백혈구 스캔과 갈륨 스캔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7].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술에 비해 비교적 민감도와 특이도가 떨어진다

스텐트 감염은 비교적 드물어 진단기준 및 치료전략 등은 아직 확

[14]. 일반적으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술이 간편하고 신속하여 혈관

립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와 수술적 제거

내 스텐트 감염 시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하는 진단 기법으로 추천된다.

가 필수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술 고위험군에 속하는 스텐트 감

그러나 그 정확도가 감염의 중증도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진행된 중

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증 감염에서는 스텐트 주위의 농양이나 누공 형성 등을 명확하게 진단

Naddour 등은 동정맥루를 통해 혈액 투석중인 환자에서 오른쪽 쇄골

할 수 있지만 초기의 경증 감염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비

하 정맥의 협착으로 스텐트 삽입 및 혈관성형술을 시행 후 일어난 황색

해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은 FDG가 백혈구, 거대 세포 등 주로 활성

포도알균 스텐트 감염에 대해 수술적으로 스텐트를 제거하지 않고 6

화된 염증 세포에 국한되어 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 스텐트 감염

주 동안의 oxacillin, ceftriaxone, rifampin을 이용한 항생제 치료만으

의 진단에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술보다 더 민감하고 염증 활성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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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 15]. Fukuchi 등에 따르면 33
명의 대동맥 인조 혈관 감염 추정 환자에서 11명이 인조 혈관 감염 환자
로 진단되었는데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의 민감도가 91%로 흉부 전
산화단층촬영술의 64%보다 더 우수하였다[4]. 이 때 FDG의 비정상적
흡수 소견에 대한 진단 기준의 정의에 따라 특이도와 양성 예측도가 큰

3.

차이를 보였는데 미만성 흡수 소견을 적용 시 특이도가 64%, 양성 예
측도가 56%로 비교적 낮았지만 국소성 혹은 분절성 흡수 소견을 적용
시 각각 95%, 91%로 크게 상승하였다.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은 인조

4.

혈관으로 인한 생리적인 이물질 반응이나 수술 후에 나타나는 정상적
인 염증반응으로 인해 위양성도 36%로 높았으나 국소적 흡수 소견을
진단 기준으로 적용하면 위양성도 낮추면서 특이도와 양성 예측도를
유의하게 향상시켰다[4, 15]. 따라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에서 생리

5.

적인 염증반응을 병적 염증반응과 감별하여 위양성을 낮추기 위해서
는 국소성 혹은 분절성 흡수소견을 비정상 염증반응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본 증례의 경우도 초기 진단 시에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술보다 양
전자방출 단층촬영술에서 국소적 흡수 소견을 보인 스텐트 감염의 위

6.
7.

치와 범위를 찾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이 스
텐트 감염의 초기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영상진단법임을 보여주
고 있다.

8.

결론적으로 스텐트 감염은 최근 4-6주 또는 드물게 수년 전에라도
스텐트를 시술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발열과 균혈증이 있고 그 외
에 명확한 감염원이 발견되지 않을 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증례는 8년

9.

전에 스텐트를 삽입 후 비교적 뒤늦게 나타난 스텐트 감염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진단 기법인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술보다 양전자방출 단층

10.

촬영술을 통해 더욱 정확한 초기 진단이 가능했으며 수술에 대한 위험
도를 고려하여 스텐트를 제거하지 않고 항생제 치료만으로 호전된 스
텐트 감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스텐트 감염에서는 아

11.

직 치료에 대해 정확한 논의가 확립된 사항은 없으나 위 환자의 경우와
같이 고령이며, 스텐트의 위치 상 수술 적 접근의 위험도가 높을 때에
수술에 앞서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만으로 질병의 호전을 기대해볼 수

12.

있으며 이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이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술보다
더 초기 진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ferences
1.

2.

Myles O, Thomas WJ, Daniels JT, Aronson N. Infected endo
vascular stents managed with medical therapy alone. Catheter
Cardiovasc Interv 2000;51:471-6.
Baddour LM, Bettmann MA, Bolger AF, Epstein AE, Ferrieri P,

13.

14.

15.

www.icjournal.org

Gerber MA, Gewitz MH, Jacobs AK, Levison ME, Newburger JW,
Pallasch TJ, Wilson WR, Baltimore RS, Falace DA, Shulman ST,
Tani LY, Taubert KA; AHA. Nonvalvular cardiovascular devicerelated infections. Circulation 2003;108:2015-31.
Dosluoglu HH, Curl GR, Doerr RJ, Painton F, Shenoy S. Stentrelated iliac artery and iliac vein infections: two unreported
presentation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J Endovasc Ther 2001;
8:202-9.
Fukuchi K, Ishida Y, Higashi M, Tsunekawa T, Ogino H, Minatoya
K, Kiso K, Naito H. Detection of aortic graft infection by fluorode
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omparison with
computed tomographic findings. J Vasc Surg 2005;42:919-25.
Therasse E, Soulez G, Cartier P, Passerini L, Roy P, Bruneau L,
Gaboury L. Infection with fatal outcome after endovascular
metallic stent placement. Radiology 1994;192:363-5.
Palmaz JC. Intravascular stents: tissue-stent interactions and
design considerations. AJR Am J Roentgenol 1993;160:613-8.
Thibodeaux LC, James KV, Lohr JM, Welling RE, Roberts WH.
Infection of endovascular stents in a swine model. Am J Surg
1996;172:151-4.
Naddour F, Yount RD Jr, Quintal RE. Successful conservative
treatment of an infected central venous stent. Catheter Cardio
vasc Interv 2000;51:196-8.
Hoffman M, Baruch R, Kaplan E, Mittelman M, Aviram G,
Siegman-Igra Y. Coronary stent bacterial infection with multiple
organ septic emboli. Eur J Intern Med 2005;16:123-5.
Kim DI, Lee BM, Lee JW, Cho KH, Jo YC, Shin JW, Lee MS. A case
of probable endotipsitis after 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asys
temic shunt. Korean J Med 2006;70:232-6.
Gonda E, Edmundson A, Mann T. Late coronary stent infection:
a unique complication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J
Invasive Cardiol 2007;19:E307-8.
Perera GB, Fujitani RM, Kubaska SM. Aortic graft infection:
update on management and treatment options. Vasc Endo
vascular Surg 2006;40:1-10.
Zetrenne E, McIntosh BC, McRae MH, Gusberg R, Evans GR,
Narayan D. Prosthetic vascular graft infection: a multi-center
review of surgical management. Yale J Biol Med 2007;80:113-21.
Chambers ST.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taphylococcal
infections of vascular grafts and stents. Intern Med J 2005;35
(Suppl 2):S72-8.
Stádler P, Bìlohlávek O, Spacek M, Michálek P. Diagnosis of
vascular prosthesis infection with FDG-PET/CT. J Vasc Surg
2004;40:12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