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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Nosocomial candidemi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ease entity in hospital not
only because of increasing incidence but also because of its high fatality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isk factors predicting the development of nosocomial candidemia and to evaluate
its clinical outcome of nosocomial candidemia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patients.
Materials & Methods :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matched case-control study in adult patients
admitted to ICU from January 1998 through December 2002 in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Sixty cases with candidemia were retrospectively identified from the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Clinical Microbiology. The possible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nosocomial candidemia were compared between 60 patients and 120 control subjects.
Results : Candida albicans was the most commonly isolated organism.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number of concomitant bacteremia (OR=17.3), number of candida infection in other site (OR=20.6),
number of antibiotics used (OR=4.2), duration of indwelling central venous catheter (OR=16.1), and
insertion of arterial line for more than 8 days (OR=6.9)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development of candidemia. Crude mortality rate was higher in candidemia patients compared with
control subjects (P=0.004).
Conclusion : The best predictors of development of candidemia in ICU patients were concomitant
bacteremia, candida colonization in other site, combined use of antibiotics, and long-indwelling
arterial and central venous catheter. For the ICU patients with high risk factors of candidemia, we
could consider the intervention to prevent emergence of candidemia.
Key Words : Candidemia, Risk factors, Intensive care unit

은 중증 질환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중환자실 환

서

론

자는 과다한 전신적 염증 반응에 이어 세포 면역 체계
이상이 더 지속되어 일반 병실 환자에 비해 높은 칸디다

칸디다혈증은 1950년대까지 드문 질환으로 여겨지고

혈증의 발생빈도를 보이고 중환자실 입원이 장기화될수

있었으나 원내 감염 칸디다혈증은 광범위 항생제 투여,

록 발생은 증가한다(3). 지금까지 칸디다혈증 발생의 위

침습적 처치술, 면역 억제제 사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발

험 인자들이 많이 연구되었는데(3-8), 대개 위험 인자들

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1, 2). 중환자실에서 캔디다혈증

이 중환자실에 더 많이 존재하므로 중환자실에서 그 발
생률이 훨씬 높지만 중환자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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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많지 않다.
칸디다혈증의

주요

원인

균은

과거에는

Candida

albicans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C.
tropicalis, C. parapsilosis 등 다른 균주에 의한 감염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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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9, 10). 미국의 National Nosocomial Infec-

thasone은 1일 5 mg이상, 각각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tious Surveillance System (NNIS)에서 1989년 1월부터

한해서 포함하였다), 칸디다혈증 발생 전까지의 입원 기

1999년 12월까지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과 중환자실 재원 기간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기저 질

연구에서 원내 감염 칸디다혈증의 빈도가 줄고 있다고

환은 암, 폐렴, 당뇨, 뇌혈관 질환, 복강 수술, 만성 신질

보고하였으며 이는 주된 원인균이었던 C. albicans 감염

환, 간경변증, 패혈증 등으로 구분하였다. 항생제는 최소

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11). 칸디다혈증에 의

한 24시간 이상 투여한 경우만 고려하여 치료 여부와 치

한 사망 위험도는 진균이외의 혈류 감염보다 약 2배 정

료 기간을 살펴보았고, vancomycin, carbapenem, peni-

도가 높으며(11) 이로 인한 사망률은 동반된 위험 인자의

cillin, cephalosporin, aminoglycoside, quinolone, 항혐기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90%까지 높을 수 있다고 알려져

성 균에 대한 항생제 외에도 결핵약이나 복합 성분의 항

있다(4).

