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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Symmetrical Peripheral Gangrene Complicating Escherichia coli S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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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encountered a rare case of symmetrical peripheral gangrene complicating Escherichia coli
sepsis in a 47-years-old male. He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antibiotics, anticoagulants, and
vasodilator.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n symmetrical peripheral gangrene
complicating E. coli seps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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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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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적 말초성 괴사는 항인지질 증후군의 극단적 형태
로 다발성 장기부전에 합병되는 경우와(1-3), 드물지만

환 자 : 남자, 47세

패혈증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40% 이

주 소 : 의식저하를 동반한 호흡곤란

상의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4). 또한 피부의 비특이적인

현병력 : 환자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면서 알코올의존성

출혈성 경색과 괴사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범발성 혈관내

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로 최근 2주간 정

응고증과 잘 동반되어지며, 특히 소아에서 호발하는 전격

상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알코올만 섭취하며 지내다가,

성 자반증에도 합병된다(5-7). 그 밖에도 악성질환의 부

내원 2일전 가족에 의해 알코올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

종양성 증후군, 맥각중독증 또는 단백 C 결핍증에서도 합

가료중 내원 당일 발열과 호흡곤란이 동반되면서 양측하

병될 수 있다(4). 일반적으로 대칭적 말초성 괴사는 85%

지의 괴사성 변화(Figure 1A)와 의식 저하가 동반되어

이상에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과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져 있다(4, 8).
저자들은 성인 남자에서 발생한 Escherichia coli 패혈
증에 합병된 대칭적 말초성 괴사를 동반한 1예를 경험하

과거력 :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의 과거력은 없었다.
가족력 : 특별한 가족력은 없었다
사회력 : 흡연력-하루에 2갑씩 30년, 음주력-매일 소주
2-3병씩 15년의 음주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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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소견 : 내원시 혈압은 100/60 mmHg, 호흡 28회/
min, 맥박수 133회/min, 체온 37.9℃였으며, 의식은 기면
상태이었고 급성병색을 보였다. 두경부 진찰에서 이상소
견은 없었으며, 흉부 청진에서 심잡음은 없었으나, 양쪽

-

폐 하엽으로 수포음이 들리고, 우측 폐하엽의 청진음이

mmHg, HCO3 21.6 mmol/L, 산소 포화도 92.9% 이었다.

감소되어 있었다. 복부 진찰에서는 압통은 없었으나, 간

ESR 58 mm/hr , CRP 191.56 mg/L이었다. 초기 흉부방

이 2-3 cm 촉지되었다. 왼쪽 2-4번째와 오른쪽 1-2번째

사선 사진에서 우측 폐하엽에 침윤 소견을 보였으며

발가락에 괴사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었으나, 양측 발등

(Figuer 2A), 복부사진은 정상 이었다. Antithrombin III

동맥 맥박은 약하게 촉지되고 있었다. 신경학적 검사의

는 35% 이었으며, D-dimer 2,566 ng/mL, fibrinogen

이상 소견은 없었다.

1143 mg/dL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3

검사소견 :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400/mm (중성구 5

항핵항체, anti-phospholipid 항체, anti-cardiolipin 항

%, 림프구 76%, 단핵구 14%), 혈색소 12.4 g/dL, 혈소판

체, β2-glycoprotein I 항체 모두 음성이었다

3

23,000/mm 이었으며, 혈액응고 검사에서 PT (INR) 97.1

임상경과 : 저산소증과 호흡곤란으로 기관지 삽관 후

% (1.02), aPTT 39.5 sec였다. 생화학검사에서는 공복혈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시작하였고, 흡인성 폐렴 등을

당 99 mg/dL, BUN 41.5 mg/dL, Cr 1.0 mg/dL, 알부민

고려하여 ceftriaxone 1 g을 12시간 간격으로 clindamy-

2.3 g/dL, 총단백 4.8 g/dL, Na 120 mEq/L, K 2.8

cine 300 mg을 8시간 간격으로 사용하였다. 혈액 배양검

mEq/L, Cl 83 mEq/L, 총빌리루빈 2.6 mg/dL (직접형

사에서는

2.0 mg/dL), AST 643 U/L, ALT 254 U/L, CPK 1142

methoxazole에 내성인 Escherichia coli가 배양되었다. 중

U/L, LDH 875 U/L이었다. 내원 당시 검사한 동맥혈 가

증 패혈증과 범발성 혈관내 응고이상의 소견으로 신선동

스 검사소견은 pH 7.518, PaCO2 27.2 mmHg, PaO2 57.4

결혈장과 동결침전제제, 혈소판 등을 보충하였다. 환자의

A

ampicilline,

piperacillin,

trimethoprim/sulfa-

B

Figure 1. (A) Symmetrical peripheral gangrene of toes on admission. (B) After anticoagulant
and vasodilator treatment the toes are back to nearly normal, although the necrotic distal
portion was disarticulated.

