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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목적 : 소아중환자실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감염관리 중재를 강화함으로써 심장수술 환아의 

MRSA 감염과 균집락을 포함한 MRSA 획득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며 MRSA 획득 

환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의료기관 내 심장수술 환아의 MRSA 감염예방을 위

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 소아중환자

실에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시행하고 3일 이상 입원한 환아 중 입실 전 2일 이

내 또는 입실 후 1일 이내 시행한 적극적 감시배양 검사에서 MRSA가 분리되지 

않은 환아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연구대상자 수는 346명이었고 전자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집하였다. 단계별 대상자의 특성과 단계별 MRSA 

획득 발생 및 MRSA 획득 시기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MRSA 획득 환아의 위험요인

을 확인하였다.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단계별 MRSA 획

득 발생의 차이는 chi-square test & Fisher’s exact test 로 MRSA 획득 시기의 

차이는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MRSA 획득 환아 위험 요인은 대상

자 특성 중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들을 대상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소아중환자실 입실 3일 이후 MRSA를 획득한 환아는 총 17명으로 MRSA 

균집락이 발생한 환아는 16명, MRSA 감염이 발생한 환아는 1 명이었다. 적극적 

감시배양만 실시한 1단계에 입원한 환아에서는 8명(6.4%), 적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를 시행한 2단계에 입원한 환아에서는 5명(4.0%), 적극적 감

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와 더불어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적용하였던 3단

계에 입원한 환아 중에는 3명(3.2%)에게 균집락이 발생하였다. 단계별로 MRSA 

균집락이 된 환아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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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었다(p=.477). 2단계에 입원한 환아 1 명(0.8%)에게 MRSA 감염이 발생

하였고, 1단계와 3단계에서 MRSA 감염이 발생한 환아는 없었으며, 단계별로 

MRSA 감염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RSA 균집락 발생 시기의 

중위값은 1단계 8.5 일(범위, 3~108일), 2 단계는 8일(범위, 3~17 일), 3 단계는 

17일(범위, 8~21 일)이었고 세 단계별 MRSA 균집락 발생 시기의 차이는 없었다

(p=.396). 2단계에 입원하여 MRSA 감염이 발생한 환아 1명의 감염 발생까지의 

기간은 10일이었고, 세 단계별 MRSA 감염 발생 시기의 차이는 1단계와 3단계 

MRSA 감염 발생 환아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었다. MRSA 획득의 독립적 영향 요

인은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로 확인되었고 오즈비는 4.252 (95% CI=1.152~15.694)

이었다. 

 

결론 : 연구대상 병원의 MRSA 균집락 및 감염 획득은 선행연구와 비슷하거나 낮

았다. 적극적 감시배양, 접촉주의 선제격리, 클로르헥시딘 침상 목욕을 추가적

으로 적용하였을 때 MRSA 균집락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감

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가 MRSA 획득의 독립적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소아심장수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시배양,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 균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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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과 같은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은 병원 재원기간의 연장, 항생제 사용, 

의료비용과 입원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어 국민 건강과 보건

에 큰 위험이 된다(Martin-Loeches et al., 2014). 2010 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MRSA 를 표본감시의 대상 중 하나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아중환자실에서 소아의 MRSA 감염은 질병의 이환과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다

(Zervou et al., 2014). 특히 심장 수술 전 MRSA 집락화는 수술부위 감염의 주

된 위험요인이며, MRSA에 의한 수술부위 감염은 소아 심장 수술 후의 심각한 합

병증이다(Katayanagi, 2015). 소아 심장 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의 발생률은 

0.25~6%이며 관련 사망률은 7~20%이다(Edwards et al., 2006; Mehta et al., 2000; 

Sochet et al., 2017). McNeil 등(2013)은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에서 포도알균 

감염 중 MRSA가 53.6% 분리되었고, MRSA 감염 중 수술부위 감염이 28.2% 발생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ochet 등(2017)은 소아 심장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이 

136,950달러의 병원 비용과 재원기간을 9.5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미국의료역학회(The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2003)

에서는 MRSA 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입원환자를 대상으

로 입원 시 적극적 감시배양 시행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별된 위험군 내 

집락 제거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Gidengil 등(2015) 또한 접촉주의에 더하

여 무증상 보균자를 검출하는 적극적 감시배양,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이나 비

강 내 mupirocin 연고 도포 등의 탈집락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MRSA 감염과 전

파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국외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아를 대상으로 한 Holzmann-Pazgal 등(2011)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감시배양이 MRSA 전파를 감소시킨다고 하였지만 성인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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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Huskins 등(2011)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감시배

양이 MRSA 전파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MRSA 감시배양

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 MRSA 선별검사는 집락 환자를 발견하여 탈집락화를 

가능하게 하여 MRSA 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MRSA 발생과 감염 감소를 위한 충분

한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Glick et al., 2014). 

소아를 대상으로 국외 소아중환자실에서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적용한 

Milstone 등(2013)의 연구에서는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이 균혈증 발생을 감소

시킨다고 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재원 환자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에게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적용한 Climo 등(2013)의 연구에서도 클로르헥시

딘 침상목욕이 다제내성균 획득 및 혈류감염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Frost 

등(2016)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또한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 적용이 중심정맥관 

혈류감염, MRSA 집락화, 균혈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Lewis 

등(2019)이 시행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이 의료관련감염

을 감소시키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MRSA 적극적 감시배양과 관련하여 2010 년 이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성인중환자실에서 접촉주의 

강화와 MRSA 적극적 감시배양으로 MRSA 감염과 의료관련감염이 효과적으로 감소

하였다는 Choi 등(2010)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적극적 감시배양을 실시하며 MRSA 집락 환자를 대상으로 

탈집락 요법을 시행하여 MRSA 집락화 및 균혈증이 감소하였다는 Kim 등(2010)의 

연구, 전원으로 입실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MRSA 감시배양을 실시하여 신생아의 

주요 병원체와 기타 임상 요인을 조사한 Lee 등(2015)의 연구, 신생아의 MRSA 

보균율에 관한 2편의 연구(Choi et al., 2012; Na et al., 2011) 등 4편의 연구

가 있었다.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과 관련된 국내 연구 또한 내∙외과계 성인중환자실에 

입실한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적용함으로써 MRSA와 혈

류감염 발생이 감소하였다는 Yoon 등(2014)의 연구와 내과계 성인중환자실에서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통해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ultidrug-



- 3 - 

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 MRAB) 획득건수가 감소하였다는 Lee 등(2018)

의 연구만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었다.  

이렇듯 소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미흡하며 특히 MRSA 감염에 취약한 

심장수술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검증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심

장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MRSA 보균은 수술부위 감염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

기에 국내 임상에서는 심장수술 환자군을 대상으로 MRSA 감시배양을 많이 시행

하고 있다. 또한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이 의료관련감염과 다제내성균 감염 획

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환자에게 클로르헥시딘 침상

목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아를 대상으

로 적극적 감시배양을 실시하고 감시배양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접촉주의 선제

격리를 시행하며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적용하는 것이 심장수술 환아의 MRSA 

획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심장수술 환아의 MRSA 감염예

방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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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소아중환자실에서 적극적 감시배양만을 시행한 기간을 1단계, 적극적 감시배

양과 감시배양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접촉주의 선제격리를 준수한 기간을 2단

계, 적극적 감시배양과 감시배양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접촉주의 선제격리를 준

수하며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적용한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심

장수술 환아의 MRSA 획득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단계별 소아중환자실 내 심장수술 환아의 MRSA 균집락 발생률과 MRSA 균집

락 발생까지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단계별 소아중환자실 내 심장수술 환아의 MRSA 감염 발생률과 MRSA 감염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소아중환자실 내 심장수술 환아의 MRSA 획득 위험 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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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적극적 감시배양 

 

MRSA 의 감염관리를 위한 적극적 감시배양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국외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소아를 대상으로 한 Holzmann-Pazgal 등(2011)의 

연구에서는 미국 3차병원 20병상의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

로 입실 시와 정기적으로 매주 MRSA 적극적 감시배양을 실시한 후 적극적 감시

배양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적극적 감시배양 실시 기간 동안 소아중환자실 입실 

후 54명의 환자가 MRSA 를 획득하였다. 이 중 36명(67%)은 적극적 감시배양 초

기에 발견되었으며 MRSA 발생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손위생이 MRSA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손위생 이행도를 측정하였

으나 입실 시 적극적 감시배양 준수가 MRSA 전파를 감소시켰다. 

Wells 등(2013) 또한 미국 20병상의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선천성 심장질환

을 가진 환아 300 명을 대상으로 3년 간 MRSA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 

MRSA 감시배양은 입원 당시, 매주 비강에서 시행하였고 MRSA 집락 환자에게 탈

집락 요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연구 기간 동안 MRSA 유병률은 15.8%였으며 이

전 입원력이 있을 경우 MRSA가 집락화될 확률이 이전 입원력이 없는 경우보다 

4.42배 높았다고 발표하였다. 정기적 MRSA 감시배양은 집락화된 환자를 확인, 

격리하여 MRSA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성인 심장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를 보면 Jog 등(2008)은 영국에

서 1,462 명의 심장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MRSA 선별검사로 중합효소 연

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도입 후 수술부위 감염을 조사한 관

찰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다. PCR 선별검사 도입 후에 수술부위 감염률은 3.3%

에서 2.22%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MRSA 감염률은 1.15%

에서 0.2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연구를 통해 심장 수술 시 M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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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가 수술 후 MRSA 수술부위 감염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적극적 감시배양 효과에 대해 앞선 연구들과 상이하게 보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성인 238명을 대상으로 MRSA와 수술부위 감염

을 조사한 연구(Mizuno et al., 2019)에서는 238 명 중 11명(4.6%)이 MRSA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었으며, 수술부위 감염 환자는 4 명(1.8%)이었다. 그러나 MRSA 

양성이었던 환자에게서 수술부위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MRSA 전파 및 감염의 유행을 파악하기 위한 감염 감시가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흉부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MRSA 선별검사의 시행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최근 Payne 등(2020)은 미국 두 지역 병원에서 MRSA와 VRE의 적극적 감시배

양을 중단함으로써 MRSA 와 VRE 의 감염 발생률과 재정적 영향을 추정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MRSA 와 VRE 감염과 집락화 비율이 연구병원에서 전반적으로 낮긴 

하였지만 적극적 감시배양을 중단한 이후 MRSA와 VRE 의 감염 발생률은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고, 적극적 감시배양의 중단으로 비용 또한 절감되었다고 하였다. 

 

2.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 

 

다수의 연구에서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소아를 대상으로 Milstone 등(2013)은 미국 5개 병원 10개 소아중환자실에서 

환아 4,947 명을 포함한 대규모 실험을 통해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의 시행이 균

혈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6개월 동안 2개월 이상 환아에게 2% 클로르

헥시딘이 함유된 천으로 매일 침상목욕을 적용하였고 다른 6개월은 기존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침상목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클로르헥시딘 목욕을 적용 받

은 환아가 기존 침상목욕을 적용 받은 환아보다 균혈증 발생이 감소하였고 연구 

관련 부작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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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호주 13개 중환자실에서 손위생 개선 및 클로르헥시딘 침상

목욕을 시행한 후 다제내성균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Derde 등(2014)의 

연구에서는 손위생 개선과 2%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이 함께 시행되었을 때 다

제내성균 특히 MRSA 획득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Urbancic 등(2018) 또한 심장, 

위장수술, 간이식, 혈액종양, 종양 환자 4,262명을 대상으로 호주 성인 중환자

실에서 1% 트리클로산 대신 2%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적용하는 것이 중심정

맥관 관련 혈류감염, 중환자실 획득 감염, 다제내성균 집락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2%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적용함으로써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과 중환자실 획득 감염이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MRSA 획득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국외 연구뿐 아니라 내∙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387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

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2%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 고형비누와 액상 세정제를 

사용한 기존 침상목욕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2%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실

시한 군의 MRSA 발생률, 재원일수 1,000일당 MRSA 발생건수, 혈류감염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아 2%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의 효과를 입증하였다(Yoon et al., 

2014).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 적용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Afonso 등(2016)은 소

아 및 성인중환자실에서 2%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이 의료관련감염과 중심정맥

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15개의 성인중환자실과 10

개의 소아중환자실에서 22,850명의 환자를 관찰하였고 매일 클로르헥시딘 침상

목욕의 시행이 의료관련감염과 혈류감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증거를 보고

하였다. Frost 등(2016)이 성인 중환자실에서 감염 감소를 위해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적용한 17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은 중

심정맥관 혈류감염을 56%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MRSA 집락화를 41%, 

균혈증을 36% 감소시켰다. 하지만 최근 23개의 중환자실에서 22,935 명의 환자

가 포함된 8개 연구를 메타분석 한 연구(Lewis et al., 2019)에서는 클로르헥시

딘 침상목욕 적용이 의료관련감염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지 증거의 확실성이 매



- 8 - 

우 낮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 재원기간을 단축시키는지 또한 분명

하지 않다고 하였다. 

 

3. 적극적 감시배양과 탈집락 요법 

 

적극적 감시배양에 더하여 탈집락 요법을 적용하여 MRSA 감염관리를 시행한 

여러 연구에서는 적극적 감시배양과 탈집락 요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Saraswa 등(2017)은 미국에서 6,864명의 심장수술 환자에게 

MRSA 선별검사와 탈집락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MRSA 감시배양은 중환자실 입원 

당시, 매주 시행하였다. MRSA 집락화 환자는 5일간 mupirocin 연고를 매일 2회 

비강 내 도포하였고, 매일 1회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

어 접촉주의 격리와 함께 예방적 항생제로 표준화된 cefazolin 투여와 수술 전 

1회 용량의 vancomycin 을 투여 받았다. 수술 전 선별검사와 탈집락 요법을 적

용함으로써 MRSA 집락화, 중환자실 내 MRSA 전파 및 수술부위 감염이 감소하였

다. 

