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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심정맥 도관은 혈역동학적 감시, 약물, 수액, 혈액의 투여,

총정맥 양 공급과 혈액투석, 혈장 교환과 같은 여러 용도로 사

용되고 있으며 삽입되는 도관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삽입에 따

르는 즉각적인 합병증으로는 공기 색전증, 심장 압전, 도관 색전

증, 도관 파열, 심장 부정맥, 기흉, 혈흉 등이 있으며, 지연성으

로 나타나는 합병증에는 중심정맥 도관과 관련된 감염과 혈전증

이 있을 수 있다
1, 2)
. 도관 감염은 중심정맥 도관 삽입과 관련된

접수 : 2005년 5월 11일, 승인 : 2005년 10월 7일

책임저자 :김동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Correspondence : Jung Hyun Kim, M.D.

Tel : 02)2228-2020 Fax : 02)393-9118

E-mail : dskim6634@yumc.yonsei.ac.kr

가장 흔한 합병증의 하나이며, 피부 상재균인 coagulase(혈장응

고효소) negative Staphylococcus가 가장 흔히 동정되고
3)
, 도관

의 재료, 감염 균주의 내인성 병적 인자
4)
, 도관의 삽입 유치 기

간
5, 6)
, 삽입위치

7, 8)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과 같

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중심정맥 도관 감염 발생이 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15세 이하 소아의 중심정맥 도관 관련 감염

의 임상적 검토를 통해 원인균을 밝히고 삽입위치, 유치기간 등

에 따른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하여 중심정맥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은 15세 이하 112명을 대상

으로 의무 기록의 후향적 검토를 시행하 다. 중심정맥 도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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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thogens of central venous catheter-re-

lated blood stream infections and search for the association among the insertion site, the duration

and the underlying conditions with the prevalence of central venous catheter-related blood stream in-

fections under 15 years old.

Methods : A ret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from Jan, 2003 to Dec, 2003 in Severance Hospital

on 112 patients who undertook central venous catheter insertions.

Results :We examined 112 patients who undertook central venous catheter insertion.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4.77±4.12 years old.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was the most common organ-

ism of central venous catheter-related blood stream infections accounting for 33.9 percent, followed

by Eenterococcus faecium(9.3 percent), and Staphylococcus aureus(7.5 percent), The most common

insertion site was the right femoral vein, followed by the right jugular vein and the left femoral

vein. The mean insertion period was 14.17±12.00 days.

Conclusion : Central venous catheter-related blood stream infections were not only related to the

underlying conditions, but also to the insertion site. We need to study the clinical importance of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as it is part of the normal flora of the skin. In future, more studies

are needed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nd improve treatment methods. (Korean J Pediatr 2006;49:

15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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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외 4인 : 중심정맥 도관 관련 감염의 역학 고찰

통한 혈액배양은 중심정맥 도관으로부터 5 cc의 혈액을 채취하

여 triptic soy broth와 thioglycollate broth에 2.5 cc씩 나누어

blood agar plate와 MacConkey agar를 통해 정량적 배양을 시

행하 다. 또한 중심정맥 도관에서의 혈액채취 전후에 povi-

done-iodine으로 소독하 다. 배양 방법은 말초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중심정맥 도관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배양을 시행

하는 unpaired quantitative blood culture
9)
를 사용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12.0을 이용하 으며, 도관 삽입부위에 따른

감염여부 및 사망과의 관련성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 다.

도관삽입기간의 경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여

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통계(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하 다.

