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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antibiotic 
use and the antimicrobial resistance of gram-negative bacteria isolated from blood cultures in 
a pediatric population.
Methods: From January 2014 to June 2018, the antibiotic resistance pattern of Acinetobacter 
baumannii,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and Pseudomonas aeruginosa obtained from 
bacteremic patients aged ≤18 years hospitalized at Asan Medical Center Children's Hospital 
was analyzed and the parenteral antibiotic consumption data were retrieved.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the blood culture was positive for K. pneumoniae (6.4%; 
105/1,628), E. coli (5.6%; 91/1,628), P. aeruginosa (3.3%; 54/1,628), and A. baumannii (2.5%; 
41/1,628), and the extended-spectrum antibiotic resistance rate of gram-negative bacteria 
was consistently high. The overall resistance rate of E. coli and K. pneumoniae to extended-
spectrum cephalosporin was 49.3% and 54.4%, respectively. Carbapenem-resistant E. coli 
was first detected in 2014; its overall resistance rate to carbapenem was 5.3%. There was a 
linear correlation between the usage of 3rd generation cephalosporin and the resistance of 
A. baumannii (r2=0.96, P=0.004) and carbapenem usage and the resistance of K. pneumoniae 
(r2=0.79, P=0.045).
Conclusions: A positive linear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antibiotic resistance and the 
corresponding antibiotic usage in 3rd generation cephalosporin resistant A. baumannii and 
carbapenem resistant K. pneumoniae. The judicious use of antibiotics in healthcare settings is 
important to minimize selection for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ESBL) and carbapenem 
resistance in gram-negative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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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그람음성 균주의 β-lactam 계열 항생제에 대한 주된 내성 기전은 β-lactamase 생성에 

의하며, 최근에는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ESBL)을 생성하는 그람음성 장내 세균은 

의료기관관련 감염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에서도 흔한 원인이 되고 있다.1,2) 2002–2011년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복강내 감염과 요로감염의 원인이 된 그람음성 

균주 중 ESBL 생성 균주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3)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혈액배양에서 분리된 

Escherichia coli와 Klebsiella pneumoniae의 ESBL 생성률도 40–50%로 유지되었다.4) 한편 최근에는 

carbapenem 내성 균주 및 carbapenemase를 생성하는 균주의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5-7)

균혈증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한 감염 질환으로, 그람음성균에 의한 균혈증의 경우 

미숙아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며,8-10) 그람양성 균혈증 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11) 국내 3차 의료기관에서 2006–2010년 기간 동안 혈액 종양 질환
을 가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발생한 그람음성 균혈증의 사망률은 약 12%였으며,12) 

외국의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도 그람음성 균혈증의 사망률은 약 9–16%이었다.13) 

특히 ESBL 생성 또는 carbapenem 내성 등의 다제내성 그람음성균에 의한 혈류감염증의 경우 

감수성 균주에 의한 균혈증에 비해 더 높은 사망률 및 장기 재원과 관련이 보고되었다.14-16) 이
에 각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의 그람음성균의 항생제 내성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 및 치료 성적 향상에 중요하다.

항생제 사용량의 증가가 내성 균주 증가에 기여함은 잘 알려져 있으며,17) 2004–2013년의 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cefepime의 사용량의 증가와 E. coli의 

cefepime에 대한 내성률 증가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4) 항생제 사용량 증감에 따른 내성률
의 변화 양상은 항생제의 종류 및 균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함
으로써 이에 대한 내성률을 줄일 수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18,19)

본 연구에서는 2014–2018년의 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혈액 배
양에서 분리된 그람음성균의 항생제 내성률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균주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년 6개월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18세 이하
의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시행된 혈액배양 검사에서 분리된 균주 중 Acinetobacter baumannii,  
E. coli, K. pneumoniae, Pseudomonas aeruginosa의 총 4가지 그람음성 균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동일 환자에서 4주 이내에 중복해서 같은 균주가 혈액 배양에서 동정된 경우는 첫 분
리 균주만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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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주의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혈액 배양은 무균적으로 채취된 혈액을 BD BACTEC™ Peds Plus™/F와 BD BACTEC™ Lytic/10 