생제를 기타 약제로 구분하여 각기 사용된 가짓수를 조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환자에서 칸디다혈증의 발생
과 관계된 위험 인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하였다. 중심정맥관 삽입 기간, 동맥관 삽입 기간, 백혈
3

구 감소(절대 호중구 수 500개/mm 미만) 기간을 포함하
였다. 항암제 사용 여부, 방사선 치료 유무와 동반된 원내

재료 및 방법

감염 수를 조사하였고, 동반된 기타 균혈증은 칸디다혈증
발생 전후로 72시간 내에 발생한 수를 조사하였다. 피부,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년간 700병상 규모

상처, 폐 등 다른 부위에 발생한 칸디다 감염은 각기 피

의 이대 목동병원 내과계, 외과계, 심혈관계 및 신경계 중

부 상처에서의 도말 배양 검사와 객담 배양에서 칸디다

환자실에 입원하였던 14세 이상의 환자 중 미생물 검사

균이 동정된 경우로 횟수를 기록하였다. 칸디다혈증 지속

실의 혈액 배양 검사에서 칸디다 균종이 배양되었던 환

기간, 칸디다뇨증 여부 , 칸디다혈증이 발생한 당시 도뇨

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원내 칸디다혈증은 입원 후

관 유치 여부, 관급식 기간, 총정맥 영양 기간, 기도 삽관

최소 72시간 후에 혈액 배양에서 1회 이상 칸디다 균종

기간, 혈소판 감소(<100,000/mm ) 기간을 포함하였고 수

이 동정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칸디다혈증은 총 69명에서

혈은 농축 적혈구나 신선 동결 혈장 또는 혈소판 여부에

발생하였으며 이중 중환자실 입원 2일 이내에 칸디다혈

상관 없이 1회 이상 수혈한 경우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

증이 발생하였던 4명, 입원 기록이 불충분한 2명, 14세 미

였다. 그 외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여부의 총 28가지 인자

만인 3명은 제외하고 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를 포함하였다.

3

과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시기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혈액 배양은 주로 Vital system (Biomérieux Inc.,

환자 중 같은 연령 대와 성별, 기저 질환(암, 폐렴, 당뇨,

Marcy-I'Etoile, France)과 BACTEC 9240 system (Bec-

뇌혈관 질환, 복강 수술을 받은 경우, 만성 신질환, 간경

ton Dickinson, Maryland, USA)을 이용하였고 혐기성 균

변증, 패혈증)이 유사하나 칸디다혈증은 없었던 환자 120

주 배양에는 thioglycollate 배양병(아산 제약, 대한민국)

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을 사용하였다. 칸디다 균종은 혈액 한천 배지 및 Sa-

환자군을 조사한 기간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칸디다

bouraud dextrose agar에 계대 배양하여 Vitek YBC

혈증 발생시점까지였으며, 대조군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card (Biomérieux, Marcy-I'Etoile, France)를 이용하여

입원 시작부터 짝지은 환자의 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날

동정하였다.

까지로 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연령, 성별, 치료 과정

통계 분석은 SAS 6.0 (SAS institute Inc, USA)을 사

과 기저 질환, 시행된 시술 등에 대해 후향적으로 진료

용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각각의 위험 인자들을 비

기록을 분석하여 환자군, 대조군을 1 대 2의 비율로 짝지

교하여 독립 변수들은 카이 제곱 검정으로 단변량 분석

은 연구를 시행하였다. 중환자실 칸디다혈증의 연도별 발

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95%로 설정하여 P값이 0.05 미만

생률은 중환자실에서의 1000 환자일수 당 칸디다혈증 건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칸디다혈증

수로 표기하였다.

발생을 가장 예측하기 쉬운 위험 인자를 밝히기 위해 단

칸디다혈증 위험 인자에 대한 변수들 중 입원 과는 내

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대상으로 조건부

과, 외과와 기타과로 나누었고 중환자실은 내과계, 외과

로지스틱

계, 심혈관계 및 신경계 중환자실로 분류하였다. 스테로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드 사용 여부(prednisolone은 1일 20 mg이상, dex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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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결

과

칸디다혈증 발생까지 입원 기간은 평균 44.4±7.1일이
며 중환자실 재원 기간은 7일 이상인 경우가 83.6%이었

1. 대상군의 특징

다.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년 동안 중환자실
환자 중 원내 감염 진균혈증이 있었으며 의무기록 검토
가 가능한 14세 이상의 성인 60명을 환자군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26명(43.3%), 여자 34명
(56.7%)이었으며 대조군은 남자 69명(57.5%), 여자 51명
(42.5%)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환자군에서 평균 63.7±
16.3세, 대조군에서 평균 64.2±14.5세로 두 군간에 통계적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Patients with Candidemia and Control Patients