결 과

1. 일반적인 특성

대상 환자 112명의 평균나이(±SD)는 4.77±4.12세 고, 남자

는 58명, 여자는 54명이었으며, 도관을 통한 혈액배양을 6회 시

행한 환자는 1명이었으며, 4회 배양 2명, 3회 배양 3명, 2회 배

양 10명, 1회 배양 시행한 환자는 모두 96명이었다.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했던 112명의 기저 질환을 살펴보면 심

실 중격 결손, 심내막상 결손, 대동맥 축착, 심실 중격 결손이

있는 폐동맥 폐쇄와 같은 심장 질환이 43명이었고, 간질 중첩증,

복합 열성경련, 세균성 뇌수막염 같은 신경 질환 환자가 26명이

었다. 그리고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천식 중첩증, 폐렴 등의 호

흡기 질환 환자가 13명이었으며, 다음으로 고형 종양 환자, 뇌척

추 질환 환자, 혈액종양 환자 순으로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하

다.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했던 112명 환자에서 139례의 배양검

사를 시행했고 45례에서 중심정맥 도관 감염이 발생했다. 기저

질환별로 살펴보면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가 12례, 신경질환 환

자가 10례, 호흡기질환 환자가 6례에서 중심정맥 도관 감염이

발생하 다(Table 1).

2. 배양검사 결과

1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139례의 배양검사가 시행되었으

며, 45례(32.4%)에서 중심정맥 도관 감염이 발생했고(Table 2),

53가지 균주가 동정되었으며 6례에서 2가지, 1례에서 3가지 균

주가 동정되었다. 발생균주는 그람 양성인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가 18례(33.9%)로 가장 많았고 Enterococcus

faecium 5례(9.3%), Staphylococcus aureus 4례(7.5%), Ente-

rococcus faecalis 2례 (3.8%), α-streptococcus 1례(1.9%) 순

으로 발생했고, 그람 음성은 Acinetobacter anitratus 3례(5.7

%), Pseudomonas aeruginosa 3례(5.7%), Klebsiella pneu-

monia 2례(3.8%), Acinetobacter species, Citrobacter freundii

각 1례(1.9%) 으며, 이외 Yeast 4례(7.5%), Candida albicans

3례(5.7%), Candida species, Diphtheroid 각 1례(1.9%)의 빈

도를 보 다.

3. 삽입 부위별 비교

112명의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했던 환자의 삽입부위(Table

3)는 우측 대퇴 정맥이 72례로 가장 많았고, 우측 경정맥, 좌측

Table 1. Underlying Conditions in 112 Patients with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Underlying condition n
Infection
n(%)

Non-infection
n(%)

Congenital heart disease

Neurology

Lung disease

Solid malignancy

Hematologic malignancy

Cerebro-spinal disease

Infectious disease

Nephrology

Gastroenterology

Trauma

Neonatology

Endocrinology

Metabolic disorder

Rheumatology

Total

43

26

13

12

10

10

8

5

4

3

2

1

1

1

139

12( 27.9)

10( 38.5)

6( 46.2)

4( 33.3)

3( 30.0)

2( 20.0)

2( 25.0)

2( 40.0)

2( 50.0)

0( 0.0)

0( 0.0)

0( 0.0)

1(100.0)

1(100.0)

45

31( 72.1)

16( 61.5)

7( 53.8)

8( 66.7)

7( 70.0)

8( 80.0)

6( 75.0)

3( 60.0)

2( 50.0)

3(100.0)

2(100.0)

1(100.0)

0( 0.0)

0( 0.0)

94

Table 2. Distribution of Microorganisms from Central Venous
Catheter

Organism n(%)

Gram-positive

Staphylococcus, coagulase negative

Enterococcus faecium

Staphylococcus aureus

Enterococcus faecalis

Streptococcus gorup A

Total gram-positive

Gram-negative

Pseudomonas aeruginosa

Acinetobacter anitratus

Klepsiella pneumonia

Acinetobacter baumanii

Escherichia coli

Enterobacter cloacae

Citrobacter freundii

Undefined gram negative

Total gram negative

Fungi

Yeast

Candida albicans

Candida, other species

Others

Total fungi

Total

18(33.9)

5( 9.3)

4( 7.5)

2( 3.8)

1( 1.9)

30(56.4)

3( 5.7)