Huang 등(2013)은 미국 16개 주 43개 병원 성인중환자실에서 환자를 3군으로 

나누어 MRSA 탈집락 연구를 시행하였다. MRSA 선별검사와 격리를 시행한 군과 

MRSA 선별검사와 격리 및 MRSA 집락 환자에게 5 일간 매일 2 회 비강 내 

mupirocin 연고도포와 매일 클로르헥시딘 목욕을 시행하여 탈집락화를 시행한 

군, 선별검사 없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탈집락화를 시행한 보편적 탈집락화를 

시행한 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편적 탈집락 요법의 시행은 가장 

효과적인 MRSA 감염예방 전략으로 임상 검체에서 분리된 MRSA 를 37%, 혈류감염

을 44%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된 국내 연구는 MRSA 적극적 감시배양을 실시하며 격

리프로그램,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 시 피부소독제로 2%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함

으로써 MRSA 집락화 및 균혈증 감소 평가를 시행한 Kim 등(2010)의 연구가 있었

다. MRSA 집락 환자의 경우 격리방 이동, 접촉 격리, 주치의 및 간호사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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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upirocin 도포, 감염교육을 시행한 격리프로그램과 함께 클로르헥시딘을 피

부소독제로 사용함으로써 MRSA 집락화 및 균혈증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MRSA가 토착화된 미국 신생아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한 2 개의 연구 결

과는 차이가 있었다. Pierce 등(2017)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MRSA 탈집락 요법

을 시행한 환아와 탈집락 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아에 의한 집락도와 MRSA 획

득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였다. MRSA 제어를 위해 적극적 감시 배양과 MRSA 집락 

환자는 5일간 2번의 mupirocin 연고 도포와 2개월 이상 환아의 경우 48시간 간

격 2번의 2% 클로르헥시딘 목욕의 탈집락 요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치료되지 

않은 MRSA 보균자는 MRSA 획득 위험을 6% 증가시켰고, 접촉 격리 상태에서 탈집

락화된 환아는 전파 위협이 없어 탈집락화가 환아 간 MRSA 전파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MRSA 전파와 감염의 역학을 확인한 Popoola 등(2014)의 

연구에서는 MRSA 감시배양, 의료기관종사자의 손위생 준수, mupirocin 연고 도

포와 2% 클로르헥시딘 목욕 적용 등 탈집락화 요법을 포함한 적극적 감염관리를 

적용하였지만 MRSA 전파와 감염이 지속되었다. 이는 많은 영아가 집락화 또는 

탈집락 요법 시행 전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에 MRSA 선별 및 탈집락 요법

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MRSA 감시배양과 탈집락 요법 시행은 심장수술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과 

국내외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효과가 있었지만, MRSA가 토착화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1개의 국외연구에서만 MRSA 관

리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소아중환자실에서의 MRSA 감시배양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지만 그 외 심장수술을 시행한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효과가 

혼재되어 있었고 탈집락 요법,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은 MRSA 관리를 위해 중요

성이 강조되긴 하였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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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상급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심장 수술 환아를 대상으로 MRSA 적극적 

감시배양만을 실시하였던 기간을 1단계, MRSA 적극적 감시배양과 감시배양 결과

가 확인될 때까지 접촉주의에 준하는 선제격리를 준수한 기간을 2단계, MRSA 적

극적 감시배양과 감시배양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접촉주의에 준하는 선제격리를 

준수하며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시행한 시기를 3단계로 나누어 적극적 감시

배양 적용과 감시배양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접촉주의에 준하는 선제격리를 준

수하고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시행하는 MRSA 감염관리가 심장 수술 환아의 

MRSA 획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후향적 전후비교 관찰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 병원은 서울시에 소재한 2,700여 병상의 일개 상급종합병원으로 소

아환자만 사용하는 독립된 소아중환자실이 내과계, 외과계 각 1개씩 있으며 대

상 중환자실은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외과 환아가 주로 입원하는 외

과계 소아중환자실로 침상수는 11 병상이다. 2017 년 6월 1일부터 2019 년 2월 

28일까지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 3일 이상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중 입

실 전 2일 이내 또는 입실 후 1일 이내 시행한 적극적 감시배양 검사에서 MRSA

가 분리되지 않은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 환아 

▪ 입원한 단계에 시행하지 않은 MRSA 감염관리 방법을 적용한 환아 

▪ MRSA 적극적 감시배양이 수행되지 않은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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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감시배양을 시행한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입원한 환아 127

명, 적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를 적용한 2018 년 1월부터 2018 년 7

월까지 입원한 환아 127 명, 적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 및 클로르헥

시딘 침상목욕을 실시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입원한 환아 9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같은 환자라도 단계적 수술이나 합병증 수술로 인해 소아

중환자실 입실 일자가 다른 경우 다른 환자로 분류하였다. 

 

단계 기간 MRSA 감염관리 방법 환자 수 

1 2017.06.01~2017.12.31 적극적 감시배양 127 명 

2 2018.01.01~2018.07.31 적극적 감시배양 

접촉주의 선제격리 

127 명 

3 2018.08.01~2019.02.28 적극적 감시배양 

접촉주의 선제격리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 

95명 

 

3. MRSA 감염관리 

 

1) 1단계: 적극적 감시배양 

2017 년 6월 1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MRSA 적극적 감시배양만을 실시

하였던 기간이다. MRSA 적극적 감시배양은 연구기간 내내 실시하였고, 병동에 

입원하여 심장 수술이 결정된 환아는 소아중환자실 입실 1~2 일 전 병동에서 시

행하였으며 입실 전 MRSA 적극적 감시배양이 누락된 환아는 소아중환자실 입실 

후 1일 이내 시행하였다. 소아중환자실 입실 후 재원기간이 5일 이상인 환아는 

1주일 간격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비강에서 MRSA 감시배양을 실시하였으며 기관 

삽관을 한 경우에는 호흡기 분비물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검체는 멸균된 

면봉을 이용하여 환아의 전비공에서 채취하였고 기관 삽관을 한 경우 인공기도

를 통해 환아의 호흡기 분비물에서 채취한 후 운송배지를 이용하여 미생물실로 

운송하였다. 



- 12 - 

2) 2단계: 적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MRSA 적극적 감시배양과 감시배양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접촉주의에 준하는 선제격리를 적용하였다. 입실 당시 배

양 검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침상 당 

“Unknown”표지를 부착하고 환아 접촉 전 일회용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접촉주의에 준하는 선제격리를 준수하였다. 적극적 감시배양 검사 결과에 따라 

MRSA 양성일 경우 접촉격리 지침을 유지하며 MRSA 음성일 경우 선제격리를 해제

하고 표준주의를 준수하였다. 

 

3) 3단계: 적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 및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 

2018년 8월 1월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는 MRSA 적극적 감시배양과 감시배

양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접촉주의에 준하는 선제격리를 준수하며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시행한 기간이다.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은 재원 중인 모든 환아를 

대상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일 1회 실시하였다. 단, 수술 당일 

환자, 당일 퇴실 환자, 2개월 미만 영아, 클로르헥시딘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 

심한 피부 손상이 있는 환자, 경막 및 요추 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제외

하였다. 침상목욕 담당 조무원이 5%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그린헥시딘® 5%, 

그린제약) 400mL 를 멸균증류수 600mL 에 희석하여 일회용 거즈에 적셔 목욕 티

슈를 제작하였다. 환아 1명당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 교육을 받은 간호사 1명

과 침상목욕 담당 조무원 1명이 목욕 티슈 6장을 이용하여 침상목욕을 시행하

였다. 보호주의 환자, 일반환자, 항생제내성균 분리 등 감염질환이 있는 환자 

순으로 목욕 순서를 정하여 진행하였다. 얼굴 및 두피, 점막을 제외한 목, 어깨, 

가슴 → 양 팔과 손 → 복부 및 사타구니와 둔부 → 오른쪽 다리와 발 → 왼쪽 

다리와 발 → 뒷목과 등 및 허리 순으로 침상목욕을 시행하였다. 목욕 티슈는 

각 신체부위별로 개별 사용 후 버렸고 소독제는 닦아내지 않고 자연 건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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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도구 

 

자료수집도구는 대상자 특성, MRSA 획득과 관련한 정보 등으로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기초로 작성한 후 감염관리 전공 교수 1인과 검토하여 개발하였다(부록 

1. 자료수집도구). 

 

1) 대상자 특성 

성별, 연령, 체중, 선천성심장병의 종류, 수술 방법에 따른 중증도, 1년 이

내 입원력과 수술력, 소아중환자실 입실 전 재원일수, 소아중환자실 입실 경

로, 소아중환자실 재실일수, 소아중환자실 입실 후 사용된 항생제의 종류, 

corticosteroid 사용 여부, 침습적 삽입 기구 사용 여부, 예후를 조사하였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연령, 체중 

성별을 포함하여 소아중환자실 입실일의 연령과 체중을 조사하였다. 

 

(2)  선천성심장병의 종류 

선천성심장병의 종류는 주진단명 확인 후 청색증 유무에 따라 비청색증형 

질환과 청색증형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가.  비청색증형 질환 

심방중격결손(atrial septal defect), 심실중격결손(ventricular septal 

defect), 동맥관개존(persistent ductus arteriosus), 방실중격결손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 부분 폐정맥 환류 이상(parti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폐동맥협착(pulmonary stenosis), 대

동맥협착(aortic stenosis), 승모판협착(mitral stenosis), 승모판 역류

(mitral regurgitation), 삼첨판역류(tricuspid regurgitation), 삼심방(cor 

triatrium), 대동맥축착(coarctation of the aorta), 대동맥궁단절



- 14 - 

(interrupted aortic arch), 관상동맥루(coronary artery fistula) 등으로 나

누었다. 

 

나.  청색증형 질환 

활로 4 징(tetralogy of Fallot), 대혈관 전위(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 삼첨판폐쇄(tricuspid atresia), 폐동맥폐쇄(pulmonary atresia), 

전 폐정맥 환류 이상(tot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앱스타인 

기형(Ebstein’s anomaly),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총동맥간증(truncus arteriosus), 단심실(functional single 

ventricle), 좌심 형성 부전 증후군(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등으

로 나누었다. 

 

(3)  수술방법에 따른 중증도 

수술방법에 따른 중증도는 Jenkins 등(2002)이 선천성 심장 수술 방법의 복

잡성 정도로 수술 후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여 발표한 risk adjustment for 

congenital heart surgery-1 (RACHS-1) 분류 도구를 사용하였다. 1군에서 6군

으로 분류하며 카테고리가 높아질수록 수술 방법이 복잡하고 중증도가 더 높

다(부록 2. RACHS-1 분류 도구). 단, RACHS-1 분류 도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카테고리가 다른 수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더 높은 카테고리를 적용하며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

술과 카테고리에 포함된 수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4)  1년 이내 입원력과 수술력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아 중 과거 12 개월 이내 입원력이나 수술력이 있

을 경우 MRSA 집락과 관련이 있었다(Horowitz et al., 2012; Wells et al., 

2013)는 연구를 근간으로 연구대상 병원과 타 병원을 포함하여 입원 전 1년 

이내 입원력과 수술력을 조사하였다. 단,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출생 후 신

생아실 재원은 일괄적으로 1년 이내의 입원력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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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아중환자실 입실 전 재원 일수 

환아가 소아중환자실 입실 전 병동이나 다른 중환자실에 재원한 일수이다. 

타 병원 입원 중에 연구대상 병원으로 전원된 경우에는 연구대상 병원에 입원

한 날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6)  소아중환자실 입실 경로 

소아중환자실 입실 전 의료환경에 대한 노출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재원은 

MRSA 집락화와 관련이 있었다는 Horowitz 등(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아중

환자실 입실경로를 조사하였다. 입실 경로는 병동, 타 중환자실, 소아응급실, 

비연구대상병원, ‘기타’로 분류하였다. 

 

(7)  소아중환자실 재실 일수 

소아중환자실 총 재실 일수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하여 퇴실한 날짜까지로 

하였다. 

 

(8)  항생제 종류 

소아중환자실 재실 동안 사용한 항생제 유무와 종류를 조사하였다. 최소 1

일 이상 투여된 정맥주사제제 항생제 종류에 따라 cepahlosporin 계, 

glycopeptide 계, aminoglycoside 계, penicillin/ β-lactamase inhibitors와 

‘기타’로 분류하였다. 

 

(9)  Corticosteroid 사용 여부 

Rathore (2012)의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소아중환자실에서 MRSA 획득

과 관련이 있었다는 결과를 토대로 소아중환자실 재실 동안 투여된 정맥주사

제제 스테로이드의 사용 유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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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침습적 삽입 기구 사용 여부 

소아중환자실 재실 동안 거치한 침습적 삽입 기구로 동맥관, 중심정맥관, 

기관내관, 기관절개관, 유치도뇨관, 흉관 배액관, 위장관의 삽입 여부를 조사

하였다. 동일한 삽입기구가 다른 부위에 각각 1개 이상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있음’으로 하였다.  