Case
(n=60)

Age
(years)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3
2
5
8
20
16
6

( 5.0)
( 3.3)
( 8.3)
(13.3)
(30.0)
(26.7)
(10.0)

Control
(n=120)
3
3
17
20
32
32
13

2001년 1.5, 2002년에 0.3이었다(Table 2). 혈액 배양에서
검출된 칸디다균종의 분포는 C. albicans 24예(40%), C.
parapsilosis 14예(23.2%), C. tropicalis 12예(20%), C.
glabrata 10예(16.8%)였다. 총 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인
칸디다혈증은 62.7%, 지속적인(48시간 이상 반복 검출)

환자군과 대조군의 28가지 변수를 동반 질병별로 짝짓
기하여 위험 인자들을 비교한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는
동반된 균혈증 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혈액 이외 다른 부
위에서 발생한 칸디다 감염이 많은 경우, 칸디다뇨증이
동반된 경우, 항생제 사용 기간이 길수록, 항생제 병용이
증가할수록, 병원내 감염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병원내 감
염 중 창상 감염이 동반된 경우, 중심정맥관 삽입이 길수

63.7±16.3 64.2±14.5
M
F

1000 중환자실 환자일수 당 0.9, 1999년 0.8, 2000년 0.8,

3. 칸디다혈증 위험 인자의 단변량 분석

( 2.5)
( 2.5)
(14.2)
(16.7)
(26.7)
(26.7)
(10.8) P>0.05

Mean±Standard deviation

Sex

중환자실 칸디다혈증의 연도별 발생률은 1998년에

칸디다혈증은 37.8%이었다.

No. (%) of patients
level

2. 칸디다혈증의 연도별 발생률과 원인 균종의 분포

26 (43.3)
34 (56.7)

69 (57.5)
51 (42.5) P>0.05

Underlying Cancer
6 (10.0)
Diseases Pneumonia
21 (35.0)
Diabetes mellitus
3 ( 5.0)
*
CVA
13 (21.7)
Abdominal surgery
11 (18.3)
Chronic renal failure 1 ( 1.7)
Liver cirrhosis
3 ( 5.0)
Sepsis
2 ( 3.3)

17 (14.2)
25 (20.8)
5 ( 4.2)
35 (29.2)
13 (10.8)
1 ( 0.8)
16 (13.3)
8 ( 6.7) P>0.05

록, 동맥관 삽입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총정맥 영양공급
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8일 이상
인 경우, 코위영양관 삽입을 14일 이상 한 경우 칸디다혈
증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3).
4. 칸디다혈증 위험 인자의 다변량 분석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단변량 분석에서
위험 인자로 판명된 12가지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5개의

*

Cerebrovascular accident

Table 2. The Incidence of Nosocomial Candidemia per 1000 ICU Patient-days and Proportion of Candidemia during 5
Years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Total incidence*
(candidemia / ICU patient
-days in each year)
0.9
0.8
0.8
1.5
0.3

( 7/ 7,695×1000)
(11/13,318×1000)
(12/14,997×1000)
(23/15,324×1000)
( 7/20,031×1000)

Proportion (%)
C. albicans

C. parapsiliosis

C. tropicalis

C. glabrata

29
18
33
65
43

0
46
33
13
14

57
18
17
9
14

14
18
17
13
29

*

(candidemia / ICU patient days)×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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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andidemia
and Controls Patients : Univariate Analysis
No.(%) of patients
Characteristics
*

ICU

Duration (days)
ICU stay
¶

CVC

arterial line (days)

total parenteral
nutrition
mechanical ventilation

nasogastric tube
feeding
neutropenia (days)

antibiotics use (days)

Number of
concomitant
bacteremia

Level

Case
(n=60)

Control
(n=120)

P
value

37
19
3
1

(61.7) 80 (66.7)
(31.7) 28 (23.3)
( 5.0) 3 ( 2.5)
( 1.7) 9 ( 7.5)