Anaerobic/F 배양병에 주입하여 전자동 혈액배양시스템(BACTEC 9240; BD, Sparks, MD, USA)

을 통해 혈액배양을 실시하였다. MicroScan WalkAway system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West Sacramento, CA, USA)을 이용하여 균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의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 3세대 cephalosporin, 4세대 cephalosporin 및 

carbapenem 항생제 감수성 결과는 2014년도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지침에 따라 중등도 내성 또는 고도 내성 균주는 모두 내성 균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20)

3. 항생제 사용량 분석
동일 연구 기간 중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18세 이하의 환자에게 사용된 정주용 

β-lactam 계열 항생제의 종류 및 처방 일수를 원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β-lactam 

계열 항생제 중 다빈도로 처방된 약제인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 (ampicillin/sulbactam, 

piperacillin/tazobactam), 3세대 cephalosporin (cefotaxime, ceftazidime), 4세대 cephalosporin 

(cefepime) 및 carbapenem (meropenem, imipenem)의 사용량을 연간 입원한 환자 1,000명당 

처방된 항생제의 사용일수(antibiotic days, AD)로 나타냈다.

항생제 사용일수(AD)=기간별 항생제 처방 일수 총합/1,000명*일/년

4. 통계 분석
선형 대 선형 결합 분석으로 연구 기간 동안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증감의 경향성을 분석
하였고,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항생제 내성률과 항생제 사용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P<0.05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oftware (SPSS 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결과

1. 혈액배양에서 분리된 균주의 분포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연구 기간 중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의 18세 이하의 소
아청소년 환자에게 24,734건의 혈액배양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혈액배양 양성률은 6.6% 

(1,628/24,734)이었다. 혈액배양 양성 균주 중 그람양성균이 63.1% (1,027주)를 차지하였으
며, 그람음성균 및 진균이 각각 29.9% (486주) 및 9.0% (147주)로 분리되었다. 혈액배양 양성 

1,628례 중 32례 (2.0%)는 중복 감염으로서 이 중 30례는 그람양성균 및 그람음성균이 함께 분
리되었으며, 2례는 그람양성균과 진균이 동시에 배양되었다. 본 분석에 대상이 되었던 4가지 

균주는 K. pneumoniae (6.4%; 105/1,628), E. coli (5.6%; 91/1,628), P. aeruginosa (3.3%; 54/1,628) 및 A. 
baumannii (2.5%; 41/1,628)의 순으로 분리되어 각각 1,000건의 혈액배양 검사 당 4.2건, 3.7건, 

2.2건, 1.7건이었으며, 혈액배양에서 분리된 그람음성균의 59.9% (291/486)를 차지하였다.

2. 균주별 내성률
2014-2018년 연구 기간 중 A. baumannii, E. coli, K. pneumoniae 및 P. aeruginosa 균주의 β-lactam/ 

β-lactamase inhibitor, 3세대 및 4세대 cephalosporin 및 carbapenem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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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에 분리된 A. baumannii의 ampicillin/sulbactam, cefotaxime, ceftazidime, cefepime

및 carbapenem에 대한 내성률이 약 50%이었으나, 2017–2018년에 분리된 총 8개의 A. bauman-
nii의 경우 1 균주만 cefepime에 단독 내성을 보였고 이외에는 모두 감수성을 보였다 (Fig. 1).

E. coli의 cefotaxime에 대한 내성률은 2014년 42.9%, 2018년 66.7%이었으며(P for trend=0.17), 

cefepime 내성률은 2014년 42.9%, 2018년 66.7%이었다(P for trend=0.15). 서울아산병원 어린
이병원에서는 carbapenem에 내성인 E. coli는 2014년에 처음 분리되었고 2015년 및 2018년에 

각 1례씩 발생하였으며, piperacillin/tazobactam에 대한 내성 E. coli는 2015년에 출현하여 2018

년에는 33.3% (3/9)의 E. coli가 piperacillin/tazobactam에 대해 내성이었다.

