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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혈증이 동반된 중증 지역사회 획득 Acinetobacter baumannii
폐렴 1예
이유미1 · 윤신교1 · 이호수1 · 강보형1 · 안지현1 · 김유재1 · 홍상범2 · 최상호3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학교실1, 호흡기내과2, 감염내과3

A Case of Severe Community-acquired Acinetobacter
baumannii Pneumonia with Bacteremia
Acinetobacter baumannii is a significant pathogen in nosocomial infections, especially
in intensive care units. However, community-acquired A. baumannii (CAAB) pneu
monia is an uncommon disease. Most of the CAAB pneumonia in the literature
is characterized by an abrupt onset and rapid progression to respiratory failure
and hemodynamic instability. In our case, a 51-year-old man without under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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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s developed severe pneumonia. Respiratory distress rapidly worsened and
mechanical ventilation was applied.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was
applied due to refractory septic shock. Fully sensitive A. baumannii pneumonia was
confirmed by the sputum culture and blood culture. The patient was effectively
treated by the meropenem. However, the patient died of uncontrolle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developed on the 10th hospital day, and refractory septic
shock. We report the case of severe CAAB pneumonia with bacteremia in a patient
without underlying disea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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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Acinetobacter baumannii 는 원내 감염에서 중요한 원인균으로 그 발생 빈도가 점
차 증가하고 있다[1]. 원내 감염을 일으키는 A. baumannii는 대부분 다제내성을 보이
고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가진다[2]. 반면 A. baumannii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 감
염은 드문데,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보고가 대부분이
다[3]. A. baumannii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 감염 중에서는 폐렴이 가장 흔하다[4]. A.

baumannii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전격성 폐렴(fulminant pneumonia)라고
불릴 정도로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3예의A. baumannii
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5-7]. 저자들은 기저 질환이 없었던
사람에서 균혈증이 동반된 A. baumannii에 의한 중증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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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흉부단순촬영 상 좌하엽의 경화가 진행된 소견을 보였고(Fig. 1C), 객

증례

담 그람 염색 상 그람 음성 구간균(coccobacilli) 소견을 보였다. 쇼크에 대
51세 남성이 3일 전부터 시작된 발열과 1일 전 시작된 호흡곤란을 주소

해 수액 치료 및 승압제를 사용하였으나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입원 12시

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상 환자는 45년 전 원인 불명의 우측 흉

간 후 동맥-정맥 체외순환 막형 인공 폐(artero-venous extra-corporeal

막염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었고 다른 병력 없이 평소 건강하게 지냈다.

membrane oxygenation)를 적용하였다가, 다음 날 혈압이 안정되어 정

환자는 30갑년의 흡연력과 만성음주력이 있었고 특이한 가족력은 없었

맥-정맥 체외순환 막형 인공 폐로 변경하였다. 제 2병일에 흉부단순촬

다. 내원 당시 혈압 70/44 mmHg, 맥박수 92/min, 호흡수 24/min, 체온

영 상 폐침윤이 전 폐야로 진행되는 소견 보였고(Fig. 1D), 입원 당일에 시

36.2℃, 산소포화도 95%였으며 급성병색을 보였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흉

행된 객담 배양 검사와 혈액 배양 검사에서A. baumannii가 동정되었다.

부 진찰소견에서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으며 양측 폐기저부에 수포음이

객담 및 혈액 배양에서 동정된 A. baumannii는 piperacillin으며, 3세대

들렸고 복부 및 사지 진찰 상 이상소견은 없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

cephalosporin, quinolone, meropenem에 모두 감수성을 보였고 객담

3

구 3,300/mm (중성구 83.9%, 림프구 12.9%, 단핵구 2.3%, 호산구 0.6%)

과 혈액 배양에서 분리된 균들의 감수성 검사 결과가 동일하였다. 치료로

이었고 혈색소는 15.5 g/dL, 혈소판수는 110,000/mm3이었다. 혈청 생화

meropenem을 사용하였다. 흉부단순촬영 상 양측 폐의 침윤이 호전되

학검사에서 BUN 31 mg/dL, creatinine 3.2 mg/dL, AST 43 IU/L, ALT 20

는 추세를 보였고(Fig. 1E) 제 7병일에 정맥-정맥 체외순환 막형 인공 폐를

IU/L, ALP 46 U/L, 총 빌리루빈 2.5 mg/dL, 총 단백 5.7 mg/dL, 알부민 3.1

이탈하였다. 제 10병일부터 다시 발열이 있으면서 흉부단순촬영 상 우측

mg/dL, CRP 28.66 mg/dL이었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pH 7.42, PaCO2