3( 5.7)

2( 3.8)

1( 1.9)

1( 1.9)

1( 1.9)

1( 1.9)

2( 3.8)

14(26.6)

4( 7.5)

3( 5.7)

1( 1.9)

1( 1.9)

9(17.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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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 정맥, 우측 쇄골하 정맥 순으로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하

다. 중심정맥 도관 감염이 발생했던 45례 중 우측 대퇴 정맥에

서 19례(42.2%), 좌측 대퇴 정맥 10례(22.2%), 우측 경정맥 7례

(15.6%), 우측 쇄골하 정맥 6례(13.4%), 좌측 쇄골하 정맥 2례

(4.4%), 우측 자쪽 피부 정맥 1례(2.2%) 순으로 발생하 다. 그

러나, 실제 삽입 부위에서의 중심정맥 도관 감염 발생률을 보면

좌측 대퇴 정맥(50.0%), 우측 쇄골하 정맥(40.0%), 우측 경정맥

(33.3%), 우측 대퇴 정맥(2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삽입 부위

에 따른 감염 발생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4. 사망과 감염과의 관계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했던 112명의 환자 중 9명(8.0%)이 사

망하 고, 9명의 사망 환자 중 4명(44.4%)에서 중심정맥 도관

감염이 발생하 다. 사망한 환자 중 3명은 패혈증, 1명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 다. 한 환자에서 여러 차례 배양검

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번이라도 균이 동정되면 중심정맥 도관

감염이 있는 환자로 정하 으며, 사망 환자의 경우는 최종 시점

에서 사망하 을 때, 사망 환자로 정하 다. 중심정맥 도관 감염

과 사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었다.

5. 삽입 유치기간과 감염 발생과의 관계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한 환자들의 평균 유치기간(±SD)은

14.17±12.00일이었으며,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군은 13.19±9.10

일, 감염이 발생한 군은 15.98±15.98일로 감염이 발생한 군의

중심정맥 도관 유치기간이 길었으며, 유치기간과 감염 발생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0.06).

고 찰

중심정맥 도관은 정맥로 확보가 어려운 만성 질환자와 말초

조혈 모세포 이식, 혈액투석, 혈장 교환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삽입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

압전, 도관 파열, 기흉, 혈흉과 같은 급성 합병증과 삽입 유치기

간에 따른 도관과 관련된 감염 등이 있을 수 있다. 도관 관련

혈류 감염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로, 압통, 발적,

농과 같은 국소 임상증상은 30%에서만 나타나고, 가장 확실한

증상은 발열이지만 저체온, 빈호흡, 저혈압, 혼미 등도 함께 나

타날 수 있어, 도관 관련 혈류 감염의 진단은 어려울 수 있다.

도관 감염과 관련된 혈류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관 출구

부위에 압통, 발적, 농과 같은 국소 임상증상이 있거나, 감염의

원인이 되는 복강내 농양, 폐렴 등의 다른 요인들이 없어야 하

고, 중심정맥 도관과 말초 혈액에서 동시에 혈액을 채취하여 배

양을 실시해 중심정맥 도관에서 배양된 집락수가 말초 정맥보다

적어도 5배 이상 많아야 한다
10)
. Maki 등

11)
은 도관이 제거된 경

우에 반정량 배양법으로 도관 첨단배양에서 15개 이상의 세균

집락수를 보이거나, 초음파처리에 의한 배양으로 10
3
/mL 이상의

세균 집락수를 보일 때 도관 관련 감염을 진단한다
12)
. 본 연구에

서는 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일반적 정의에 따른 검사방법을

시행하지 못했으나, 장기간의 도관 유치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unpaired quantitative blood culture
9)
를 사용

하여 혈액배양을 시행하 다. 도관 감염 발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첫째로 삽입 시에 도관과 피부 인접면에

서 또는 그 후, 도관 외부 표면을 따라 세균이 이동하여 집락화

가 이루어지며, 둘째로 잦은 조작으로 인한 도관의 hub를 통한

세균의 유입
13, 14)
, 셋째로 최근에는 드물지만 수액제제와 같은

도관에 직접 주입되는 물질의 오염에 의한 감염
11, 14)
과, 넷째로

도관 삽입 전 삽입 부위에 사용하는 항균제의 오염 등이 있다.

