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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Although the diarrheal disease caused by Campylobacter bacteria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there has been limited study on the clinical aspects of Campylobacter enteritis in adult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linical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adult patients with Campylobacter enteritis.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patients diagnosed with Campylobacter enterocolitis at Nowon Eulji University Hopsital
between January 2016 and December 2017. Campylobacter enterocolitis was diagnosed through polymerase chain reaction of stools
from patients with acute diarrhea.
Results: Among 630 hospitalized patients with acute diarrhea, Campylobacter enterocolitis was diagnosed in 88 patients (14.0%).
The mean age was 37.9±19.1 years. Campylobacter enterocolitis was most prevalent in the summer (52 patients, 59.1%). Patients
exhibited more than 10 times of diarrhea in 36 (40.9%), high fever above 39℃ in 19 (21.59%), and abdominal pain above 5 points
on the numeric rating scale in 23 (26.14%) cases. In abdominal CT scan, pancolitis was found in 58 patients (65.9%). Small intestine
was involved in 37 patients (42.4%). Mean CRP was 10.14 mg/dL (range 0.72-32.27 mg/dL). The duration of diarrhea after antibiotics
treatment was 2.34±1.51 days in the ciprofloxacin treatment group and 2.26±1.71 days in the 3rd cephalosporin treatment group.
Conclusions: Campylobacter enterocolitis was common during summer. Commonly healthy young adults were hospitalized due to
severe symptoms of Campylobacter enterocolitis. Whole colon and small bowel were frequently involved. Most patients were treated
with antibiotics, and the efficacy of 3rd cephalosporin treatment was not inferior to that of ciprofloxacin treatment. (Korean J
Gastroenterol 2020;75:18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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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캠필로박터균이 확인된 환자를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로

론

판단하였다. 감염성 설사의 합병증 유무 확인 및 급성 충수
캠필로박터균은 그람 음성 간균으로 인수 공통 감염을 유
1

염, 염증성 장질환, 허혈성 장염 등의 감별이 필요하다고 평
10

발한다.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캠필로박터 제주니

가되는 환자에게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캠필

(Campylobacter jejuni )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캠필

로박터 장염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환자의 나이, 성

2

별, 과거력, 설사 발생 전 음식 섭취력, 추정 잠복기, 설사의

사람 간 전파는 드물지만 감염자의 대변 접촉에 의하여 전염

양상과 빈도와 지속 기간, 발열, 복통, 항생제 처방 유무 및

될 수 있으며 오염된 가금류, 육류, 유제품 섭취를 통한 경구

항생제 종류, 말초혈액 백혈구수(white blood cell, WBC),

감염(fecal-oral route)이 빈번하고 이 중 닭고기 등의 가금류

C-반응단백(CRP)을 포함한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였다.

로박터 콜라이(Campylobacter coli )가 원인이 될 수 있다.

1

에 의한 감염이 가장 흔하다. 캠필로박터 감염은 전 세계적으
로 급성 설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설사 질환이 증가하고 있

2. 통계분석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Windows SPSS version 14 (IBM

3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분석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실시한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으며, 통계분석 결과 p값이 0.05

다.

설사 환자의 분변 검체 검사 결과 총 29,717건의 검체 중 감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시 대상 병원체가 확인된 검체는 4,436건(14.9%)이었으며 캠
필로박터균은 391건(8.8%)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병원성 대

결

과

장균(Pathogenic Escherichia coli) 1,395건(31.4%), 살모넬
3
라균 1,065건(24.0%) 다음으로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미국을

총 630명의 감염성 장염 임상증상을 보이는 성인 입원 환

포함한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캠필로박터 감염에 의한 설사가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결과 207명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및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설사보다 2-7배

(33%)에서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88명(14%)에서 캠필로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4

박터균이 확인되었다(Table 1). 캠필로박터 장염은 연중 발생

캠필로박터 감염은 대부분 양성 경과를 보이나 임상증상으

하였으나 6-8월 시기에 52명(59.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로 볼 때 급성 충수돌기염 및 염증성 장질환과의 감별이 필요

보였으며, 3-5월 시기에 15명(17.0%), 9-11월 시기에 13명

할 수 있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감염성 설사 환자 진료
시 캠필로박터 감염을 중요한 감별 진단으로 고려해야 한
5,6

다.

이제까지 국내 소아 캠필로박터 장염의 임상 양상에 대

한 몇몇 연구가 발표된 바 있으나 국내 성인 캠필로박터 장염
7-9

의 임상 양상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경험한 성인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에 대한 임상 양
상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
였으며,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IRB No. 2019-10-005).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급성 설사를 주소로 입
원한 환자 630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성 장염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대변
검체로 시행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multiplex PCR) 검사

Table 1. Result of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s of Stools
from Patients with Acute Diarrhea
Species

Patients (n=630)

Bacteria

182 (28.9)

Campylobacter

88 (14.0)

Clostridium perfringens

41 (6.5)

Clostridium difficile toxin B

33 (5.2)

Salmonella

10 (1.6)

Aeromonas

7 (1.1)

Shigella

1 (0.2)

Vero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1 (0.2)

Vibrio
Virus
Norovirus

1 (0.2)
37 (5.9)
29 (4.6)

Group A rotavirus

4 (0.6)

Astrovirus

3 (0.5)

Enteric adenovirus

1 (0.2)

Negative results

383 (60.8)

(Seeplex® Diarrhea-B ACE Detection Multiplex Polymerase

Mixed pathogens

28 (4.4)

Chain Reaction System; Seegene Inc., Seoul, Korea)에

Values are presented a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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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2-2월 시기에 8명(9.1%)이 확인되었다(Fig. 1).