 

(11) 예후  

예후는 소아중환자실 퇴실경로로 병동, 타 중환자실, 전원, 귀가, 사망으로 

분류하여 확인하였다. 

 

2) MRSA 획득  

MRSA 획득은 소아중환자실에서 3일 이상 입원한 환아 중 입실 시 감시배양에

서 MRSA가 분리되지 않았지만 입실 3일 이후 감시배양검사나 임상 검체에서 

MRSA가 분리된 경우이다. 

 

(1)  MRSA 균집락 

소아중환자실 입실 3일 이후 MRSA 감시배양검사(전비공, 객담 등)에서 MRSA

가 분리되거나 임상 검체에서 MRSA 양성(MRSA 감염 제외)인 경우이다. 첫 획

득일, 분리 부위를 포함하며 소아중환자실 퇴실 후 2일까지 확인하여 조사하

였다. 

 

(2)  MRSA 감염 

MRSA 감염은 MRSA 가 원인인 의료관련감염으로 정의하며 2020 년 국내 전국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진단기준을 적용하였다. MRSA가 원인인 혈류감

염, 요로감염, 폐렴, 수술부위 감염, 기타 감염으로 구분하고 감염 발생일을 

포함하여 소아중환자실 퇴실 후 2일까지 조사하였다. 단, 기타 감염 중 클로

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은 원인균이 달라 제외하였으며 괴사성 장염은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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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으로 진단하는 감염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외음부절개부위감염은 

경질분만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며 질근개염은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게 발생 가능한 감염이므로 제외하였다(부록 3. 2020 년 KONIS 진단기준). 

 

3) MRSA 획득 발생률 

 

(1)  MRSA 균집락 

입원환자 100명당 MRSA가 집락된 환자 수, MRSA 균집락 발생밀도는 재원일

수 1,000일당 MRSA 가 집락된 환자 수로 계산하였다. 

 

(2)  MRSA 감염  

입원환자 100명당 MRSA가 원인인 의료관련감염을 획득한 환자 수, MRSA 감

염 발생밀도는 재원일수 1,000일당 MRSA가 원인인 의료관련감염을 획득한 환

자 수로 계산하였다. 

 

4) MRSA 획득 발생시기 

 

(1)  MRSA 균집락 

소아중환자실 입실일부터 처음 MRSA 균집락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

다. 

 

(2)  MRSA 감염 

소아중환자실 입실일부터 처음 MRSA 감염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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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연구대상 병원의 해당 진료과(소아심장외과)와 간호부의 확인을 받고 임상연

구심의위원회(과제번호: 2021-0149)의 연구 승인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

상 병원 전산시스템 중 ‘중환자실 환자관리목록’에서 중환자실 환자대장을 통

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입실환자 명단을 확인하였고 

‘다제내성균 환자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소아중환자실 입실 전 MRSA 보균

환자를 제외하여 연구대상자를 확인하였다. 대상자 특성은 전자의무기록을 후향

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특성 중 선천성심장병의 종류는 주

진단명 확인 후 청색증형과 비청색형증으로, 수술방법에 따른 중증도는 수술명 

확인 후 RACHS-1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분류하였다. MRSA 획득 유무와 MRSA 

획득 시 발생시기는 전자의무기록과 진단검사 자료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에 제공된 대상자의 식별정보는 삭제한 후 임의의 연구대상자 번호를 부

여하여 관리하였다. 개인정보와 의무기록은 컴퓨터 보안 암호화를 통해 엄격하

게 비밀을 보장하였다. 

 

7.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Version 25.0 프로그램(IBM Corp,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유의수준은 양측검정으로, p<.05 일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1) 단계별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징은 기술통계량(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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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환자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징의 동질성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chi-square test &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3) 단계별 각 군 간의 MRSA 균집락 발생의 차이는 chi-square test & 

Fisher’s exact test로 MRSA 균집락 발생 시기의 차이는 정규성을 만족

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4) 단계별 각 군 간의 MRSA 감염 발생의 차이는 chi-square test & Fisher’s 

exact test 로 분석하였다. 

5) MRSA 획득의 위험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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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연구기간 중 대상자 조건에 충족된 환아는 총 349 명이었다. 이 중 적극적 감

시배양만을 시행한 1단계에 mupirocin 연고를 사용한 환아 1명, 1년 이내 타 

병원 입원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환아 2명을 제외하여 총 346 명이 연구

에 포함되었다. 단계별 연구대상자 수는 적극적 감시배양만을 시행한 1단계에 

입원한 환아 125명, 적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를 준수한 2단계에 입

원한 환아 126 명, 적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와 더불어 클로르헥시딘 

침상 목욕을 적용한 3단계에 입원한 환아 95명이었다. 

세 단계별로 환아를 나누었을 때 성별, 나이, 몸무게, RACHS-1 risk category, 

1년 이내 입원력, 1년 이내 수술력, 소아중환자실 입실 전 재원일수, 소아중환

자실 재실일수,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및 침습적 기구 사용의 유무, 예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진단명에 따라 심장병의 종류를 분류하였을 때 1단계에 

입원한 환아는 청색증형 66명(52.8%), 비청색증형 59명(47.2%), 2 단계에 입원

한 환아는 청색증형 88명(69.8%), 비청색증형 59명(30.2%), 3 단계에 입원한 환

아는 청색증형 61명(64.2%), 비청색증형 34 명(35.8%)으로 세 단계간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18). 1년 이내 수술 여부는 세 단계간 차이가 없었지만 1년 이

내 수술 경험이 있었던 118명(34.1%)을 살펴보았을 때 1단계에 입원한 환아 중 

수술 경험이 있는 35명에 있어 32명(91.4%)은 연구대상 병원에서 3명(8.6%)은 

타 병원에서 수술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2단계와 3단계에 입원한 환아 중 수

술 경험이 있는 환아 모두는 연구대상 병원에서만의 수술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세 단계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49). 또한 1단계에 입원한 환아 중 

115명(92%)이 병동에서 10명(8%)이 타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였고, 2단계에 입원

한 환아 중 102명(81%)은 병동에서 24명(19%)은 타 중환자실을 통해 입실하였

다. 3 단계에 입원한 환아 중 79명(83.2%)은 병동에서 16명(16.8%)은 타 중환자

실에서 입실하여 세 단계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3). 항생제는 대상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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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사용되었다. 항생제를 종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cephalosporin 계열 항생

제는 1단계에 입원한 환아 100%(125명), 2단계 입원한 환아 92.9%(117 명), 3

단계에 입원한 환아 94.7%(90명)에게 사용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13). 그 외 glycopeptide 계열, aminoglycoside 계열, penicillin/beta-

lactamase inhibitor, 기타 항생제의 사용은 세 단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방된 기타 항생제로는 carbapenem 계열 11건, 

sulfonamide 계열 4건, quinolone 계열 3 건이 있었다(Table 1). 

 

 

 

 

 

 

 

 

 

 

 

 

 

 

 

 

 

 



- 22 -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Period 1, 2, and 3 

(N=346) 

Variables 
Total 

Period 1 

(n=125) 

Period 2 

(n=126) 

Period 3  

(n=95) χ2 / H p 

N (%), Mean±SD (Median, Range) 

Gender         1.538 .464 

Male 184 (53.2) 72 (57.6) 64 (50.8) 48 (50.5)   

Female 162 (46.8) 53 (42.4) 62 (49.2) 47 (49.5)   

Age (months) 14.88±26.44 

(5.00, 1.00-170.00) 

12.50±17.71 

(5.00, 1.00-122.00) 

12.22±21.95 

(4.50, 1.00-170.00) 

21.56±38.08 

(6.00, 1.00-170.00) 

2.513 .285 

Body weight (kg) 8.11±6.35 

(6.56, 1.84-55.10) 

7.50±4.16 

(6.20, 2.48-25.80) 

7.50±5.73 

(6.07, 1.84-55.10) 

9.72±8.83 

(7.40, 2.50-49.70) 

3.792 .150 

Diagnosis         7.984 .018 

Cyanotic disease 215 (62.1) 66 (52.8) 88 (69.8) 61 (64.2)   

Acyanotic disease 131 (37.9) 59 (47.2) 38 (30.2) 34 (35.8)   

RACHS-1 risk category         5.869 .838* 

1 13 (3.8) 5 (4.0) 4 (3.2) 4 (4.2)   

2 145 (41.9) 59 (47.2) 49 (38.9) 37 (38.9)   

3 126 (36.4) 37 (29.6) 51 (40.5) 38 (40.0)   

4 40 (11.6) 16 (12.8) 15 (11.9) 9 (9.5)   

6 9 (2.6) 4 (3.2) 2 (1.6) 3 (3.2)   

Not applicable†  13 (3.8) 4 (3.2) 5 (4.0) 4 (4.2)   

History of previous hospitalization within a year     0.339 .844 

 251 (72.5) 93 (74.4) 90 (71.4) 68 (71.6)   

History of previous admission (n=251)     5.047 .283 

This hospital 208 (82.9) 74 (79.6) 76 (84.4) 58 (85.3)   

Other hospital 16 (6.4) 9 (9.7) 6 (6.7) 1 (1.5)   

This & Other hospital 27 (10.8) 10 (10.8) 8 (8.9) 9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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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Variables 
Total 

Period 1 

(n=125) 

Period 2 

(n=126) 

Period 3  

(n=95) χ2 / H p 

N (%), Mean±SD (Median, Range) 

History of previous surgery within a year     3.282 .194 

 118 (34.1) 35 (28.0) 48 (38.1) 35 (36.8)   

Hospital with previous surgery (n=118)     4.925 .049* 

This hospital 115 (97.5) 32 (91.4) 48 (100.0) 35 (100.0)   

Other hospital 3 (2.5) 3 (8.6) 0 (0.0) 0 (0.0)   

Days between hospital and ICU admission     1.548 .461 

 9.49±23.53 

(1.00, 0.00-263.00) 

6.21±14.35 

(1.00, 1.00-73.00) 

12.03±29.57 

(1.00, 1.00-263.00) 

10.45±23.95 

(2.00, 0.00-161.00) 

  

ICU admission route    6.801 .033   

General ward 296 (85.5) 115 (92.0) 102 (81.0) 79 (83.2)   

Other ICU 50 (14.5) 10 (8.0) 24 (19.0) 16 (16.8)   

ICU length of stay (days)       2.923 .232 

 7.65±11.39 

(5.00, 3.00-148.00) 

8.60±16.97 

(5.00, 3.00-148.00) 

7.13±5.32 

(5.00, 3.00-32.00) 

7.07±7.51 

(4.00, 3.00-36.00) 

  

Antibiotics use 346 (100.0) 125 (100.0) 126 (100.0) 95 (100.0) Not available 

Antibiotics           

Cephalosporins 332 (96.0) 125 (100.0) 117 (92.9) 90 (94.7) 8.745 .013 

Glycopeptides 37 (10.7) 10 (8.0) 15 (11.9) 12 (12.6) 1.517 .468 

Aminoglycosides 4 (1.2) 1 (0.8) 3 (2.4) 0 (0.0) 2.233 .459* 

Penicillin/beta-lactamase inhibitors        

 53 (15.3) 16 (12.8) 20 (15.9) 17 (17.9) 1.127 .569 

Other antibiotics‡          

 14 (4.0) 6 (4.8) 4 (3.2) 4 (4.2) 0.436 .804 

Steroid use 118 (34.1) 43 (34.4) 45 (35.7) 30 (31.6) 0.420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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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Variables 
Total 

Period 1 

(n=125) 

Period 2 

(n=126) 

Period 3  

(n=95) χ2/ H p 

N (%), Mean±SD (Median, Range) 

Invasive devices use       Not available 

 346 (100.0) 125 (100.0) 126 (100.0) 95 (100.0)   

Arterial catheter 346 (100.0) 125 (100.0) 126 (100.0) 95 (100.0) Not available 

Central venous catheter       Not available 

 346 (100.0) 125 (100.0) 126 (100.0) 95 (100.0)   

Endotracheal tube 343 (99.1) 123 (98.4) 126 (100.0) 94 (98.9) 1.924 .386* 

Tracheostomy 3 (0.9) 2 (1.6) 0 (0.0) 1 (1.1) 1.924 .386* 

Urinary catheter 345 (99.7) 125 (100.0) 125 (99.2) 95 (100.0) 1.671 1.000* 

Chest tube 346 (100.0) 125 (100.0) 126 (100.0) 95 (100.0) Not available 

Nasogastric tube 339 (98.0) 121 (96.8) 125 (99.2) 93 (97.9) 1.818 .349* 

Discharge place         5.786 .152* 

General ward 326 (94.2) 120 (96.0) 116 (92.1) 90 (94.7)   

Other ICU 17 (4.9) 3 (2.4) 10 (7.9) 4 (4.2)   

Death 3 (0.9) 2 (1.6) 0 (0.0) 1 (1.1)   

ICU=intensive care unit; RACHS-1=risk adjustment for congenital heart surgery-1; SD=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one and half repair (2 cases), heart transplantation (4 cases), 

fenestration (1 case), pericardiostomy (2 cases), fibrotic muscle resection (1 case),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1 case), permanent pacemaker insertion (2 cases); ‡carbapenems 

(11 cases), sulfonamides (4 cases), quinolones (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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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RSA 균집락과 MRSA 감염 발생의 현황 

 

346명의 연구대상자 중 소아중환자실 입실 3일 이후 MRSA를 획득한 환아는 

총 17명으로 MRSA 균집락 발생 환아는 16 명, MRSA 감염 발생 환아는 1명이었

다. 