도관 관련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주는 coagulase neg-

ative Staphylococcus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균혈증으로 진행하

지 않는다. Enterococci, Staphylococcus aureus, 그람 음성 간

균 순으로 호발하는데
4)
, 본 연구에서도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가 가장 많이 동정되었고 다음으로 Enterococ-

cus faecium, Staphylococcus aureus, Yeast, Pseudomonas

aeruginosa 순으로 발생하 다. 혈액배양에서 Staphylococcus

aureus가 분리되는 경우는 도관 관련 균혈증을 강력히 시사하며

심내막염, 골수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15)
.

다른 도관 감염에 비해 굴(tunnel)이 있는 도관 감염에서는

Corynebacterium, Enterococci, 그람 음성 간균, fungus가 잘

발생하며, 환자들의 면역 저하 상태를 반 한다
16)
. 총정맥 양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Candida speicies와 포도구균이 흔한 원

인균이며
17, 18)
, 신생아에서 정맥 지방 공급을 받는 환자는 Mal-

assezia furfur가 발생할 수 있고, yeast 감염의 50% 이상에서

는 다른 부위의 감염으로부터 혈행성으로 전파되어 발생한다
19)
.

도관 삽입 유치기간과 도관 감염 발생의 관계를 살펴보면,

Dittmer 등
5)
은 도관 유치기간이 길수록 감염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 으나, Jaume 등
6)
과 Kim 등

20)
의 연구에서는 도관 유치기간

Table 3. Catheter Sites in 112 Patients with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Catheter sites n
Infection
n(%)

Non-infection
n(%)

P-
value

Rt. Femoral vein

Rt. Jugular vein

Lt. Femoral vein

Rt. Subclavian vein

Others

PCVC

Lt. Jugular vein

Lt. Subclavian vein

Umbilical vein

72

21

20

15

11

4

3

2

2

19( 26.4)

7( 33.3)

10( 50.0)

6( 40.0)

3( 27.3)

1( 25.0)

0( 0.0)

2(100.0)

0( 0.0)

53( 73.6)

14( 66.7)

10( 50.0)

9( 60.0)

8( 72.7)

3( 75.0)

3(100.0)

0( 0.0)

2(100.0)

0.22

PCVC : 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
In Chi-square test, others are excluded because the number
of cases wa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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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염 발생이 관련이 없다고 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치기

간과 도관 감염 발생과는 통계적으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중심정맥 도관은 내경 정맥, 외경 정맥, 쇄골하 정맥, 대퇴 정

맥 등에 삽입될 수 있으며, 내경 정맥이나 대퇴 정맥보다 쇄골

하 정맥에 삽입했을 때 감염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보고가 있으

나
7, 8)
, 모든 연구 보고가 나머지 두 부위에서의 높은 감염 발생

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21, 22)
, 본 연구에서는 우측 대퇴 정맥, 우측

경정맥, 좌측 대퇴 정맥, 우측 쇄골하 정맥 순으로 중심정맥 도

관을 삽입하 으며, 삽입위치에 따른 감염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

다. Guide wire 또는 새로운 삽입 부위를 통한 규칙적인 교환을

하 으나 감염 발생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23, 24)
.

다관강(multilumen)을 가진 도관에서 더 높은 감염 발생을

보 는데, 이는 관강(lumen) 수가 증가할수록 잦은 조작과 오염

에 의한 감염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5)
.

도관 교환 주기에 따른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

서, 일주일마다 일정하게 도관을 교체했던 군과 필요할 때마다

도관을 교체했던 군을 비교했을 때 도관 관련 감염 발생과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6, 27)
.