었으며, 하루에 10회 이상 설사를 한 환자는 36명(40.9%)이었

급성 설사로 입원한 630명 환자 중 캠필로박터 장염으로

다. 평균 설사 기간은 4.83±2.27일이었고, 5일 이하로 설사한

진단된 환자는 88명(14.0%)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37.95±19.13세

환자는 59명(67%), 5일을 초과한 환자는 29명(33%)이었다.

였고, 연령별 분포 결과 20-29세가 42명(47.7%)으로 가장 빈번

37.8도 이상의 발열은 63명(71.6%)에서 나타났고 39도 이상

하게 관찰되었다(Fig. 2). 남성은 41명(46.6%), 여성은 47명

의 고열은 19명(21.59%)에서 확인되었다(Table 3). 복통은 수치

(53.4%)이었으며, 당뇨 환자가 8명(9.1%), 고혈압 환자가 11명

평가 척도(numeric rating scale)가 5점 이상인 환자가 23명

(12.5%)으로 확인되었고 72명(81.8%)은 동반 질환이 없었다.

(26.2%), 1-4점인 환자가 48명(54.5%), 복통이 없는 환자는

설사 발생 전 음식 섭취력을 조사한 결과 가금류를 섭취한

17명(19.3%)이었다. 그 외 동반 증상으로 구토는 23명(26.14%),

환자가 15명(17%), 해산물을 섭취한 환자가 9명(10.2%), 육류를

두통은 15명(17.05%), 어지러움은 1명(1.1%)에서 확인되었다.

섭취한 환자가 7명(8%)이었다(Table 2).

추정 잠복기가 24시간 이내인 환자가 30명(34.1%), 24시간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의 설사 형태는 수양성 설사가 83명

이상인 환자가 2명(2.3%), 추정 잠복기를 확인할 수 없는 환

(94.3%), 혈성 설사가 4명(4.6%), 점액성 설사가 1명(1.1%)이

자가 56명(63.6%)이었다. 혈액 검사 결과 WBC의 평균은

Fig. 1. Monthly distribution of Campylobacter enterocolitis.

Fig. 2. Age distribution of Campylobacter enteroco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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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3.03±4,058.31 mm 였고, 백혈구 증가증은 37명(42.0%)

고

191

찰

에서 확인되었다. CRP의 평균은 10.14±7.13 mg/dL (정상 0.03 mg/
dL 이하)였으며 수치가 1 이상인 경우는 86명(97.7%)이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캠필로박터 장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군 및 ciprofloxacin 투여군, 3rd

염의 임상적 특성을 연구한 국내 최초 보고이다. 대한민국의

cephalosporin 투여군의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WBC,

소아 캠필로박터 장염의 임상 양상에 대한 몇몇의 연구가 발

CRP 수치의 평균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 낮았으

표된 바 있으나 대한민국의 성인 캠필로박터 장염의 임상 양

나 적은 수만이 항생제를 투여받지 않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7-9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캠필로박터 장염이 증가하고 있어 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4).
77명의 환자에서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CT 결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장관감

에 따른 전대장염 환자가 58명(65.9%), 우측 장염 환자가 13명

염증 표본감시기관 연도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장관감염증

(13.4%), 좌측 장염 환자가 3명(3.4%)이었다. 림프절(ileocecal,

중 캠필로박터 장염의 비율은 2015년도 8,036명 중 664명

ileocolic mesenteric, retroperitoneal lymph node) 침범이

(7.5%), 2016년도 10,939명 중 1,018명(10.6%), 2017년도

관찰된 환자는 46명(52.3%)이었으며, 복수가 관찰된 환자는

15,717명 중 1,472명(8.2%), 2018년도 20,176명 중 2,689명

31명(35.2%)이었다(Fig. 3). 본 연구 대상 중 불량한 예후 또

(14.2%)으로 확인되었다. 본원에서 시행한 대변 다중 중합효

는 합병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 88명 중

소연쇄반응 검사로 진단된 성인 캠필로박터 장염 입원 환자는

84명(96.5%)에게 항생제(ciprofloxacin, 3rd cephalosporin)

2015년도 380명 중 42명(11.1%), 2016년도 334명 중 47명

를 투여하였으며 ciprofloxacin 투여군은 50명(56.81%), 3rd

(14.1%), 2017년도 296명 중 41명(13.9%)으로 증가하는 추세

cephalosporin 투여군은 34명(38.64%)이었다. 항생제 투여

가 관찰되었다. 캠필로박터 장염이 증가하는 원인은 가금류를

군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임상증상, 입원 기간, 설사 지속

포함한 축산물과 육가공품 소비량의 증가, 학교 급식과 단체

기간 및 발열 지속 기간의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5-7).
Table 3. Clinical Symptoms of Patients with Campylobacter
Enterocolitis
Clinical symptoms