소아중환자실에서 MRSA 균집락이 발생한 월별 환아의 수는 Figure 1과 같다. 

MRSA 균집락이 발생한 환아 16명 중 13 명의 환아는 전비공에서, 3명의 환아는 

전비공과 객담에서 균집락이 발생하였다. 적극적 감시배양을 시행한 2017년 6

월부터 12월까지는 7명의 환아에게, 적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를 시

행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는 6명의 환아에게 MRSA 균집락이 발생하였다. 적

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와 더불어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을 시행하

였던 2018년 8월부터 2019 년 2월까지는 3명의 환아에게 MRSA 균집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MRSA 균집락이 발생한 환아의 수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에 입원한 환아에

서는 8명(6.4%), 2단계 입원한 환아에서는 5명(4.0%), 3단계에 입원한 환아 중

에는 3명(3.2%)에서 균집락이 발생하였다. 단계별로 MRSA 균집락이 된 환아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단계

에 입원한 환아 1 명(0.8%)에게 MRSA 감염이 발생하였고 1 단계와 3 단계에서 

MRSA 감염이 발생한 환아는 없었다. 소아중환자실에서 MRSA 감염이 발생한 환아

의 수도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세 단계별 입원환자 100 명당 MRSA 균

집락 발생률은 1단계 6.4%, 2 단계 3.97%, 3단계 3.16%로 감소하였다. 환자-일

수당 균집락 발생률인 재원일수 1,000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MRSA 균집락 발생밀

도 또한 1단계 7.44 명, 2 단계 5.56 명, 3단계 4.46 명으로 감소하였다. MRSA 균

집락의 경우 발생률과 발생밀도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 

단계별 입원환자 100 명당 MRSA 감염 발생률과 재원일수 1,000 일을 기준으로 환

산한 MRSA 감염 발생밀도는 2단계에서 발생률이 0.79%, 발생밀도 1.11 명이었지

만 1단계와 3단계는 MRSA 감염 발생 환아가 없어 계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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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 입원하여 MRSA 균집락이 발생한 환아 8명의 균집락 발생 시기 평균

은 21.38 일(±35.3일), 2 단계에 입원하여 균집락이 발생한 환아 5명의 발생 시

기 평균은 9.4일(±5.32 일), 3단계에 입원하여 균집락이 발생한 3명의 발생 시

기 평균은 15.33 일(±6.66 일)이었다. 1단계 환아 균집락 발생 시기의 중위값은 

8.5일(범위, 3~108 일), 2 단계는 중위값 8일(범위, 3~17일), 3 단계는 중위값 

17일(범위, 8~21일)이었고 통계학적으로 세 단계별 MRSA 균집락 발생 시기의 차

이는 없었다(p=.396). 2단계에 입원하여 MRSA 감염이 발생한 환아 1명의 감염 

발생까지의 기간은 10일이었고, 세 단계별 MRSA 감염 발생 시기의 차이는 1단

계와 3단계 MRSA 감염 발생 환아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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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RSA Colonization and MRSA Infection per weekly. 

ASC=active surveillance culture; CHG=chlorhexidine gluconate;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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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RSA Colonization and Infection from Period 1 to Period 3  

Variables 
Total Period 1 Period 2 Period 3 

χ2 / H p 
N (%), Mean±SD (Median, Range) 

Number of patients 346 125 126 95  

Patient days 2646 1075 899 672  

MRSA colonization (n=346)       1.480 .477 

 16 (4.6) 8 (6.4) 5 (4.0) 3 (3.2)   

Days of MRSA colonization (n=16)     1.851 .396 

 16.50±25.00 

(9.00, 3.00-108.00) 

21.38±35.30 

(8.50, 3.00-108.00) 

9.40±5.32 

(8.00, 3.00-17.00) 

15.33±6.66 

(17.00, 8.00-21.00) 

  

MRSA infection (n=346)     1.671 1.000* 

 1 (0.3) 0 (0.0) 1 (0.8) 0 (0.0)   

Days of MRSA infection (n=1)      Not available 

 10 0 10 0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SD=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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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RSA 균집락 또는 감염의 위험 요인 

 

MRSA 균집락 또는 감염 획득을 예방하기 위해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346 명의 

환아 중 MRSA 를 획득하지 않았던 329 명과 MRSA 집락화 또는 감염이 있었던 환

아 17명을 비교하였다. 각 특성에 따른 MRSA 획득 환아의 위험 요인은 Table 3

과 같다. 단변량 분석 결과 양측 검정 유의수준 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성별, 소아중환자실 재실 일수, 항생제 중 glycopeptide

계, penicillin/beta-lactamase inhibitors, 기타 항생제 사용 유무와 스테로이

드 사용 여부, 예후를 독립변수로 하여 후진제거방법으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

였다. 추정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χ2=26.799, p=.001), 

Nagelkerke의 설명력은 23%로 나타났다. Hosmer 와 Lemeshow 검정 결과 최종 모

형이 적합(χ2=19.275, p=.007)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이 자

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변량 분석 결과 스테로이드 노출 여부

가 MRSA 획득의 독립적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스테로이드 노출 시 MRSA 획

득이 4.252 배 증가(95% CI=1.152-15.694, p=.03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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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isk Factors of MRSA Acquisition  

(N=346) 

Variables 
MRSA acquisition (n=17) No MRSA (n=329) 

OR 95% CI p 
N (%), Mean±SD (Median, Range) 

Gender         

Female 4 (23.5)                                                                                       158 (48.0) 1   

Male 13 (76.5) 171 (52.0) 3.003 0.959-9.402 .059 

Age (months) 15.35±35.51  

 (5.00, 1.00-134.00) 

14.86±26.15  

 (5.00, 1.00-170.00) 

1.001 0.983-1.019 .940 

Body weight (kg) 8.93±119.72  

 (5.90, 1.84-49.70) 

8.07±6.05  

 (6.60, 2.15-55.10) 

1.018 0.955-1.084 .587 

Diagnosis        

Acyanotic disease 5 (29.4) 126 (38.3) 1   

Cyanotic disease 12 (70.6) 203 (61.7) 1.490 0.513-4.329 .464 

History of previous hospitalization within a year      

No 4 (23.5) 91 (27.7) 1   

Yes 13 (76.5) 238 (72.3) 1.232 0.395-3.91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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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Variables 
MRSA acquisition (n=17) No MRSA (n=329) 

OR 95% CI p 
N (%), Mean±SD (Median, Range) 

History of previous admission (n=251)        

This hospital 9 (69.2) 199 (83.6) 1   

Other hospital 2 (15.4) 14 (5.9) 3.159 0.622-16.044 .165 

This & Other hospital 2 (15.4) 25 (10.5) 1.769 0.362-8.654 .481 

History of previous surgery within a year       

No 9 (52.9) 219 (66.6) 1   

Yes 8 (47.1) 110 (33.4) 1.770 0.665-4.713 .253 

Days between hospital and ICU admission 11.00±308.75  

 (3.00, 0.00-59.00) 

9.42±567.07  

 (1.00, 0.00-263.00) 

1.002 0.985-1.021 .787 

ICU admission route        

General ward 14 (82.4) 282 (58.7) 1   

Other ICU 3 (17.6) 47 (14.3) 1.286 0.356-4.646 .701 

Antibiotics        

Glycopeptides 7 (41.2) 30 (9.1) 6.977 2.475-19.665 <.001 

Aminoglycosides 1 (5.9) 3 (0.9) 6.792 0.669-68.98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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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Variables 
MRSA acquisition (n=17) No MRSA (n=329) 

OR 95% CI p 
N (%), Mean±SD (Median, Range) 

Penicillin/beta-lactamase inhibitors 8 (47.1) 45 (13.7) 5.610 2.058-15.294 .001 

Other antibiotics 3 (17.6) 11 (3.3) 6.195 1.552-24.729 .010 

Steroid use        

No 4 (23.5) 224 (68.1) 1   

Yes 13 (76.5) 105 (31.9) 6.933 2.208-21.774 .001 

Discharge place        

General ward 13 (76.5) 313 (95.1) 1   

Other ICU 2 (11.8) 15 (4.6) 3.210 0.664-15.527 .147 

Death 2 (11.8) 1 (0.3) 48.154 4.099-565.737 .002 

Preemptive Isolation 9 (52.9) 212 (64.4) 0.621 0.233-1.652 .340 

2% CHG bathing 3 (17.6) 92 (28.0) 0.552 0.155-1.966 .359 

CHG=chlorhexidine gluconate; CI=confidence interval; ICU=intensive care unit;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OR=odds ratio;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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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isk Factors of MRSA 

Acquisition  

(N=346) 

Variables OR 95% CI p 

Gender     

Female 1   

Male 2.389 0.705-8.094 .162 

ICU admission period  1.015 0.975-1.057 .462 

Antibiotics  use    

Glycopeptides 1.693 0.333-8.609 .526 

Penicillin/beta-lactamase inhibitors 1.244 0.277-5.590 .776 

Other antibiotics 0.970 0.100-9.426 .979 

Steroid use 4.252 1.152-15.694 .030 

Discharge place    

General ward 1   

Other ICU 1.782 0.254-12.506 .561 

Death 9.474 0.364-246.759 .176 

CI=confidence interval; ICU=intensive care unit; OR=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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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에서 MRSA 균집락 발생률은 4.6%로 Wells 등(2013)이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300명의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대상으로 보고한 9.5%에 비해 낮았다. 

Wells 등(2013)의 연구는 MRSA 집락화와 위험요인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별한 MRSA 감염 감소를 위한 중재를 목적으로 한 연구가 아니었

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연구대상 병원의 MRSA 감소 중재가 효과적

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MRSA 획득 감소를 위한 Kim 등(2010), Holzmann-Pazgal 등(2011), Saraswat 등

(2017)의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단계별 MRSA 균집락 발생률은 MRSA 감

염관리를 강화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10)의 연구에서 1,000 재원일수당 MRSA 감염 건수는 

손위생 강조와 MRSA 배양검사를 시행한 1 기에 14.5 건, 이후 격리 프로그램을 

추가한 2기에는 9.7 건, 격리 관리와 함께 중심 혈관 내 카테터 삽입 시 피부소

독제로 2%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3기에서는 5.0 건으로 감소하였다. Holzmann-

Pazgal 등(2011)의 연구 또한 소아중환자실 입실 시 적극적 감시배양을 시행함

으로써 MRSA 획득이 1,000 환자 재원일수당 7.32 건에서 1.45 건으로 크게 감소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국외 심장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Saraswat 

등(2017)의 연구에서도 감시배양과 탈집락요법을 적용하였을 때 MRSA 전파를 

1,000 환자 재원일수당 1.6건에서 0.4 건으로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MRSA 균집락 발생률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는 않았는데 이는 각 단계별 기간이 7개월로 짧아서 비교를 위한 대상자 수

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단계별로 일부 대상자 특성 중 선천성심장병의 종류 및 

입실 경로, cephalosporin 계열 항생제 사용 등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도 기인하

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본 연구에서 단계별 MRSA 균집락 발생 시기의 평균 기간을 보면 1단계의 

MRSA 균집락 발생 시기가 2단계와 3단계보다 지연되는 듯했다. 하지만 균집락 

발생까지 1단계 환아는 3~108일, 2단계 환아는 3~17 일, 3단계 환아는 8~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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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이를 통해 1단계 환아 1명의 균집락 발생일이 108일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환아로 인해 평균값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 재실

일수와 MRSA 균집락 발생까지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소아중환자실 평균 재실 일

수는 7.65 일(±11.39일)인데 반해, MRSA 균집락 발생까지의 평균 기간은 16.5

일(±25일)로 재실 기간보다 MRSA 균집락 발생까지의 기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1단계의 108일만에 MRSA 균집락이 발생한 환아 때문에 발생까지

의 기간이 길어진 것일 수 있지만 1 단계를 제외한 2단계 MRSA 균집락이 발생한 

환아는 평균 9.4일(±5.32 일), 3단계 발생 환아는 평균 15.33 일(±6.66 일)로 

조사되어 장기간 입원한 환아에게 MRSA 균집락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기간 중 연구대상 병원 소아중환자실의 MRSA 가 원인인 의료관련감염은 접

촉주의 선제격리를 시행했던 2단계에만 1명 발생하였고 2단계의 MRSA 감염 발

생률은 0.79%, 발생밀도는 1.11명이었다. 이는 국내 내∙외과 성인 중환자실에서 

강화된 접촉주의와 적극적 감시배양 적용함으로써 MRSA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이 

2.2%에서 0.5%, 연환자일 1,000일당 3.6 건에서 1.0 건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Choi 등(2010)의 중재 후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Choi 

등(2010)의 연구는 성인 내과와 외과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접촉주의 이

행을 직접 관찰하며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소아 심장수술 환아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후향적으로 자료를 조사한 본 연구와의 직접 비

교가 어렵다. 그렇지만 MRSA 적극적 감시배양과 접촉주의의 준수가 MRSA 의료관

련감염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MRSA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준

수가 MRSA 감염 발생을 감소시켰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MRSA 균집락이나 감염 획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못한 이유는 첫째, 균집락이나 MRSA 감염을 획득한 환아의 수가 현저히 적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MRSA 감염은 연구 기간 중 1명의 환아에게만 발생하여 

판단이 어렵기는 하지만, MRSA 균집락의 경우 단계별로 MRSA 감염관리를 강화함

에 따라 MRSA 발생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MRSA를 획득한 

환아의 수가 많았다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둘

째, 연구대상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1단계의 적극적 감시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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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효과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구 기간 중 MRSA 획득률은 선행연