도관 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관 제거가 필요 없는 경우는 뚜

렷한 감염원이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 도관이 균혈증의 원인임

을 나타내는 임상적 또는 미생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 도관과

관련된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에 의한 감염일 때

이다. 그러나 저혈압이나 기관 저관류가 있는 경우, 항생제 투여

에도 고열이 계속되고 혈액배양에서 균주가 계속 배양되는 경우,

대정맥의 패혈성 색전증과 관련된 도관 감염이 있는 경우, 폐에

패혈성 색전증이 있는 경우 및 장기간 계속되는 굴(tunnel) 감

염이나 port pocket 감염 때에는 즉시 도관을 제거해야 한다
12)
.

도관 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삽입할 때 최대한

무균적 조작을 시행하고, 둘째 도관 관리를 위한 특별팀 운용,

셋째 도관 조작의 제한, 넷째 삽입 부위의 povidone-iodine 연

고 사용, 다섯째 silver impregnated collagen cuff와 antiseptic

impregnated 도관의 사용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8)
.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도관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위에 감염이 없다는 것과 말초 혈액보다 중심

정맥 도관에서 시행한 배양검사에서 집락수가 5배 이상 나왔음

을 보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향적인 자료 조사로 중심정

맥 도관에서만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 말초 혈액에서는 배양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서 일반적 정의에 따른 진단을 하지 못

하 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가 가장 흔하게 동정됐으며, 도관 감염과 삽입위치, 삽입 유치기

간과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도관 관련 감염의 진단

전후의 항생제 사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치료 결과를 조사해

도관 감염 예방과 도관 감염 발생 후의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도관 제거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피부 상

재균으로 가장 흔히 동정되는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

cus의 임상적 의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요 약

목 적: 15세 이하 소아의 중심정맥 도관 관련 감염의 임상적

검토를 통해 원인균을 밝히고 삽입위치, 유치기간, 기저 질환 등

에 따른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 다.

방 법: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세의료원에 입

원하여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술을 시행 받은 15세 이하 112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의 후향적 검토를 시행하 다.

결 과:총 139례의 배양검사가 시행되었으며, 45례(34.2%)에

서 중심정맥 도관 감염이 발생했고(Table 1), 53가지 균주가 동

정되었다. 발생 균주는 그람 양성인 coagulase negative Staph-

ylococcus가 18례(33.9%)로 가장 많았고 Enterococcus fae-

cium 5례(9.3%), Staphylococcus aureus 4례(7.5%), En-

terococcus faecalis 2례(3.8%) 순으로 발생했고, 그람 음성은

Acinetobacter anitratus 3례(5.7%), Pseudomonas aeruginosa

3례(5.7%), Klebsiella pneumonia 2례(3.8%) 순이었으며, 이외

Yeast 4례(7.5%), Candida albicans 3례(5.7%), Acinetobacter

species, α-streptococcus, Candida species, Citrobacter

freundii, Diphtheroid 각 1례(1.9%)의 빈도를 보 다. 삽입 부

위는 우측 대퇴 정맥이 72례로 가장 많았고, 우측 경정맥 21례,

좌측 대퇴 정맥 20례 다. 중심정맥 도관 삽입 유치기간은 평균

14.17±12.00일이었으며,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군은 13.19±9.10

일, 감염이 발생한 군은 15.98±15.98일로 두 그룹 사이에 관련

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0.06). 중심정맥 도관 삽입 환자

중 9명이 사망하 는데 4명에서 중심정맥 도관 감염이 있었으나,

중심정맥 도관 감염과 사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었

다(P>0.05).

결 론:중심정맥 도관 관련 감염에서 삽입위치, 유치기간에

따른 감염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흔하게 분리된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는 피부 상

재균으로 임상적인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중심정맥 도관 관련 감염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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