A

B

Figure 2. (A) Chest film showed homogeneous opacity on right lung field and obliterated right
diaphragm on admission, and (B) a follow-up film on discharge showed resolution of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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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사성 병변에 대하여는 상기 치료와 더불어 혈관확장제

의한 발병도 보고된 바 있다(3, 4, 10). 일반적으로 세균이

인 프로스타글란딘제제(Eglandine; 10 µg/day)와 저분자

원인인 괴사 병변은 세균의 효소와 독소 생성에 의해 혈

량 헤파린(1 mg/kg 하루 2회)을 투여하였다. 내원 7병일

관염의 형태로 형성되어지는 패혈증의 합병증으로, 그람

째 동맥혈가스검사소견의 호전과 흉부 방사선 호전소견

음성균의 패혈증에서는 내독소(지질다당질)와 단백분해효

으로 기계호흡을 종결하였다. 환자는 일반병실에서 치료

소가 직접적인 조직파괴와 궤양병변을 일으키고, 엘라스

중 약 100 cc의 객혈로 중환자실로 다시 이실하였으나,

타아제는 주위조직으로 세균의 분비와 출혈을 초래하여

활력 징후 등이 안정되고 흉부 방사선상 소견이 호전되

괴사 병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어 일반 병실로 복귀하였다. 내원 57병일째 왼쪽 족부

소아에 주로 발생하는 전격성 자반증에서도 대칭적 말

2-4번째 근위족지부 관절 이단술과, 우측 족부 2번째 원

초성 괴사가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데, 원인균으로는

위족지부 관절 이단술, 우측 족부 1번째 원위족지부 절개

수막알균이 흔하며, 그 외 폐렴알균, 헤모필루스, 클레브

와 배농을 시행하였다(Figure 1B). 수술 후 특별한 합병

시엘라, 엔테로박터 등도 보고되었다(12, 13).

증 소견 없고, 재활 치료 없이도 환자 스스로 보행이 가

본 증례에서는 항핵항체, anti-cardiolipin 항체 등의 자
가면역 항체 등의 검사결과가 음성이었기 때문에 자가면

능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역 반응으로서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고

찰

또한 비특이적인 피부의 출혈성 경색과 괴사 등의 진찰
소견의 부존, 악성 질환의 증거의 부존 등과, 과거력과 가

본 증례는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 발생한 E. coli
패혈증의 진행과정 중 양 하지의 대칭적 말초성 괴사 소
견을 동반한 드문 증례이다.

족력을 고려시 다른 원인에 의한 대칭적 말초성 괴사를
배제할 수 있었다.
대칭적 말초성 괴사의 치료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효과

E. coli는 장내의 정상균의 일부분이며, 요로감염, 설사,

적인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조기 인식이 중

패혈증 또는 뇌수막염과 같은 질환의 원인균으로 발견되

요하며, 가능하다면 혈관수축제는 저 관류 상태를 악화시

나 본 증례처럼 폐렴의 원인균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9).

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응증이 아니면 사용을 피

그러나,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에서는 X-선 소견상 폐렴

하고, 패혈증과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에 대한 적극적인

이 존재하고 혈액에서 E. coli가 동정되었기에 환자에서

치료로서 항생제 사용과 헤파린 사용 등이 필수적인 치

의 패혈증의 원인균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

료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다(4, 8). 다른 한편으로 교감신

각된다. 또한 환자의 과거력상 알코올의존성 환자이고,

경 차단과 정맥내 또는 국소적인 니트로프루시드, 알파

수주간의 알코올 중독 상태이었기 때문에 폐렴에 동반된

차단제 등과 정맥내 프로스타글란딘의 사용 등이 도움이

E. coli 패혈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14). 극단적인 항인지질 증후

대칭적 말초성 괴사는 혈류의 흐름상태의 저하로 인해

군에서는 상기 치료 외에도 스테로이드, 정맥내 면역글로

미세순환의 폐쇄가 유발되어 발생하는 허혈성 변화에서

부린,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이 효과적인

기인되며, 보통은 원위부에서 시작하여 근위부로 진행하

약물 치료로 알려져 있다(3).

고, 첫 징후로 사지의 냉감, 창백, 청색 또는 동통 등이

말초성 괴저 병변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동반된다(4). 극단적 항인지질 증후군에서도 작은 혈관

치료에 잘 반응치 않고, 감염의 원인 제공의 차단을 위해

등의 폐쇄로 대칭적 말초성 괴사가 잘 동반되는 것으로

조기에 절단을 주장하고 있으나(15), 이에 대한 반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증후군은 1992년에 Asherson에 의해

말초 맥박이 유지 된다면 병변의 호전을 위해 항생제, 혈

항인지질 증후군의 극단적이고도 비특이적인 형태로서

관 확장제, 항응고제제 등의 적극적인 초기 약물치료를

처음 소개 되었다(1, 3). 일반적으로 대칭적 말초성 괴사

통한 비수술적 방법도 주장되고 있다(2, 4).

를 동반하는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40-60%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4).

본 증례에서는 초기에 괴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발등 동맥의 맥박이 약하게 촉지되어, 통상적으로

대칭적 말초성 괴사의 흔한 원인균으로는 폐렴알균, 포

행하던 하지 절단을 시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판

도알균, 사슬알균 등의 그람 양성균과 E. coli와 그 외의

단하에 이를 당분간 배제하고, 비침습적인 치료부터 하기

그람 음성균 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질균, 살모넬라균

로 결단을 내렸다. 비침습성 치료로서 적극적인 항생제와

과, 드물게 장티푸스균, 뎅기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에

혈관확장제, 항응고제제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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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은 이 비침습성 치료들이 별 효과를 안 보일 때 시
행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환자의 괴사성 병변은 호전을
보였으며, 나중에 절단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수술 범위를
적어도 두 마디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이 증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패혈증의 극단적 양
상으로서 사지의 대칭적 말초성 괴사 합병증에 대처할
경우, 무조건 수술적 치료로서 절단부터 고려하지 말고,
병변의 상태, 즉 맥박의 촉지 여부 등의 상태들을 고려하
여 조기의 수술 또는 비수술적인 약물치료 등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성인 남자에서 발생한 중증 패혈증에 합병된
대칭적 말초성 괴사로, 초기부터 조기절단을 피하고 약물
치료 등에 의해 괴사 병변의 호전을 보았던 1예를 경험
하였으며, 이는 E. coli 패혈증에 동반된 국내 첫 번째 증
례로서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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