구와 비슷하거나 낮았고 MRSA 감염은 단 1명의 환아에서만 발생하여 거의 생기

지 않았으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감시배양과 탈집락요법 등으로 MRSA 감염

관리를 강화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MRSA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MRSA 적극적 감시

배양을 적용하였던 1단계의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MRSA 감염관리의 효과를 확실

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가 MRSA 획득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아니었다. MRSA 획득 환아의 경우 MRSA 획득 전까지의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MRSA 획득 전이 아닌 MRSA 획득 후 소아중환자실 퇴실까지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한 변수 중 재실 일수, 종류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의 

사용, 예후를 제외한 변수가 소아중환자실 입실일에 이미 결정된 변수였다. 종

류별 항생제 사용의 경우 cephalosporin 계열은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로 기존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을 때 입실 초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였다. 또한 

스테로이드는 주로 환아 입실 초기 급성기 때 경과에 따라 3일이나 5일 이내 

기간을 두고 사용 후 중단하거나 인공호흡기 이탈 후 흡기 시 천음을 동반한 호

흡곤란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실 초기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MRSA 획득 예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위험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

변량 분석 결과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MRSA 획득의 독립적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과거 입원력이 MRSA 집락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한 Wells 등(201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입실 시 감

시배양에서 MRSA 가 분리된 환아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실 3일 이후 MRSA

를 획득한 환아만을 연구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심장수술 특히, 인공 

심폐기를 사용하는 개심 수술 환아에 있어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아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아는 중증도가 높으며 스테

로이드의 사용으로 면역 저하의 가능성이 있어 감염 획득의 기회가 증가했기 때

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이 MRSA 획득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고 사료된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만을 조사했을 뿐 사용 시점과 기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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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는 못했고 MRSA 획득 후에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환아의 사례가 있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소아중환자실 내 심장수술 환아의 MRSA 획득을 감소시키기 위

해 적극적인 감시배양을 실시하며 감시배양 결과가 확인되기 전 접촉주의 선제

격리를 준수하고 클로르헥시딘 침상 목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스테로이드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RSA 획득이 과소평가 되었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중환자실 퇴실 시 MRSA 감시배양을 일상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재원 일수 5일 이상인 환아에게 1주일 간격으로 매주 수요일에만 

MRSA 감시배양을 실시한다는 연구대상병원 소아중환자실 내 기준이 있었기에 퇴

실한 환아는 MRSA 감시배양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균집락이 되었음에도 알지 못한 채로 퇴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후향적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한 MRSA 감염관리 방법이 정확히 지

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감시배양과 접촉주의 선제격리, 클로르헥시

딘 침상 목욕은 연구대상병원 소아중환자실의 원칙과 기준이 명시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례로 5 일 이상 재원 중인 환자에 한해 MRSA 감시배양을 실시한다는 원

칙을 위배하여 재원기간 5 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감시배양을 실시하여 균집락

이 되었던 사례들이 있었다. 셋째, 연구대상병원 소아중환자실의 적극적 감시배

양 전 시기의 MRSA 획득률을 조사하지 못해 적극적 감시배양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넷째, 손위생 이행도와 MRSA 획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연구

기간 손위생 이행도의 자료 수집을 하지 못해 손위생 이행도와 MRSA 획득 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 뿐 아니라 연구 기간이 짧고 MRSA를 획득한 환아

의 수가 적어 유의미한 통계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였고, 위험요인의 경우 MRSA 를 

획득한 환아들에서 획득 전까지의 특성이 아닌 재원 기간 동안의 특성을 조사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MRSA 외

에 다른 의료관련감염이나 내성균에 의한 균집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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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질환군인 심장수술 환

아를 대상으로 MRSA 획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감염관리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의료기관 간 협력 연구를 통해 소아중환자실에서 

심장수술 환아의 MRSA 집락화 및 감염 획득 감소를 위한 최상의 감염관리 전략

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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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MRSA 균집락 및 감염 획득은 선행연구와 비슷하거나 낮았다. 적극적 감시배양, 

접촉주의 선제격리, 클로르헥시딘 침상 목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MRSA 

균집락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가 MRSA 획득의 독립적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손위생 이행도를 비롯해 MRSA 감염관리 이행도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적극적 감시배양 전 시기와 단계별 MRSA 감염관리 방법을 적용한 시기의 

MRSA 획득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향후 의료기관 간 협력 연구를 통해 단계별 MRSA 감염관리 방법을 확대 적

용함으로써 MRSA 획득 감소의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언한다. 

4) 의료관련감염의 원인균을 MRSA로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미생물로 확장함으

로써 단계별 감염관리의 차이를 규명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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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료수집도구 

연구제목 
소아중환자실에서 심장수술 환아에게 적용한  

적극적 감시배양과 선제격리,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소에 미치는 효과 

대상자 일련번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1=남 □2=여 2. 연령 □(년)□(개월)□(일) 3. 체중 □□.□□(kg) 

4-1. 주진단명  

4-2. 심장병종류 □1=비청색증형     □2=청색증형 

5-1. 수술명  

5-2. 중증도(RACHS-1) □1=1군 □2=2군 □3=3군 □4=4군 □5=5군 □6=6 군  □99=기타 

6-1. 1년 이내 입원력 □1=유             □2=무 

6-2. 입원력 있을 시 □1=연구대상병원   □2=비연구대상병원 

6-3. 1년 이내 수술력 □1=유             □2=무 

6-4. 수술력 있을 시 □1=연구대상병원   □2=비연구대상병원 

6-5. 종류(중복체크 가능) □1=심장 □2=소화계 □3=신경계 □4=호흡계 □5=비뇨계 

□6=순환계 □7=근골격계 □8=신생물 □99=기타(         ) 

7. 입실 전 재원일수 □□□(일) 

(입원일 □□□□-□□-□□ ~ PICU입실일 □□□□-□□-□□) 

8. 입실경로 □1=병동           □2=타 중환자실       □3=소아응급실 

□4=비연구대상병원 □99=기타(          ) 

9. 재실일수  □□□(일) 

(입실일 □□□□-□□-□□ ~ 퇴실일 □□□□-□□-□□) 

10-1. 항생제 사용 □1=유             □2=무 

10-2. 종류 

(중복체크 가능) 

□1=Cepahlosporin 계 □2=Glycopeptide 계 □3= Aminoglycoside 계 

□4= Penicillin/β-lactamase inhibitors □99=기타(          ) 

11. Corticosteroid  □1=유             □2=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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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침습적 기구사용 □1=유             □2=무 

12-2. 종류(중복체크가능) □1=동맥관         □2=중심정맥관        □3=기관내관  

□4=기관절개관     □5=유치도뇨관        □6=흉관배액관  

□7=위장관  

13. 예후 □1=병동   □2=타 중환자실   □3=전원   □4=귀가   □5=사망 

 

MRSA 획득 

14-1. MRSA 균집락 □1=유        □2=무 

14-2. 분리부위 (중복체크 가능) □1=전비공    □2=객담 

□3=임상검체  □99=기타 (          ) 

14-3. 첫 획득일 □□□□-□□-□□ 

15. MRSA 감염 □1=유     □2=무 

BSI □1=유     □2=무 감염 발생일 □□□□-□□-□□ 

UTI □1=유     □2=무 감염 발생일 □□□□-□□-□□ 

Pneumonia □1=유     □2=무 감염 발생일 □□□□-□□-□□ 

SSI □1=유     □2=무 감염 발생일 □□□□-□□-□□ 

기타감염(           ) □1=유     □2=무 감염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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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RACHS-1 분류 도구 

RACHS-1 수술방법 

카테고리 1 Atrial septal defect surgery (including atrial septal defect secundum, sinus venosus atrial septal defect, patent foramen 

ovaleclosure), Aortopexy, Patent ductus arteriosus surgery at age >30 d, Coarctation repair at age >30 d, Partially anomalous 

pulmonary venous connection surgery 

카테고리 2 Aortic valvotomy or valvuloplasty at age >30 d, Subaortic stenosis resection, Pulmonary valvotomy or valvuloplasty, Pulmonary valve 

replacement, Right ventricular infundibulectomy, Pulmonary outflow tract augmentation, Repair of coronary artery fistula, Atrial 

septal defect and ventricular septal defect repair, Atrial septal defect primum repair, Ventricular septal defect repair, Ventricular 

septal defect closure and pulmonary valvotomy or infundibular resection, Ventricular septal defect closure and pulmonary artery band 

removal, Repair of unspecified septal defect, Total repair of tetralogy of Fallot, Repair of total anomalous pulmonary veins at age 

>30 d, Glenn shunt, Vascular ring surgery, Repair of aorta-pulmonary window, Coarctation repair at age ≤30 d, Repair of pulmonary 

artery stenosis, Transection of pulmonary artery, Common atrium closure, Left ventricular to right atrial shunt repair 

카테고리 3 Aortic valve replacement, Ross procedure,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patch, Ventriculomyotomy, Aortoplasty, Mitral valvotomy or 

valvuloplasty, Mitral valve replacement, Valvectomy of tricuspid valve, Tricuspid valvotomy or valvuloplasty, Tricuspid valve  

replacement, Tricuspid valve repositioning for Ebstein anomaly at age >30 d, Repair of anomalous coronary artery without 

intrapulmonarytunnel, Repair of anomalous coronary artery with intrapulmonary tunnel(Takeuchi), Closure of semilunar valve, aortic 

or pulmonary, Right ventricular to pulmonary artery conduit, Left ventricular to pulmonary artery conduit, Repair of double-outlet 

right ventricle with or without repair of right ventricular obstruction, Fontan procedure, Repair of transitional or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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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ioventricular canal with or without valve replacement, Pulmonary artery banding, Repair of tetralogy of Fallot with pulmonary 

atresia, Repair of cor triatriatum, Systemic to pulmonary artery shunt, Atrial switch operation, Arterial switch operation, 

Reimplantation of anomalous pulmonary artery, Annuloplasty, Repair of coarctation and ventricular septal defect closure, Excision of 

intracardiac tumor 

카테고리 4 Aortic valvotomy or valvuloplasty at age ≤30 d, Konno procedure, Repair of complex anomaly (single ventricle) by ventricular 

septaldefect enlargement, Repair of total anomalous pulmonary veins at age ≤30 d, Atrial septectomy, Repair of transposition, 

ventricular septal defect, and subpul-monary stenosis (Rastelli), Atrial switch operation with ventricular septal defect closure, 

Atrial switch operation with repair of subpulmonary stenosis, Arterial switch operation with pulmonary artery band removal, Arterial 

switch operation with ventricular septal defect closure, Arterial switch operation with repair of subpulmonary stenosis, Repair of 

truncus arteriosus, Repair of hypoplastic or interrupted arch without ventricular septal defect closure, Repair of hypoplastic or 

interrupted aortic arch with ventricularseptal defect closure, Transverse arch graft, Unifocalization for tetralogy of Fallot and 

pulmonary atresia Double switch 

카테고리 5 Tricuspid valve repositioning for neonatal Ebstein anomaly at age≤30 d, Repair of truncus arteriosus and interrupted arch 

카테고리 6 Stage 1 repair of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Norwood operation), Stage 1 repair of non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conditions, 

Damus-Kaye-Stanse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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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20년 KONIS 진단기준 

 

◈ 혈류감염(Bloodstream Infection, BSI) 

다음의 진단 기준 1, 2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하여야한다. 

[진단 기준 1] 임상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배양(culture) 또는 비배양검사(non-culture based 

testing)를 시행 한 결과, 1 개 또는 그 이상의 혈액검체에서 병원성으로 인정되는 균주가 분리되

고, 혈액 검체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없는 경우 

[진단 기준 2] 발열(>38℃)이나 오한(chills) 또는 저혈압(hypotension) 중 적어도 1 개의 증상이 

있고, 독립적으로 채혈한 두 개 이상의 혈액검체에서 피부상재균(Corynebacterium spp.[C. 

diphtheriae 제외], Bacillus spp.[not B. anthracis], Propionibacterium spp.,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S. epidermidis 포함], viridans group streptococci [Streptococcus 

mitior, S. mitis, S. mutans, S. salivarius], Aerococcus spp., Micrococcus spp.)이 분리되고, 

혈액검체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없는 경우 

★ 1 세 미만 영아의 경우 

다음의 진단 기준 1, 2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진단 기준 1] 임상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배양(culture) 또는 비배양(non-culture based 

testing) 검사를 시행한 결과, 1 개 또는 그 이상의 혈액검체에서 병원성으로 인정되는 균주가 분

리되고, 혈액검체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없는 경우 

[진단 기준 2] 38℃ 이상의 발열, 36℃ 미만의 저체온, 무호흡 [호흡이 20 초 이상 정지하거나, 20

초 미만이더라도 청색증(SaO2<85%)이나 서맥(심박수<100 회/분)을 동반하는 경우], 서맥(심박수

<100 회/분) 중 1 개 이상의 증상이 있고, 독립적으로 채혈한 두 개 이상의 혈액 검체에서 보통의 

피부상재균(Corynebacterium spp., Bacillus spp[not B. anthracis]., Propionibacterium spp.,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including S. epidermidis], viridans group streptococci 

[Streptococcus mitior, S. mitis, S. mutans, S. salivarius], Aerococcus spp., Micrococcus spp.) 

이 분리되고, 혈액검체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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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 UTI) 

1. 증상이 있는 요로감염 

다음의 진단 기준 1 과 2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하여야한다. 