K. pneumoniae의 cefotaxime과 ceftazidime에 대한 전반적인 내성률은 2015년에 14.3%를 제외
하고는 2014–2017년에는 50–70%이었으나, 2018년에는 25%이었다. Cefepime에 대한 내성
률 역시 2015년 14.3%를 제외하고는 5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2018년에는 25%이었다. K. 
pneumoniae의 piperacillin/tazobactam에 대한 내성률은 17.5% (10/57)로서, 2014년 46%였으나 

2015–2018년 기간에는 20% 이하이었다. K. pneumoniae의 carbapenem에 대한 내성률은 2014

년 38.5%이었으나, 2015년 이후로는 10% 이하로 유지되었고 2018년에는 carbapenem 내성 K. 
pneumoniae 균주는 분리되지 않았다.

2014년에 분리된 총 8주의 P. aeruginosa는 piperacillin/tazobactam, ceftazidime, cefepime에 대해 

모두 감수성이었으나, 2주(25%)는 carbapenem에만 내성을 보였다. 2018년에는 piperacillin/

tazobactam, ceftazidime, cefepime과 carbapenem에 대한 내성률이 각각 40%이었다.

3. 항생제 사용량의 변화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된 

ampicillin/sulbactam, piperacillin/tazobactam, cefotaxime, ceftazidime, cefepime, meropenem 

및 imipenem 사용량의 연도별 변화에 대한 선형 대 선형 결합 분석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는 관찰되지는 않았다 (Table 2). β-lactam/ 

β-lactamase inhibitor (ampicillin/sulbactam, piperacillin/tazobactam)의 사용량은 연구에 

포함된 항생제 전체 사용량의 27.1% (375.1 AD/1,383.8 AD)를 차지하였다. Piperacillin/

tazobactam의 사용량은 2014년 33.5 AD에 비해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70.1 AD 및 64.2 

AD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은 없었다(P for trend=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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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biotics resistance rate among A. baumannii, E. coli, K. pneumoniae, and P. aeruginosa isolated from children with bacteremia, 2014–2018
Antibiotics Resistance rate (%) of

A. baumannii (n=19) E. coli (n=75) K. pneumoniae (n=57) P. aeruginosa (n=35)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 26.3% 69.3% 66.7% 17.1%

Ampicillin/sulbactam 26.3% 69.3% 66.7% NA
Piperacillin/tazobactam NA 12.0% 17.5% 17.1%

Extended spectrum cephalosporin 36.8% 49.3% 54.4% 17.1%
Cefotaxime 36.8% 49.3% 54.4% NA
Ceftazidime 26.3% 41.3% 45.6% 17.1%
Cefepime 31.6% 44.0% 50.9% 17.1%

Carbapenem 26.3% 5.3% 12.3% 28.6%
Meropenem 26.3% 5.3% 12.3% 25.7%
Imipenem 26.3% 4.0% 10.5% 28.6%

Abbreviations: NA, not applicable.



Cefotaxime, ceftazidime 및 cefepime의 사용량은 본 분석에 포함된 β-lactam 항생제 사용량의 

53.5% (740.2 AD/1,383.8 AD)를 차지하였으며, 연구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용량의 변
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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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antibiotic resistance rate over 5 consecutive years (2014–2018). 
In case of A. baumannii, susceptibility to piperacillin/tazobactam was not reported. In case of P. aeruginosa, only ceftazidime was included among the 3rd 
generation cephalosporin. 
Abbreviations: TZP, piperacillin/tazobactam; 3rd CS, 3rd generation cephalosporin (cefotaxime, ceftazidime); 4th CS, 4th generation cephalosporin (cefepime).

Table 2. Changes in parenteral antibiotic consumption* from 2014 to 2018
Antibiotics 2014 2015 2016 2017 2018 P for trend†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 62.3 64.2 73.8 87.1 87.7 0.054
Ampicillin/sulbactam 28.8 24.1 24.2 17.0 23.4 0.183
Piperacillin/tazobactam 33.5 40.1 49.6 70.1 64.2 0.063

Extended spectrum cephalosporin 129.9 169.9 153.2 136.4 150.8 0.867
Cefotaxime 91.5 97.4 91.5 75.8 81.1 0.126
Ceftazidime 13.6 14.2 7.3 4.5 3.9 0.061
Cefepime 24.7 58.3 54.3 56.1 65.9 0.108

Carbapenem 65.7 45.1 48.9 56.7 52.1 0.535
Meropenem 62.2 43.7 48.4 55.3 50.3 0.590
Imipenem 3.5 1.4 0.5 1.4 1.8 0.316

*Antibiotic consumption was defined as the days on antibiotic per 1,000 patient admission days per year; †P for trend was evaluated using linear-by-linear analysis.