1-7
8<
0
1-14
15<
0
1-7
8<
0
1-14
15<
0
1-7
8<
0
1-14
15<
0
1-7
8<
0
1-14
15-21
22-28
29<

9
51
4
16
40
35
17
8
4
40
16
20
10
30
28
14
18
54
5
1
0
17
10
6
27

(15.0)
(85.0)
( 6.7)
(26.7)
(66.7)
(58.3)
(28.3)
(13.3)
( 6.7)
(66.7)
(26.7)
(33.3)
(16.7)
(50.0)
(46.7)
(23.3)
(30.0)
(90.0)
( 8.3)
( 1.7)
( 0.0)
(28.3)
(16.7)
(10.0)
(45.0)

33
87
46
48
26
89
28
3
19
91
10
59
26
35
70
31
19
108
11
1
9
58
27
8
18

(27.5) NS
(72.5) 0.043
(38.3)
(40.0) 0.022
(21.7) <0.001
(74.2)
(21.3) NS
( 2.5) 0.003
(15.8)
(75.8) 0.091
( 8.3) 0.001
(49.2)
(21.7) NS
(29.2) 0.068
(58.3)
(25.8) NS
(15.8) 0.025
(90.0)
( 9.2) NS
( 0.8) NS
( 7.5)
(48.3) 0.031
(22.5) 0.01
( 6.7) <0.001
(15.0) <0.001

24
23
13
20
32
8
17
22
21
8
38
14
53
28
23
29
19

(40.0)
(38.3)
(21.7)
(33.3)
(53.3)
(13.3)
(28.3)
(36.7)
(35.0)
(13.3)
(63.3)
(23.3)
(88.3)
(46.7)
(38.3)
(48.3)
(31.7)

106
11
3
102
16
2
54
43
23
58
53
9
103
30
29
51
11

(88.3)
( 9.2)
( 2.5)
(85.0)
(13.3)
(19.2)
(24.2)
(42.5)
( 9.2)
(48.3)
(44.2)
( 7.5)
(85.8)
(25.0)
(24.2)
(42.5)
( 9.2)

35
4
2
16
3
2
32

(58.3) 14 (11.7) <0.001
( 6.7) 8 ( 6.7) NS
( 3.3) 1 ( 0.8) NS
(26.7) 27 (22.5) NS
( 5.0) 4 ( 3.3) NS
( 3.3) 4 ( 3.3) NS
(53.3) 43 (35.8) NS

*

NS
NS
NS
NS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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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다른 부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환자보다 20.6배
의 발생 위험이 있었고, 균혈증이 2회 이상 동반된 경우
높았다. 병용한 항생제를 6가지 이상 투여했던 경우는,
항생제 병용이 많을수록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
보다 발생 위험이 4.2배 높았다. 중심정맥관 삽입 기간에
따른 칸디다혈증 발생의 위험을 비교한 결과, 14일까지
삽입된 경우는 중심정맥관이 없었던 환자보다 4.8배, 15
일 이상 삽입시 16.1배까지 높았다. 동맥관을 8일 이상
삽입해 두면 없었던 경우보다 칸디다혈증 발생위험이 6.9
배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Table 4).
5. 사망률과 항진균제의 효과
칸디다혈증 환자 60명 중 29명(48.3%)이 사망하였고
대조군에서는 32명(26.7%)이 사망하여 칸디다혈증 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더 높았다(P=0.004). 환자군의 치료로,
fluconazole은 환자군 중 15명(25%)에게, amphotericin B
는 10명(16.7%)에게 투여되었고 중심정맥관의 제거는 13
명(21.7%)에서 행해졌으나 치료제의 종류에 따른 사망률
의 통계적 차이를 볼 수는 없었다.