폐야에 경화가 진행하면서 산소요구량도 증가하였다(Fig. 1F). 기관지 내

3

26.0 mmHg, PaO2 59.0 mmHg, HCO 17.0 mEq/L, O2 saturation 91%였

시경을 이용한 기관지폐포세척액의 배양검사에서 methicillin-resistant

다. 흉부단순촬영에서는 좌하엽에 폐침윤이 보였다(Fig. 1A). 흉부단층

Staphylcoccus aureus, carbapenem-resistant A. baumannii가 동정

촬영에서는 양측 폐하엽에 경화(consolidation)와 간유리음영(ground

되었다. 항생제는 vancomycin과 colistin으로 교체하였다. 하지만 이후

glass opacity)이 관찰되었고 흉수는 없었다(Fig. 1B). 지역사회 획득 폐렴

carbapenem-resistant A. baumannii와 Enterobacter cloacae가 기관

에 준하여 경험적으로 ceftriaxone과 azithromycin을 투여하였다. 입원

지 흡인 배양검사에서 계속 분리되었고 흉부단순촬영 상 양측 폐에 미만

3시간 뒤 호흡곤란이 더 악화되면서 호흡수가 36/min으로 빈호흡을 보

성 침윤이 악화되어 제 60병일에 사망하였다.

였고 비강 케뉼라(nasal prong)를 통해 산소를 4 L/min 투여한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88%로 확인되어 기관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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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Chest X-ray shows consolidation on the left lower lung field. (B) Chest CT shows consolidation and ground glass

opacity on both lower lung fields. (C) Chest X-ray shows that consolidation on left lung field was aggravated three hours after
admission. (D) Chest X-ray shows that bilateral diffuse infiltration was aggravated on the 2nd hospital day. (E) Chest X-ray shows
that bilateral diffuse infiltration was improved on the 7th hospital day. (F) Chest X-ray shows that diffuse infiltration on the right
lung field was aggravated on the 10th hospita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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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amase inhibitor 또는 carbapenem에 감수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
아 이런 항생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14]. 보고된 증례 수가 매우 제한적

Acinetobacter baumannii는 호기성 그람 음성 구간균(coccobacilli)

으로 병합치료가 단독 치료보다 나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으로 주위 환경에 흔하게 존재하는 균이다. 원내 감염의 중요한 원인균

바가 없다. 하지만 Chen 등은 앞에서 언급한 13명의 환자들에 대한 보

으로 특히 중환자실에서의 감염이 흔하고 다양한 내성 기전으로 일반

고에서 생존자 5명 중 4명이 3세대 cephalosporin과 aminoglycoside

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이 유도될 수 있어서 임상에

병합치료를 받았으며, 사망자 8명 중 1명에서만 병합치료를 받은 점을

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8]. 피부나 구강 인두에 상재하여 인공호흡기

언급하였다[10]. 이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매

를 적용하거나 장관 영양을 하는 경우와 광범위 항생제 사용력이 있거

우 높은 사망률을 고려할 때 병합 치료를 고려할 만 하겠다.

나 수술력이 있는 경우가 원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이다[9]. 그러나 A.

본 증례의 환자는 발열, 급성 호흡곤란, 패혈증 쇼크의 임상 양상과

baumannii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10-

흉부단순촬영 상 폐 경화(consolidation) 소견을 보였고 혈액 배양 및

13].A. baumannii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주로 온화하고 습한 날

객담 배양 검사에서 A. baumannii 가 동정되었다. 초기 항생제 치료로

씨에서 잘 발생하여 북반구에서는 주로 6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하고

폐렴이 점차 호전되었으나 10일 후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이 합병되면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의 발생률이 높다[3]. 알코올 중독증, 흡연력, 당뇨

경과가 악화되어 환자는 사망하였다. 본 증례를 통해 기저 질환이 없는

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등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사람에서 발생한 균혈증이 동반된A. baumannii에 의한 중증 지역사회

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3예의A. baumannii에 의한 지역사회 획

획득 폐렴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득 폐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5-7]. 2007년도 Han 등이 흡연력과 음
주력 외에 기저 질환이 없는 고령의 환자에서 A. baumannii에 의한 지
역사회 획득 폐렴이 발생한 증례를 보고하였으나 균이 객담 배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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