Meropenem과 imipenem은 본 분석에 포함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19.4% (268.5 AD/1,383.8 

AD)를 차지하였고, 두 항생제 역시 모두 연구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나 감소의 경
향성은 없었다.

4.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의 관계
연구기간 동안 cefotaxime과 ceftazidime의 사용량과 A. baumannii의 해당 약제에 대한 내성률 사
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0.96, P=0.004) (Fig. 2A). Carbapenem 사용량과 K. pneumoniae
의 carbapenem에 대한 내성률 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0.79, P=0.045) (Fig. 2B). 하
지만 E. coli 및 P. aeruginosa의 경우는 각각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의 변화와 항생제 사용량 간
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 정
주용 항생제의 사용량과 주요 그람음성 균주의 내성률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14년 이
후 본 의료기관에서 3세대 cephalosporin 및 carbapenem의 사용량과 일부 그람음성 균주의 내
성률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항생제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성 균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001-2006년간 유럽 다국가 연구에서 ciprofloxacin과 co-trimoxazole의 사용량과 소변에서 검
출된 E. coli의 해당 약제에 대한 내성률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21) 네덜란드의 한 

단일 기관 연구에서도 E. coli 균주의 ciprofloxacin과 amoxacillin/clavulanic acid에 대한 내성률
과 해당 항생제 사용량과 상관성이 보고되었다.22) 본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2004-2013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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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ple linear regression between antibiotic use and antibiotic resist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stance rate against each antibiotic and the corresponding antibiotic consumption was evaluated using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 3rd CS consumption and resistance rate to 3rd CS of A. baumannii; (B) carbapenem (meropenem and imipenem) consumption and resistance rate 
to carbapenem of K. pneumoniae. P<0.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Abbreviations: 3rd CS, 3rd generation cephalosporin (cefotaxime, ceftazidime); AD, antibiotic days.



연구에서도 cefepime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E. coli의 cefepime에 대한 내성률의 유의한 증가가 

확인된 바 있다.4) 하지만, 2004년 이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piperacillin/tazobactam

의 사용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 for trend=0.005), 현재까지는 P. aeruginosa
를 포함한 그람음성 균주의 piperacillin/tazobactam에 대한 내성 증가 현상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기간 중 cefotaxime과 ceftazidime 항생제의 사용량과 A. baumannii 균주의 cefotaxime 

및 ceftazidime에 대한 내성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2014–2018년 연구기간 중 혈
액에서 분리된 A. baumannii는 총 19균주로 그 수가 적어서 시기별 내성률 변화의 통계적 유의
성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본 의료기관에서 2012–2013년 분리된 A. baumannii 균
주의 3세대 cephalosporin에 대한 내성률이 7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4) 2014년 이후로 

3세대 cephalosporin에 대한 내성률이 최대 50%를 넘지 않고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항생제 내성률의 변화를 항생제 사용량에 따른 결과로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3세대 

cephalosporin 및 carbapenem 등의 광범위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량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내성률 증가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선행 연구는4) 2009년 CLSI 지침에 따라서 P. aeruginosa 및 A. baumannii의 carbapenem에 대한 감
수성의 기준을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4 μg/mL으로 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2014년 CLSI 기준에 따라서 MIC ≤2 μg/mL으로 하였다.20) 2012–2013년 본원
에서 분리된 P. aeruginosa 및 A. baumannii 균주의 carbapenem에 대한 내성률은 각각 43% 및 71%

이었고,4) 2014–2018년에 확인된 내성률은 P. aeruginosa는 28.6%, A. baumannii는 26.3%이었다. 