고

찰

칸디다혈증은 광범위 항생제 투여, 침습적 처치술, 면
역 억제제 사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

<0.001
0.003

고 입원 환자에 있어 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최근 많은

0.054
0.005
<0.001
<0.001
<0.001
NS
NS
NS
0.061
<0.001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일반 병실 환자보다 침습적인

Intensive care unit, †Medical intensive care unit,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Cerebrovascular accident, ‖Neurological intensive care unit,
¶
**
Central venous catheter, Urinary tract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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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였다. 칸디다가 혈액 이외 다른 2부위 이상에서 발견된

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칸디다혈증 발생 위험이 17.3배

MICU†
‡
SICU
§
CCU
‖
NCU

0
1
>2
candida infection
0
of other site
1
>2
nosocomial infection
0
1
>2
antibiotic use
0-2
3-5
6<
Foley catheter insertion
＋/－
Thrombocytopenia
＋/－
Type of
pneumonia
**
nosocomial infection UTI
wound
infection
＋/－
Candiduria
＋/－
Hemodialysis
＋/－
Peritoneal dialysis
＋/－
Steroid use
＋/－
Chemotherapy
＋/－
Radiotherapy
＋/－
Transfusion

항목이 칸디다혈증을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위험 인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12, 13). 특히 중증 질환으로 중
처치 및 시술, 다양한 치료제의 사용 등으로 원내 감염,
특히 칸디다 감염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환자들에서 칸디
다혈증 발생 위험 요인을 밝히는 것은 그 환자들의 선별
적인 경험적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칸디다혈증 환자 60명과 대조군으
로 칸디다혈증이 없었던 120명을 대상으로 위험 인자, 원
인, 임상적 특징, 결과에 대해 비교 연구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C. albicans 이외의 균주에 의한 감염이 증가
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칸디다 균
종 중 여전히 C. albicans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와 같
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4, 10, 14-17). 1990년대 초반에
시행된 국내연구에서, 진균혈증의 원인 균종의 분포
(proportion)가 C. albicans (36%)에 이어 C. parapsilosis

Table 4.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isk Factors to Predict Candidemia in ICU patients
Number (%) of Exposed

Variable

Level

Number of
candida infection
of other site
Number of concomitant
bacteremia

0
1
>2
0
1
>2
0
1-14
15<
0
1-7
8<

20
32
8
24
23
13
4
16
40
35
17
8

0-2
3-5
6<

8 (13.3)
38 (63.3)
14 (23.3)

Duration of CVC*
(days)
Duration of
Arterial line insertion
(days)
Number of antibiotics use

Case (n=60)
(33.3)
(53.3)
(13.3)
(40.0)
(38.3)
(21.6)
( 6.7)
(26.7)
(66.7)
(58.3)
(28.3)
(13.3)

Control (n=120)
102
16
2
106
11
3
46
48
26
89
28
3

(85.0)
(13.3)
( 1.7)
(88.3)
( 9.2)
( 2.5)
(38.3)
(40.0)
(21.7)
(74.2)
(21.3)
( 2.5)

58 (48.3)
53 (44.2)
9 ( 7.5)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10.6
20.6

( 6.3, 13.8)
(11.6, 29.1)

0.001
<0.001

7.1
17.3

( 2.4, 15.5)
( 8.6, 24.9)

0.012
<0.001

4.8
16.1

( 3.7, 5.7)
(13.8, 19.4)

0.027
<0.001

0.7
6.9

( 0.5, 0.9)
( 2.3, 11.4)

NS
0.002

1.8
2.5
4.2

( 1.1, 2.6)
( 1.5, 2.9)
( 2.2, 7.5)

<0.001
<0.001
<0.001

*

Central venous catheter

(25%), C. tropicalis (18%), C. glabrata (11%)로 이미 당

중환자실 환자들은 대부분 중심정맥관을 장착하고 있

시에도 albicans 이외의 균주에 의한 칸디다혈증 발생이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간에 칸디다혈

많았음이 보고되었으며(18) 본 연구 결과 C. parapsilosis

증의 발생빈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주

진균혈증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C. albicans의 분

이상 삽입했던 환자에서는 위험 인자로 작용함이 입증되

리율이 여전히 높아, 적어도 본 병원에서는 칸디다혈증

어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5, 6,

외 기타 칸디다 균종에 의한 감염 발생이 최근 증가하는

12, 19-21). Richet 등의 연구에서 칸디다 감염이 직접적

추세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Table 2). 한편 2002년 C.