[진단 기준 1a] 소변 배양 시 2 일을 초과하여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염발생일 또는 감

염발생일 전일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로, 발열(>38℃), 치골상부 압통(suprapubic 

tenderness), 늑척추각 동통이나 압통(costovertebral angle pain ortenderness), 빈뇨(frequency), 

절박뇨(urgency), 배뇨곤란(dysuria) 중 1 개가 있으면서, 소변배양에서 2 종류 이하의 균이 자라

면서 적어도 1 종류의 균이 10⁵CFU/mL 이상 분리되는 경우 

[진단 기준 1b] 소변 배양 시 유치도뇨관을 2 일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감염발생일 

또는 감염발생일 전일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발열(>38℃, 65 세이하), 치골상부 

압통, 늑척추각 동통이나 압통, 빈뇨(frequency), 절박뇨(urgency), 배뇨곤란(dysuria) 중 1 개가 

있으면서, 소변배양에서 2 종류 이하의 균이 자라면서 적어도 1 종류의 균이 10⁵CFU/mL 이상 분리

되는 경우 

 

2. 무증상 균혈증 요로감염 

[진단 기준] (1) 유치도뇨관 삽입여부와 관계없이, 발열(>38°C), 치골상부 압통, 늑골척추각 동

통이나 압통, 빈뇨, 절박뇨, 배뇨곤란의 증상이 없고, 

(2) 소변배양에서 2 종류 이하의 요로병원성균(uropathogen microorganisms*)이 자라면서 적어도 1

종류의 균이 10⁵CFU/mL 이상 분리되고, 

(3) 소변배양에서 요로병원성 균이 분리된 경우 균 중 적어도 1 개가 혈액검체(임상진단이나 치료

의 목적으로 시행한 배양 또는 비배양검사)에서 나온 경우이거나, 소변배양에서 피부상재균이 분

리된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채혈한 두 개 이상의 혈액검체에서 동일한 균이 분리되고, 발열 없이 

오한 또는 저혈압이 동반된 경우 

 

◈ 폐렴(Pneumonia, PNEU) 

1. 임상적으로 정의한 폐렴(PNEU1) 

(1) 방사선검사: 둘 또는 그 이상의 연속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새로 

발생하여 지속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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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침윤(infiltrate)     b. 경화(consolidation)     c. 공동(cavitation) 

(2) 증상 및 징후: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a. 열(>38℃)     b. 백혈구감소(≤4,000 WBC/mm3) 또는 백혈구증가(≥12,000 WBC/mm3)  

c. 70 세 이상이라면 확인된 다른 원인이 없는 의식변화  

그리고 다음 중 둘 이상이있다  

a. 새로운 농성 객담, 객담 양상의 변화, 호흡기분비물 증가, 흡인술 요구도의 증가 

b.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기침, 호흡곤란, 빈호흡     c. 수포음 또는 기관지 호흡음  

d. 가스교환 악화(O2 포화도감소[PaO2/FiO2≤240]), 산소요구량 증가, 환기 요구도 증가 

 

2. 특이적 검사소견으로 정의한 폐렴(PNEU2) 

1) 흔한 세균 또는 진균(사상균) 폐렴 

(1) 방사선검사: 둘 또는 그 이상의 연속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새로 

발생하여 지속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a. 침윤(infiltrate)     b. 경화(consolidation)     c. 공동(cavitation) 

(2) 증상 및 징후: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a. 열(>38℃)     b. 백혈구감소(≤4,000 WBC/mm3) 또는 백혈구증가(≥12,000 WBC/mm3)  

c. 70 세 이상이라면 확인된 다른 원인이 없는 의식변화  

그리고 다음 중 둘 이상이있다  

a. 새로운 농성 객담, 객담 양상의 변화, 호흡기 분비물 증가, 흡인술 요구도의 증가 

b.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기침, 호흡곤란, 빈호흡     c. 수포음 또는 기관지 호흡음  

d. 가스교환 악화(O2 포화도감소[PaO2/FiO2≤240]), 산소요구량 증가, 환기 요구도 증가 

(3) 검사: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a. 혈액 배양 양성이며,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련 없다.  

b. 흉수배양 양성      c. 최소한으로 오염된 LRT 검체(BAL 또는 PSB 등) 정량배양 양성 

d. BAL 검체의현미경검사(그람염색)에서 세포 내 박테리아가 포함된 세포가≥5%  

e. 폐 조직의 정량배양 양성  

f. 조직 병리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폐렴의 근거가 있다 

- 세기관지와 폐포에 농양 형성 또는 많은 다형핵 백혈구(PMN) 축적을 동반한 폐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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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균 균사 또는 가성 균사의 폐실질 조직 침범 

 

2) 바이러스, 레지오넬라,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또는 기타 드문 병원체에 의한 폐렴 

(1) 방사선검사: 둘 또는 그 이상의 연속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새로 발생하여 지속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a. 침윤(infiltrate)     b. 경화(consolidation)     c. 공동(cavitation) 

(2) 증상 및 징후: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a. 열(>38℃)     b. 백혈구감소(≤4,000 WBC/mm3) 또는 백혈구증가(≥12,000 WBC/mm3)  

c. 70 세 이상이라면 확인된 다른 원인이 없는 의식변화  

그리고 다음 중 둘 이상이있다  

a. 새로운 농성 객담, 객담 양상의 변화, 호흡기분비물 증가, 흡인술 요구도의 증가 

b.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기침, 호흡곤란, 빈호흡 

c. 수포음 또는 기관지 호흡음  

d. 가스교환 악화(O2 포화도감소[PaO2/FiO2≤240]), 산소요구량 증가, 환기 요구도 증가 

(3) 검사: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a. 바이러스, 백일해, 레지오넬라,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를 진단목적으로 시행한 호흡기 

분비물, 폐 조직 배양 또는 비배양적검사(IFA, PCR 등)를 통해 확인 

b. 짝지은 급성기, 회복기 혈청검사에서 병원체 IgG 가 4 배 이상 상승 

c. 짝지은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간접 IFA 검사에서 Legionella pneumophila serogroup 1 항체

가가≥1:128 로 4 배 상승 

d. 소변 L.pneumophila serogroup 1 항원양성(RIA 또는 EIA) 

 

3. 면역저하환자 폐렴(PNEU3) 

(1) 방사선검사: 둘 또는 그 이상의 연속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새로 

발생하여 지속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a. 침윤(infiltrate)     b. 경화(consolidation)     c. 공동(cavitation) 

(2) 증상 및 징후: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a. 열(>38℃)     b. 백혈구감소(≤4,000 WBC/mm3) 또는 백혈구증가(≥12,000 WBC/m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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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70 세 이상이라면 확인된 다른 원인이 없는 의식변화  

그리고 다음 중 둘 이상이있다  

a. 새로운 농성 객담, 객담 양상의 변화, 호흡기분비물 증가, 흡인술 요구도의 증가 

b.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기침, 호흡곤란, 빈호흡     c. 수포음 또는 기관지 호흡음  

d. 가스교환 악화(O2 포화도감소[PaO2/FiO2≤240]), 산소요구량 증가, 환기 요구도 증가      

e. 객혈     f. 흉막통 

(3) 검사: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다. 

a. Candida spp.가 혈액과 객담, 경기관지흡인, BAL, PSB 검체 배양에서 일관되게 양성 

b. 최소한으로오염된 LRT 검체(BAL, PSB 등)에서 다음 중 진균 감염의 근거가 하나 이상 있다. 

- 직접적인 현미경관찰     - 진균 배양 양성     - 비배양적 검사 

c. PNEU2 의 검사기준 중 하나 이상이 있다 

 

◈ 수술부위 감염(Surgical Site Infection, SSI) 

1. 표재성 수술부위감염(Superficial Incisional SSI) 

수술 후 30 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으로 수술절개 부위의 피부 및 피하조직에 국한하여 발생한 감염

이며 다음의 4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1) 피부 절개 부위의 고름 분비물 배출 

(2) 임상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한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를 통해 표재성 절개 부위나 피

하 조직으로부터 무균적으로 채취한 검체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적극적 감시배양/검사[Active 

Surveillance Culture/Testing]제외) 

(3) 외과의나 담당의료진 또는 다른 관련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표재성 절개 부위를 개방한 경우

로, 배양이나 비배양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이면서 

그리고(And) 통증 또는 압통, 국소 부종, 발적, 열감 중 1 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4) 외과의나 담당의료진 또는 다른 관련 의료진이 표재성 수술부위감염으로 진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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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부 수술부위감염(Deep Incisional SSI)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 후 30 일 또는 90 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으로 수술 절개 부위의 심부 

연조직(예, 근막층, 근육층 등)에 발생한 감염이며 다음 3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포함하

는 경우이다. 

(1) 심부 절개 부위에서 고름 분비물이 배출 

(2) 심부 절개 부위가 저절로 벌어지거나, 외과의나 담당의료진 또는 다른 관련 의료진이 의도적

으로 심부 절개 부위를 개방 또는 흡입하였고, 임상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한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를 통해 심부 절개 부위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적극적 감시 배양/검사 [Active 

Surveillance Culture/Testing] 제외)나, 배양이나 비배양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이면서 

그리고(and) 발열 (＞38 ℃)이나 국소 통증 또는 압통 중 1 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배

양 또는 비배양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3) 농양이 있거나, 심부 절개부위 감염의 다른 증거가 육안소견이나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영

상검사로 확인된 경우 

 

3. 기관/강 수술부위감염 (Organ/Space SSI)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 후 30 일 또는 90 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으로 수술 도중 개방되거나 수

술이 시행된 부위로, 근막/근육층보다 더 깊은 신체부위에 발생한 감염이며 다음 3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1) 기관/강에 삽입된 배관에서 농이 배출되는 경우, 개방형 배액관 [open drain], T-관 [T-tube 

drain], CT 유도배액[CT guided drainage] 등) 

(2) 임상진단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한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를 통해 기관/강으로부터 무균적

으로 채취한 체액이나 조직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적극적 감시 배양/검사 [Active Surveillance 

Culture/Testing]제외) 

(3) 농양이 있거나, 기관/강의 감염의 다른 증거가 육안 소견, 조직병리 검사 또는 영상 검사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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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감염 

1. 골관절감염(BJ; Bone and Joint Infection) 

1) 뼈(BONE) - 골수염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환자 뼈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골수염이 확인 

(3)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국소적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최소 2 가지가 있는 경우: 

발열(>38.0°C), 부기, 통증 또는 압통, 온열, 또는 배농 

그리고 다음 2 개의 세부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이 확인되고 영

상검사에서 골수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골수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b. 영상검사에서 골수염을 추정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골수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2) 디스크(DISC) - 디스크공간 감염 

척추 디스크공간 감염은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환자 척추디스크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디스크공간 감염이 확인 

(3) 발열(>38.0°C)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침범된 디스크 부위의 통증 중 최소 1 가지가 

있음 

그리고 다음 2 개의 세부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임상진단과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균이 확인되고 영상

검사에서 디스크공간 감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디스크

공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b. 영상검사에서 디스크공간 감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디스크공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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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절 또는 활막(JNT) - 관절염 또는 활막염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관절액 또는 활막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이 확인  

(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관절염 또는 활막염이 확인  

(3)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부종, 통증, 또는 압통, 온열감, 삼출액의 존재,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 중 최소 2 가지가 있음  

그리고 다음 4 개의 세부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관절액 백혈구 수의 상승(보고 기관의 검사기준) 또는 관절액 백혈구 에스테라제 스트립 검

사의 양성 결과  

b. 관절액 그람염색에서 세균과 백혈구 관찰  

c.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균이 확인  

d. 영상검사에서 감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관절염 또는 

활막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4) 인공관절(PJI) - 인공관절 주변부위 감염  

(인공고관절과 인공슬관절 치환술과 관련된 장기/강-수술부위감염에만 적용됨)  

인공관절 또는 주변부위 감염은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인공관절 주변 검체(조직 또는 체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2 개 이상의 임상 검체에서 

최소 1 개 이상 동일한 미생물이 확인  

(2) 관절과 이어지는 농루(sinus tract)*  

(3) 다음 5 개의 세부 검사실 기준 중 3 가지를 만족**  

a. 혈청 CRP 상승(>100 mg/L)과 ESR 상승(>30 mm/hr)  

b. 활막액의 백혈구 상승(>10,000 cells/uL) 또는 활막액의 백혈구 에스테라제 스트립 검사결과

가 ++ (또는 그 이상)  

c. 활막액의 다형핵 백혈구 백분율 상승(PMN% >90%)  

d. 인공관절 주변부위 조직에서 다형핵 백혈구(PMNs)가 관찰(>5 개/고배율관찰)  

e. 관절주변부위 검체(조직 또는 체액) 1 개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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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루는 피부 밑의 좁은 통로 또는 통로로 정의되며 연조직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나 연장되어 농

양 형성의 가능성 이 있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 세부 검사실 기준은 인공고관절과 인공슬관절 치환술 후 수술부위감염의 감시 목적으로만 적용

되며, 급성 또는 만성 인공관절감염의 임상적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중추신경계감염(CNS;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1) 두개골내(IC) - 두개골내 감염 (뇌 농양, 경막하 또는 경막외 감염, 뇌염) 두개골내 감염은 다

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뇌조직 또는 경막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이 

확인  

(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농양 또는 두개골내 감염이 확인 (3)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최소 2 가지가 있는 경우: 발열(>38.0°C), 두통*, 현

기증*, 국소 신경계 증후*, 의식수준의 변화*, 또는 혼동*.  