선행 연구 당시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감수성의 기준 MIC가 더 낮아졌음에도 내성률이 감소하
였으므로, 2012–2013년에 비해 2014년 이후 P. aeruginosa 및 A. baumannii의 carbapenem에 대한 

내성률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 aeruginosa의 piperacillin/tazobactam에 대한 감수성 기준도 2009년 MIC ≤64/4 μg/mL에서 2014

년 MIC ≤16/4 μg/mL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4–2013년 분리된 P. aeruginosa의 piperacillin/

tazobactam 내성률이 13%이었던 것에 비해서,4) 2014–2018년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률 17.1%

를 단순 증가로 해석할 수는 없겠다. 2004년 이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piperacillin/

tazobactam의 사용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현재까지는 P. aeruginosa를 포함한 

그람음성 균주의 piperacillin/tazobactam에 대한 내성 증가 현상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ESBL 생성 균주의 증가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광범위 cephalosporin 계열의 사용 대신 piperacillin/tazobactam을 일차적인 

약제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의 ESBL생성 균주의 증가를 조절하고자 

하였던 기존 연구들에서도 piperacillin/tazobactam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제에 대한 내성률은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는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 바 있다.19,23,24) 호중구 

감소증 환자에서의 발열 또는 중증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군에서 균혈증이 의심될 때는 

초기에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가능한 내성 발생의 역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항생제를 일차적인 경험적 항생제로 선택하는 것이 해당 의료기관 내의 내성률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국내 1개의 3차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혈액배양에서 분리된 그
람음성 균주만을 포함하였으므로 본 결과를 전체 국내 소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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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본 연구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의 변화를 후향적으로 

관찰한 연구로서, 항생제 사용량 외의 항생제 내성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의료기관 내의 

요인들과 개별 환자의 요소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포함한 3세대 cephalo-

sporin은 다빈도로 처방된 cefotaxime 및 ceftazidime만 포함하였으며 이외 ceftriaxone 사용
량은 분석에 넣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2004–2013년 기존 연구에서 서울아산병원 어
린이병원 입원 환자에서의 ceftriaxone의 사용량은 연구기간 동안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4) 

2014년 이후로도 본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보다는 주로 외래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ertapenem의 경우도 2014–2018년 연구 기간 동안의 평균 사용량은 1.2 AD로 meropenem과 

imipenem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량이 확인되어 본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하
지만 추후 원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과의 관계 분석 시에는 각각의 계열에 속하는 개별 항
생제들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항생제를 포함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다.

각 의료기관별 항생제 내성률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 선택에 매우 중요하며, 

내성 균주의 확산을 막는 감염관리 정책 결정에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
서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한 원
내 항생제 사용 지침 결정에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다제내성 균주의 비율이 높은 의료
기관의 경우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통하여 내성률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
관 마다 내성 양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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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적: 본 연구에서는 소아환자의 혈액에서 분리된 주요 그람음성 균주의 항생제 내성 양상을 파악하고 항생제 사용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한 그람음성 균
주 균혈증 중 Acinetobacter baumannii,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Pseudomonas aeruginosa, 총 4가지 균주를 대상으로 항생
제 내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 원내에서 소아에게 주로 사용하는 정주용 항생제의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의 변화와의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 기간 동안 전체 혈액배양에서, K. pneumoniae (6.4%; 105/1,628), E. coli (5.6%; 91/1,628), P. aeruginosa (3.3%; 54/1,628) 

및 A. baumannii (2.5%; 41/1,628)의 순으로 분리되었다. 2014–2018년에 분리된 E. coli와 K. pneumoniae의 광범위 cephalosporin 

계열에 대한 내성률은 각각 49.3%와 54.4%였다. 2014년도에는 carbapenem에 내성을 보이는 E. coli 균종이 처음 출현하였고, 

5년간의 내성률은 5.3%였다. 연구기간 동안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3세대 

cephalosporin 사용량과 A. baumannii의 내성률(r2=0.96, P=0.004) 그리고 carbapenem의 사용량과 K. pneumoniae의 내성률
(r2=0.79, P=0.045)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결론: 국내 소아에서 발생한 그람음성균 균혈증 분석 시 3세대 및 4세대 cephalosporin에 대한 높은 내성률이 확인되며, 

carbapenem에 대한 내성도 확인되고 있다. 일부 항생제 사용량과 해당 약제에 대한 내성률에 선형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항생제 사용량이 내성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지속적인 원내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 및 관리는 내성균주 출현 예방 및 치료 성적 향상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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