으로 생긴 것인지 의료인이나 환자간의 접촉에 의해 생

albicans의 증가는 월별 발생을 보았을 때 돌발적인 발생

긴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위험 인자 중 중심 정맥관

(outbreak)은 아니었다.

삽입이 있고, 이로부터 중심정맥관이 칸디다혈증의 주된

단변량 분석에서는 칸디다혈증 발생과 관련된 위험 인

감염 경로라고 추정하였다(2). Macdonald는 1992년부터 2

자의 분석 결과, 항생제를 많이 투여한 경우, 중심 정맥관

년간 아동 병원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

삽입 기간과 총 정맥 영양 공급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로 하여 칸디다혈증의 위험 인자를 조사하였는데 중심

기관내 삽관, 동반된 균혈증이 있었던 경우, 다른 부위에

정맥관의 삽입 부위를 대퇴 정맥과 쇄골하 또는 경정맥

서 칸디다가 검출된 경우, 원내 감염이 동반된 경우, 동맥

으로 구분하였고 터널식과 비 터널식 정맥관으로 나누어

관 삽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중환자실 재원 기간이 8

위험도를 보았을 때 이들 간에는 위험도 차이가 없었다

일 이상 장기간인 경우, 수혈한 경우, 혈소판 감소증 등이

(6). 본 연구에서는 중심정맥관이 모두에서 비 터널식으

관련 있었다.

로 삽입되어 삽입방법에 따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었다.

짝지은 연구 결과 균혈증이 동반된 경우, 다른 부위에

동맥관 역시 삽입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칸디다 감

서의 칸디다 감염이 있는 경우, 항생제 병용, 중심 정맥관

염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장기간 카테터 유치가 감염

과 동맥관 삽입을 오래한 경우 등은 다변량 분석을 통해

통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Pappas 등은 동맥관 삽입

의미 있는 주된 변수로 나타났다. 혈액 이외 다른 부위에

이 칸디다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서 칸디다균 검출은 칸디다 혈증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

MacDonald 등도 동맥관 유치 자체를 잠재적인 위험 인

자로(Odds ratio=20.6) 요로, 피부 상처 등에서 칸디다가

자로 보았으나, 삽입 기간은 칸디다혈증과 유의한 관계가

배양된 경우 다른 부위의 칸디다균 정착이 혈류로 침투

없었다고 보고하였다(6, 22). 또한 세균 감염 경로로써의

하여 칸디다혈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혈액 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맥관은 주로 단기간(2-3일) 사용하

닌 다른 신체 부위의 감염은 Wenzel의 보고에서도 위험

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에서 8일 이상 삽입

인자임을 명시하고 있다(12).

해 둔 경우 칸디다혈증이 더 증가하는 것은 예상되었던

원내 캔디다 혈증 발생의 위험 인자 Vol.36, August 2004

223

결과로 생각된다(23).

비교한 연구(26)에서는 칸디다 감염이 사망률을 높이는

본 연구에서 vancomycin, carbapenem의 광범위 항생

독립적인 인자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지적했듯

제가 칸디다혈증 발생과 관련이 있었고(P=0.004, P<

이 중환자실에서 각 위험 인자들이 독립적으로라기 보다

0.001), 이는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 대변에서 칸디다 검출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칸디다혈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을 증가시켰다는 보고에서와 같이(12, 24), 장내 점막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험 인자들을 점수화하여 선별적

손상이 장내에 상재하던 칸디다균이 침투하는데 용이한

예방적 항진균제 투여를 시도하고 있다(29, 30).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칸디다의 주

동반 균혈증이 있던 환자, 항생제 병용자, 다른 부위의

된 감염 경로는 소화 기관으로, 광범위 항생제 사용 후

칸디다균 집락, 중심 정맥관이나 동맥관의 장기 유치 등

더 많은 칸디다혈증이 생긴 것을 보고한 예도 이를 뒷받

이 칸디다혈증과 관련된 위험 인자들로 밝혀져, 앞으로

침 해준다(25). 동반된 균혈증 수가 많을수록 칸디다혈증

중환자실에서 이와 같은 칸디다혈증의 위험 인자들을 가

이 증가하는 것도 균혈증을 항생제로 치료하는 과정 중

진 환자들을 조기에 색출하여 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에 일어나므로 같은 맥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칸디다혈