그리고 다음 3 개의 세부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세침흡인, 침습적 시술 또는 부검을 통해 얻은 뇌조직 또는 농양 검체의 현미경 관찰에서 미

생물확인  

b. 영상검사에서(예: 초음파, CT 스캔, MRI, 방사성 동위원소스캔, 또는 동맥혈관조영 등]) 감

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임상적 관련성이 뒷받침(예: 두

개골내 감염에 대한 항생 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c. 진단적 의미가 있는 특이 IgM 항체 역가 상승 또는 급성기 혈청 대비 회복기 혈청에서 특이 

IgG 항체 역가의 4 배 상승  

★ 1 세 이하 환자는 다음 증상 또는 징후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발열(>38℃), 저체온(<36℃), 무호흡*, 서맥*, 국소 신경계 징후*, 의식수준의 변화*(예, 과민성, 

수유량 감소, 기면) (*은 다른 원인이 없어야 함)  

그리고 다음 중 최소 1 가지를 만족  

a. 세침흡인, 침습적 시술 또는 부검을 통해 얻은 뇌조직 또는 농양 검체의 현미경 관찰에서 미

생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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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상검사에서(예: 초음파, CT 스캔, MRI, 방사성 동위원소스캔, 또는 동맥혈관조영 등]) 감

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임상적 관련성이 뒷받침(예: 두

개골내 감염에 대한 항생 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c. 진단적 의미가 있는 특이 IgM 항체 역가 상승 또는 급성기 혈청 대비 회복기 혈청에서 특이 

IgG 항체 역가의 4 배 상승 

 

2) 뇌수막 또는 뇌실(MEN) - 뇌수막염 또는 뇌실염  

뇌수막염 또는 뇌실염은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미생물학적 진단: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뇌척수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환자는 다음 중 최소 2 가지 임상증후 또는 증상을 가지고 있어야 함  

i. 발열(>38.0°C) 또는 두통     ii. 다른 원인이 없는 뇌막자극 징후  

iii.. 다른 원인이 없는 중추신경이상 징후  

그리고 다음 4 개의 세부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뇌척수액 내 백혈구 상승, 단백질 상승, 그리고 포도당 감소(보고 기관의 검사실 기준)  

b. 뇌척수액의 그람염색에서 미생물확인  

c.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d. 특이 IgM 항체가의 의미 있는 상승 또는 급성기 혈청 대비 회복기 혈청에서 특이 IgG 항체가

의 4 배 상승  

★ 1 세 이하 환자는 다음 요소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 발열(>38℃), 저체온(<36℃), 무호흡*, 서맥*, 또는 과민성*   - 수막 징후*   - 뇌신경 징후* 

(* 다른 원인이 없음) 

그리고 다음 중 최소 1 가지를 만족 

a. 뇌척수액 내 백혈구 상승, 단백질 상승, 그리고 포도당 감소(보고 기관의 검사실 기준) 

b. 뇌척수액의 그람염색에서 미생물확인 

c.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d. 특이 IgM 항체가의 의미 있는 상승 또는 급성기 혈청 대비 회복기 혈청에서 특이 IgG 항체가

의 4 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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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수농양(SA) - 수막염을 동반하지 않은 척수농양 

뇌척수액 또는 인접한 골 조직의 침범이 없는 척수 경막하 또는 경막외 농양은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경막하 또는 경막외 농양 검체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이 확인 

(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척수 경막하 또는 경막외 공간에서 농양이 확인 

(3)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최소 1 가지가 있는 경우: 발열

(>38.0°C), 요통, 또는 압통, 신경근염, 불완전하반신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그리고 다음 2 개의 세부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그리고 영상검사에서 척수농양의 존재를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임상적 관련성이 뒷받침(예: 척추농양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b. 영상검사에서 감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임상적 관련

성이 뒷받침(예: 척수농양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3. 심혈관계감염(CVS; Cardiovascular System Infection) 

1) 심근 또는 심낭(CARD) - 심근염 또는 심낭염 

심근염 또는 심낭염은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미생물학적 진단: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심낭조직 또는 심낭액의 배양 또는 비배

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국소적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최소 2 가지가 있는 경우: 

발열(>38.0°C), 흉통, 모순맥박(paradoxical pulse), 또는 심장 크기의 증가 

그리고 다음 2 개의 세부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심근염이나 심낭염과 일치하는 심전도 이상 

b. 심장 조직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증거 

c. 급성기 혈청에 비해 회복기 혈청에서 IgG 항체역가의 4 배 상승 

d. 심초음파, CT 스캔, MRI 또는 혈관 조영술로 확인된 심낭 삼출액 

★ 1 세 이하 환자는 다음 증상 또는 징후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발열(>38℃), 저체온(<36℃), 무호흡*, 서맥*, 모순맥박*, 또는 심장 크기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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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원인이 없음) 

그리고 다음 중 최소 1 가지를 만족 

a. 심근염이나 심낭염과 일치하는 심전도 이상   

b. 심장 조직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증거 

c. 급성기 혈청에 비해 회복기 혈청에서 IgG 항체역가의 4 배 상승 

d. 심초음파, CT 스캔, MRI 또는 혈관 조영술로 확인된 심낭 삼출액 

 

2) 심내막(ENDO) – 심내막염 

자연판막 또는 인공판막에 생긴 심내막염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심장 증식(심박동조율기/삽입형 제세동기의 유도에 생긴 증식을 포함), 심장에서 유래된 색전

성 증식(예: 고형 장기 농양), 또는 심장내 농양의 배양검사에서 미생물확인 

(2) 심장 증식, 심장에서 유래된 색전성 증식, 또는 심장내 농양의 조직검사에서 미생물확인 

(3) 심장 증식이나 심장내 농양의 조직병리 검사에서 심내막염이 확인 

(4) 다음 심내막염의 심초음파 진단기준 중 적어도 1 가지 이상을 만족 

i. 심장 판막이나 지지 구조물에 생긴 증식; 만일 심초음파에서 증식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면 임

상적 관련성이 뒷받침되는 경우(예: 심내막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ii.심장내 농양     iii. 인공판막의 분리결손이 새로 관찰 

 그리고 다음 세부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전형적인 심내막염의 원인균(즉, Viridans group streptococci, Streptococcus bovis, 

Haemophilus spp.,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Cardiobacterium hominis, Eikenella 

corrodens, Kingella spp., S. aureus)이 동일한 날 또는 연속된 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채혈한 

혈액 ≥2 쌍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확인 

b. Coxiella burnetii 가 배양검사에서 확인되거나 특이항체 IgG 항체역가가 >1:800 으로 측정 

(5) 다음 중 최소 3 가지 이상을 충족 

i. 이전의 심내막염, 인공판막, 교정되지 않은 선천성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의 병력, 

비후폐쇄성 심근병증, 또는 정맥주사 사용력      

ii. 발열(>3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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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혈관 현상: 주요 동맥 색전증, 패혈성 혈전에 의한 폐 경색, 감염성 동맥류(영상검사에서 

진단, 수술로 관찰되거나 육안적 병리결과에서 기술), 두개골내 출혈, 결막 출혈, 또는 Janeway 

병변이 기록 

iv. 면역 현상: 사구체신염(문서 또는 의무기록, 또는 요검사에서 백혈구 또는 적혈구 캐스트), 

Osler 결절, 망막의 Roth 반점, 또는 류마티스인자의 양성 결과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전형적인 심내막염의 원인균(즉, Viridans group streptococci, Streptococcus bovis, 

Haemophilus spp., Actino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Cardiobacterium hominis, Eikenella 

corrodens, Kingella spp., S. aureus)이 동일한 날 또는 연속된 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채혈한 

혈액 ≥2 쌍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확인 

b. Coxiella burnetii 가 배양검사에서 확인되거나 특이항체 IgG 항체역가가 >1:800 으로 측정 

(6) 다음 심초음파 진단기준 중 최소 1 가지 이상 충족; 만일 심초음파에서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임상적 관련성이 뒷받침(예: 심내막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i. 심장 판막이나 지지 구조물에 생긴 증식 관찰     ii. 심장내 농양 관찰 

iii. 새로운 인공판막의 분리결손 관찰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3 가지를 만족 

a. 이전의 심내막염, 인공판막, 교정되지 않은 선천성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의 병력, 

비후폐쇄성 심근병증, 또는 정맥주사 사용력 

b. 발열(>38.0°C) 

c. 혈관 현상: 주요 동맥 색전증, 패혈성 혈전에 의한 폐 경색, 감염성 동맥류(영상검사에서 진

단, 수술로 관찰되거나 육안적 병리결과에서 기술), 두개골내 출혈, 결막 출혈, 또는 Janeway 

병변이 기록 

d. 면역 현상: 사구체신염(문서 또는 의무기록, 또는 요검사에서 백혈구 또는 적혈구 캐스트), 

Osler 결절, 망막의 Roth 반점, 또는 류마티스인자의 양성 결과 

e. 다음 중 적어도 1 가지 방법을 통해 혈액에서 미생물확인 

 • 전형적인 심내막염의 원인 균이 혈액 배양검사에서 확인 

 • 동일한 피부상재균이 혈액 배양검사에서 ≥2 쌍 확인 

(7) 다음 기준들을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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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전의 심내막염, 인공판막, 교정되지 않은 선천성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의 병력, 

비후폐쇄성 심근병증, 또는 정맥주사 사용력 

b. 발열(>38.0°C) 

c. 혈관 현상: 주요 동맥 색전증, 패혈성 혈전에 의한 폐 경색, 감염성 동맥류(영상검사에서 진

단, 수술로 관찰되거나 육안적 병리결과에서 기술), 두개골내 출혈, 결막 출혈, 또는 Janeway 

병변이 기록 

d. 면역 현상: 사구체신염(문서 또는 의무기록, 또는 요검사에서 백혈구 또는 적혈구 캐스트), 

Osler 결절, 망막의 Roth 반점, 또는 류마티스인자의 양성 결과 

e. 다음 중 적어도 1 가지 방법을 통해 혈액에서 미생물확인 

• 전형적인 심내막염의 원인 균이 혈액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확인 

• 동일한 피부상재균이 혈액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2 쌍 확인 

 

3) 종격(MED) - 종격염 

종격염은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종격 조직이나 종격 삼출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종격염이 확인 

(3)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발열

(>38.0°C), 흉통, 흉골 불안정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종격 부위에서 화농성 분비물이 배출     b. 영상검사에서 종격의 확대 확인 

★ 1 세 이하 환자는 다음 증상 또는 징후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발열(>38℃), 저체온(<36℃), 무호흡*, 서맥*, 또는 흉골 불안정* (* 다른 원인이 없음) 

그리고 다음 중 최소 1 가지를 만족 

a. 종격 부위에서 화농성 분비물이 배출     b. 영상검사에서 종격의 확대 확인 

 

4) 혈관(VASC)- 동맥염 또는 정맥염 

동맥염 또는 정맥염, 즉 혈관감염은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제거 추출된 동맥 또는 정맥조직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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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혈관감염이 확인 

(3)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1 가지가 있는 경우: 발열

(>38.0°C), 통증, 홍반, 또는 관련 혈관부위의 국소온열 

그리고 제거된 혈관내 카테터 말단부의 반정량 배양검사에서 ≥15 CFU 확인 

(4) 관련 혈관부위에서 화농성 분비물이 배출 

★ 1 세 이하 환자는 다음 증상 또는 징후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발열(>38℃), 저체온(<36℃), 무호흡*, 서맥*, 기면*,  통증*, 홍반*, 또는 침범된 혈관부위의 국

소온열* (* 다른 원인이 없음) 

그리고 제거된 혈관내 삽입관 끝의 반정량 배양검사에서 ≥15 CFU 확인 

 

4. 안이비인후 및 구강감염(EENT; Eye, Ear, Nose, Throat, or Mouth Infection) 

1) 결막(CONJ) - 결막염 

결막염은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결막 또는 주변 조직에서 얻은 찰과표본이나 화농성 삼출물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

생물 또는 바이러스가 확인 

(2) 결막이나 눈 주위에 통증 또는 홍반 

그리고 다음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삼출물 그람염색에서 백혈구와 미생물이 관찰 

b. 화농성 삼출물     c. 결막 삼출물이나 찰과표본의 현미경 관찰에서 다핵형 거대세포가 확인 

d. 특이 IgM 항체가의 의미있는 상승 또는 급성기 혈청 대비 회복기 혈청에서 특이 IgG 항체가

의 4 배 상승 

 

2) 귀(EAR) - 귀, 유양돌기 감염 

귀와 유양돌기 감염은 다음 귀관련 감염의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 외이도염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이도에서 얻은 화농성 분비물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발열

(>38.0°C), 통증, 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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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도에서 얻은 화농성 분비물의 그람염색에서 균이 관찰 

√ 중이염은 다음 기준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침습적 시술을 통해 얻은 중이 체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2 가지를 만족: 발열

(>38.0°C), 통증, 염증, 홍반, 고막 후퇴, 고막의 움직임 감소, 고막 후방의 액체 

√ 내이염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침습적 시술을 통해 얻은 내이 체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임상의사의 내이염 진단 

√ 유양돌기염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침습적 시술을 통해 얻은 유양돌기 조직이나 체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2 가지를 만족: 발열

(>38.0°C), 통증 또는 압통, 귓바퀴 후방의 부종, 두통, 또는 안면마비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침습적 시술을 통해 얻은 유양돌기 조직이나 체액의 그람염색에서 균이 관찰 

b. 영상검사(예: CT 스캔)에서 유양돌기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만일 영상검사에서 감염의 

근거가 불명확 하다면 임상적 관련성이 뒷받침(예: 유양돌기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 

 

3) 눈(EYE) - 결막염을 제외한 눈 감염 

결막염 이외의 기타 눈 감염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전방, 후방, 또는 유리체 체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2 가지를 만족: 눈 통증, 시각 장애, 

또는 전방고름(hypopyon)  

그리고 증상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2 일 이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의사기록 

 

4) 구강(ORAL) – 구강 감염 (입, 혀 또는 잇몸) 

구강감염은 다음 기준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구강 내 농양 또는 화농성 구강조직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침습적 시술,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농양이나 기타 구강감염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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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상 또는 증후 중 적어도 2 가지를 만족: 궤양, 염증이 있는 점

막 위에 올라온 흰색 반점, 또는 구강점막의 플라크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구강점막 찰과표본 또는 삼출물의 배양검사에서 바이러스가 확인 

b. 구강점막 찰과표본 또는 삼출물의 현미경 관찰에서 다핵형 거대세포가 확인 

c. 특이 IgM 항체가의 의미있는 상승 또는 급성기 혈청 대비 회복기 혈청에서 특이 IgG 항체가

의 4 배 상승 

d. 증상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2 일 이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의사기록 

 

5) 부비동(SINUS) - 부비동염 

부비동염은 다음 기준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부비동의 체액이나 조직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2 가지를 만족: 발열

(>38.0°C), 관련 부비동 부위 통증이나 압통, 두통, 화농성 삼출물, 또는 코막힘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부비동염의 영상검사 근거(예: x-선, CT 스캔) 

 

6) 상기도(UR) - 상부호흡기 감염, 인두염, 후두염, 후두개염 

상기도감염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발열 또는 다른 확인된 원인이 없는 임상증상 또는 증후 중 적어도 2 가지를 만족: 발열

(>38.0°C), 인두 홍반, 인후통, 기침, 쉰 목소리, 목구멍의 화농성 삼출물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상기도(단 객담은 제외) 분비물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b. 특이 IgM 항체가의 의미있는 상승 또는 급성기 혈청 대비 회복기 혈청에서 특이 IgG 항체가

의 4 배 상승 

c. 임상의사의 상기도감염 진단 

(2) 육안 관찰,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영상검사에서 농양 확인 

★ 1 세 이하 환자는 다음 증상 또는 징후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발열(>38℃), 저체온(<36℃), 무호흡*, 서맥*, 콧물*, 또는 목구멍에 화농 삼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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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원인이 없음)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상기도(단 객담은 제외) 분비물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b. 미생물에 대한 특이 IgM 항체가의 의미있는 상승 또는 급성기 혈청 대비 회복기 혈청에서 특

이 IgG 항체가의 4 배 상승      c. 임상의사의 상기도감염 진단 

 

5. 위장관감염(GI; Gastrointestinal System Infection) 

1) 위장(GE) - 위장염(C. difficile 감염 제외) 

위장염은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12 시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급성 물설사가 생겼으며 다른 비감염성 원인에 의한 가능성 낮음 

(2) 다음의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2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발열(>38.0°C), 오심, 구

토, 복통, 또는 두통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분변이나 직장도말 검체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장 병원미생물확인 

b. 분변의 현미경검사에서 장 병원미생물확인 

c. 특이 IgM 항체가의 의미있는 상승 또는 급성기 혈청 대비 회복기 혈청에서 특이 IgG 항체가

의 4 배 상승 

 

2) 위장관(GIT) - 위장염, 충수염 및 C. difficile 감염을 제외한 위장관 감염(식도, 위, 소장 및 

대장, 그리고 직장) 

다음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위장관의 육안 관찰이나 조직학적 검사에서 농양 또는 감염의 근거가 존재 

(2) 다음의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2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발열(>38.0°C), 오심, 구

토, 통증이나 압통, 연하통증, 또는 연하곤란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침습적 시술을 통해 얻은 조직이나 무균적으로 삽입된 배액관 검체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

에서 미생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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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침습적 시술을 통해 얻은 조직이나 무균적으로 삽입된 배액관 검체의 그람염색 또는 KOH 염

색에서 균, 진균이 관찰되거나 혹은 현미경검사에서 다핵성 거대세포 관찰 

c. 혈액 배양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혈액에서 자란 균은 적어도 위장관 감염증에 해당괴는 미생

물 중 하나여야 함  

그리고 영상검사에서 위장관 감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임상적 관련성이 뒷받침(예: 위장관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d. 영상검사에서(예: 내시경검사, MRI, CT 스캔) 위장관 감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

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임상적 관련성이 뒷받침(예: 위장관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

사기록이 존재) 

 

3) 복강내감염(IAB; Intraabdominal Infection)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미생물학적 진단: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복강내 농양 또는 화농성 분비물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환자는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만족 

a.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복강내 농양 또는 기타 복강내감염의 증거 

b.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복강내 농양 또는 기타 복강내감염의 증거 

그리고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이 확인되

고, 혈액에서 자란 균은 적어도 위장관 감염증에 해당되는 미생물 중 하나여야 함 

(3) 다음의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2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발열(>38.0°C), 오심, 구

토, 복통, 또는 황달 

그리고 다음 기준 중 적어도 1 가지를 만족 

a.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침습적 시술을 통해 얻은 조직이나 무균적으로 삽입된 배액관 검

체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b. 임상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이 확인되고 혈

액 배양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혈액에서 자란 균은 적어도 위장관 감염증에 해당괴는 미생물 중 

하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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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상검사에서 복강내감염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거나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임상적 관련성이 뒷받침(예: 복강내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6. 하기도감염(LRI; Lower Respiratory System Infection, Other Than Pneumonia)  

1) 기타 하기도(LUNG): 폐렴을 제외한 기타 하기도감염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폐조직 또는 흉막액(흉강천자 또는 가슴관 삽입 초기에 채취된 흉막액, 유치 가슴관에서 채취

된 경우는 제외)에서 그람염색 양성 또는 미생물 확인. 단, 검사는 임상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된 경우에 해당되며 감시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사방법은 배양 또는 

비배양 방법 모두 포함한다.  

(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폐농양 또는 기타 감염의 증거(예, 농흉). 

(3) 영상검사에서 농양 또는 감염의 소견이 있고, 임상적으로 합당한 경우 

 

7. 생식계감염(REPR; Reproductive Tract Infection) 

1) 자궁내막(EMET)- 자궁내막염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미생물학적 진단: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자궁내막액 

또는 조직(양수 포함)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다음의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2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발열(>38.0℃), 다른 원인

이 확인되지 않는 자궁 또는 복부에 통증 또는 압통, 자궁에서 화농성 분비물 

 

2) 기타 생식계(OREP)-기타 생식계감염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감염부위 조직 또는 액 (소변 및 질 면봉 제외) 배양 또

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해당 부위의 농양이나 감염을 확인 

(3) 다음의 임상증후 또는 증상 중 적어도 2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발열(>38.0℃), 구역, 구

토, 통증 또는 압통, 배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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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2 개의 세부기준 중 최소 1 가지를 만족 

a.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b. 증상 시작 또는 악화시점으로 부터 2 일 이내에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8. 피부 및 연조직감염(SST; Skin and Soft Tissue Infection) 

1) 유방(BRST)-유방농양 또는 유방염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임상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채취한 감염된 유방조직이나 침습적으로 채취한 체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로 유방 농양이나 감염을 확인 

(3) 발열(>38.0℃) 및 유방의 국소염증 소견 있으면서, 증상 발생 또는 악화시점일로 2 일 이내에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2) 화상부위(BURN)-화상부위감염 

(1) 화상 상처 외관(appearance)이나 성상(character)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혈액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3) 욕창궤양(DECU)-욕창궤양감염 

(1) 홍반, 압통 또는 욕창 변연부위 종창 중 최소 1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궤양 변연부에서 흡인한 체액이나 조직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4) 피부(SKIN)- 피부감염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화농성 배액, 고름물집, 수포 또는 모낭염(여드름 제외) 중 최소 1 가지 이상의 임상증후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2) 통증, 압통, 종창, 홍반, 열감 중 최소 2 가지 이상의 국소적 증후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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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감염부위 흡인 또는 배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

에서 미생물확인 (만약 확인된 균이 피부상재균이라면, 그 균만 단독으로 배양된 경우만 의미있

는 균으로 간주) 

(3) 감염된 조직의 현미경 검사에서 다핵거대세포(multinucleated giant cells) 확인 

(4) 진단적 의미가 있는 항체 양성: IgM 양성 또는 짝지은 혈청검사에서 IgG 가 4 배이상 증가 

 

5) 연조직(ST)-연조직감염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감염부위 흡인 또는 배액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 확인 

(2) 감염부위에서 화농성 배액을 확인  

(3) 육안 관찰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로 연조직 농양이나 감염을 확인 

 

6) 배꼽염(UMB; Omphalitis) 

생후 30 일 이하 신생아의 배꼽염은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배꼽에 발적 또는 분비물이 있으면서 아래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 

 a.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감염부위 배액이나 주사기 흡인물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b.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혈액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2) 배꼽에 발적 및 고름 

 

9. 비뇨기계감염(USI; Urinary System Infection) 

다음 진단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 임상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감염부위 배액(소변 제외)이나 조직의 배양 또는 비배양 

검사에서 미생물확인 

(2) 육안 관찰 또는 침습적 시술 시 또는 조직병리학적으로 농양 또는 감염 확인 

(3) 발열(>38℃) 또는 국소적 통증/압통 중 1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다음 2 개의 세부기준 중 최소 1 가지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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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감염부위에서 화농성 배액 

 b. 임상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혈액배양 또는 비배양검사에서 균이 확인되고 영상검사

에서 해당 부위 감염의 근거가 있는 경우. 만약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비뇨계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 1 세 이하 환자는 다음 증상 또는 징후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발열(>38℃), 저체온(<36℃), 무호흡, 서맥, 기면, 구토 

 그리고 다음 2 개의 세부기준 중 최소 1 가지를 만족 

a. 감염부위에서 화농성 배액 

b. 임상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혈액배양 또는 비배양검사에서 균이 확인되고 영상검

사에서 해당 부위 감염의 근거가 있는 경우. 만약 영상검사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비뇨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의사기록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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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ctive Surveillance Culture,  

Preemptive Isolation, and Chlorhexidine Bed Bath  

on the Reduction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Applied to Children with Cardiac Surgery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Cho, Seo Yeon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Jeong, Jae Sim, RN, Ph.D.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acquisition in children 

with cardiac surgery by step-by-step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MRSA 

infection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This is to provide 

evidence for preparing the MRSA infection control system for children with 

cardiac surgery in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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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 Active surveillance culture conducted within 2 days before 

admission or within 1 day after admission among patients who underwent 

pediatric cardiac surgery in a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at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from June 2017 to February 2019 and were hospitalized 

for more than 3 days. Total patients who MRSA were not isolated was 

enrolled. The total number of study subjects was 346, and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and collected retrospectively.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t each period were compared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cidence of MRSA acquisition at each period and the timing of MRSA 

acquisition, and the risk factors of MRSA acquisition patients were 

identifi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5.0 (IBM Corp, NY, U.S.A). The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MRSA acquisition by period was analyzed by the chi-square test & Fisher's 

exact test, and the difference in the timing of MRSA acquisition was 

analyzed by the Kruskal-Wallis test.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nivariate analysis among the subject characteristics 

of the risk factors of MRSA acquired patient. 

 

Results : A total of 17 patients acquired MRSA after 3 days of admission 

to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16 patients with MRSA colonization 

and 1 patient with MRSA infection. 8 patients (6.4%) of patients admitted 

to the first period where only active surveillance culture was conducted, 

5 patients (4.0%) of those hospitalized in the second period where active 

surveillance culture and preemptive isolation, and 3 (3.2%) patients of 

the admitted to the third period who had been subjected to active 

surveillance culture, preemptive isolation, and chlorhexidine bathing, had 

colonization. The number of patients who became MRSA col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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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lly decreased,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MRSA infection occurred in one patient (0.8%) hospitalized in 

period 2, and there was no MRSA infection in period 1 or 3,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MRSA infection 

by period. The median day of occurrence of MRSA colonization was 8.5 days 

in period 1 (range, 3~108 days), 8 days in period 2 (range, 3~17 days), 

and period 3 was 17 days (range, 8~21 days). As a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iming of occurrence of MRSA colonization in the three 

periods (p=.396). The period from hospitalization in period 2 to the onset 

of MRSA infection in one patient who developed MRSA infection was 10 days, 

and the difference in the time of occurrence of MRSA infection by three 

periods was not comparable because there were no patients with MRSA 

infection in period 1 and period 3. The independent influencing factor on 

MRSA acquisition was the use of steroids, and the odds ratio was 4.252 

(95% CI=1.152~15.694).  

 

Conclusions : The acquisition of MRSA colonization and infection in this 

hospital was similar or lower than that of the previous study. Further 

applications of active surveillance culture, preemptive isolation, and 

chlorhexidine bathing confirmed that the incidence of MRSA coloni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ended to decrease. Steroid use was 

identified as an independent influencing factor for MRSA acquisition. 

 

Key Words : Pediatric Cardiac Surgery,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Surveillance Culture, Chlorhexidine Bathing, 

Col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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