예방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고려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전

증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요로

향적 연구가 추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염 및 혈액 투석이 칸디다혈증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

요

가시킨다는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기간 지속되는 세

약

균에 의한 요로 감염은 칸디다뇨증을 동반할 확률이 높
아지고 이차적으로 칸디다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목 적 : 원내 감염 칸디다혈증은 최근 의학 기술의 발

추정된다. 실제로, 칸디다뇨증의 약 10%정도에서 칸디다

전과 함께 면역 기능이 감소된 경우 특히 발생 빈도가

혈증을 동반한다고 하였다(21). Wey 등은 혈액 투석이

증가할 뿐 아니라 높은 치사율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주된 위험 인자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혈액 투석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칸

환자 수가 부족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없었다.

디다혈증 발생의 위험 요인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파악

과거 칸디다혈증 발생의 위험 인자에 관한 연구들과 본

하는데에 있다.

연구를 비교해보면, 비록 과거연구들의 대부분이 중환자

재료 및 방법 :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년

실만이 아닌 원내 감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

간 이화여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환자를 대

나 항생제 사용여부, 이전 칸디다균 집락화, 중심 정맥관

상으로 후향적으로 입원 기록을 검토하여 환자-대조군

장기 유치 등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위험인자들이었다.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군은 진단 검사의학과 미생물실

원내 칸디다 감염의 유병율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망

자료에 의거, 칸디다혈증이 있었던 60명을 대상으로 하였

률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많은데, Blot 등은 중환자실에

고 대조군은 같은 시기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칸디

서 칸디다혈증이 발생한 환자군과 같은 시기에 중환자실

다 혈증은 없었던 120명으로 짝지어 각기 28개의 가능성

에 입원하였던 대조군을 1대 2의 비율로 짝지어 연구한

있는 위험 인자와 치사율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중환자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존율이 낮아지

결

과 : 칸디다혈증을

유발하는

균종은

Candida

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26). 환자군과 대조군의 나이,

albicans가 24예(40%)로 가장 흔하였다. 다변량 분석을

성별, 진단명, 입원 기간 등을 맞추어 비교한 환자-대조

통해서 균혈증이 동반된 경우(OR=17.3), 칸디다가 다른

군 연구에서 칸디다혈증 환자에서 치사율이 3배 높다는

부위에서도 검출된 경우(OR=20.6), 항생제 병용이 많을수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5), Leleu 등도 대조군에 비해

록(OR=4.2), 중심정맥관 삽입 기간이 길수록(OR=16.1),

치사율이 31% 더 높다고 하였다(27). 또한 동일한 기존

동맥관 삽입이 8일 이상인 경우(OR=6.9)가 중환자실 환

질병으로 짝지은 연구에서는 칸디다 혈증으로 인한 사망

자에서 칸디다혈증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었다. 보

률은 35%, 기존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30%인 결과를 보

통 사망률(Crude mortality)은 환자군에서 48.3%, 대조군

고한 바 있다(12). 본 연구에서도 환자군에서 사망률이

에서 26.7%로 칸디다혈증 환자에서 사망률이 유의하게

48.3%이었고 대조군은 26.7%으로 칸디다 혈증 환자의 치

높았다(P=0.004).

사율이 더 높게 나온 것도 이에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결 론 : 칸디다혈증의 발생은 균혈증이 동반된 경우, 다

기존 질병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비교한 진균 감염에

른 부위에서 칸디다가 검출된 경우에 증가하며, 항생제

따른 생존율 연구(28)와 중환자실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병용이 많을수록, 혈관 내에 중심정맥관이나 동맥관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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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유치되어 있을수록 증가하였다. 칸디다혈증의 사망
률 역시 높아, 칸디다혈증의 위험이 높은 중환자실 환자
를 조기에 색출하고 칸디다혈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12)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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