Patients (n=88)

Diarrhea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ampylobacter
Enterocolitis
Characteristic
Age (years)

Patients with Campylobacter
enterocolitis (n=88)
37.95±19.13

Gender (M/F)

41 (46.6)/47 (53.4)

Social drinker

30 (34.1)

Smokers

Bloody diarrhea

4 (4.5)

Watery diarrhea

83 (94.3)

Mucoid diarrhea

36 (40.9)

Duration of diarrhea (days)

4.83±2.27

≤5

59 (67.0)

>5

29 (33.0)

Fever (>37.8℃)

4 (4.5)

High fever (≥39℃)

Past medical disease

1 (1.1)

Diarrhea ≥10 times/day

63 (71.6)
19 (21.6)

Abdominal pain

DM

8 (9.1)

HTN

No

17 (19.3)

11 (12.5)

NRS 1-4

48 (54.5)

Ischemic heart disease

2 (2.3)

NRS ≥5

23 (26.1)

History of malignant disease

1 (1.1)

Vomiting

23 (26.1)

Chronic renal failure

1 (1.1)

Headache

15 (17.0)

Dizziness

1 (1.1)

Food history before diarrhea
Poultry

15 (17.0)

Seafood

9 (10.2)

Meat
Unknown origin

Incubation period
Unknown

56 (63.6)

7 (8.0)

≤24 hours

30 (34.1)

57 (64.8)

>24 hours

2 (2.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M, male; F, female; DM, diabetes mellitus; HTN, hypertension.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NRS, numeric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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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Laboratory Data in the Patients with or without Antibiotics Use
No antibiotics (n=4)

Ciprofloxacin group (n=50)

3rd cephalosporin group
(n=34)

p-value

WBC (mm3)

5,710.0±1,545.8

10,473.3±4,653.2

9,690.4±3,606.5

0.080

CRP (mg/dL)

2.8±2.5

11.1±7.5

10.1±6.9

0.092

ESR (mm/hr)

34.0±11.3

25.8±15.7

28.9±14.8

0.616

BUN (mg/dL)

5.6±0.9

12.0±6.7

12.1±7.0

0.184

Creatinine (mg/dL)

0.7±0.1

0.9±0.3

0.9±0.2

0.323

137.8±3.0

136.6±2.6

136.5±0.3

0.677

3.9±0.3

3.7±0.3

3.7±0.4

0.365

Sodium (mEq/L)
Potassium (mEq/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WBC, white blood cell; CRP, C-reactive protei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BUN, blood urea nitrogen.

Fig. 3. Distribution of involvement in patients with Campylobacter enterocolitis in computed tomography (n=77).

급식의 보편화, 기후 변화, 국가 간 교류의 증대로 병원체 유
입 기회의 증가 등으로 생각된다.

3

12,13

등의 감염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도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동반 질환이 없는 평소 건강한 젊은

본 연구 결과 캠필로박터 장염은 6-8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

연령의 환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장염 발

을 보였으며, 이는 2016-2018년 국내 발표 자료 및 성인 캠필

생 전 음식 섭취력 조사 결과 가금류 섭취 후 증상이 발생한

로박터 장염에 관한 서양의 메타분석 결과와 합치하는 결과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캠필로박터균의 가장 빈번한 전

3,11

국내 소아를 대상으로 한 2개의 캠필로

염 경로인 오염된 가금류, 육류, 유제품 섭취를 통한 경구 감

박터 장염에 대한 연구에서도 6-8월에 58% (18/31), 57.7%

염(fecal-oral route)과 합치하는 결과로 판단되나 다수의 환

(71/123)가 각각 확인되어 여름에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

자에서 음식 섭취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로 판단되었다.

8,9

14,15

본 연구 결과 설

캠필로박터 장염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영아기와 20대에

사의 총 지속 기간은 평균 4.83±2.27일이었으며 이전 캠필로

두개의 고점(peak point)이 관찰되며 이는 다른 장염과 구분

박터 장염 연구 결과로 확인된 설사의 총 지속 기간은 평균

되는 점이다. 영아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감염성

7일이었다.

설사의 일반적 특징과 동일하나 캠필로박터 장염은 10대부터

증상이 완화되어 기간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소

40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특히 20대에서 고점이 관찰되

아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설사 총

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 두 번째 고점은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9
지속 기간의 중간값은 4일(사분범위 2-5일)로 확인되었다. 설

다.

16

이는 입원 후 금식 및 항생제 등의 치료로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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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Antibiotics Use
Characteristic

Ciprofloxacin group (n=50)

3rd cephalosporin group (n=34)

40.48±19.92

34.68±17.27

0.160

Gender (M/F)

25 (50)/25 (50)

16 (47.1)/18 (52.9)

0.827

Social drinker

16 (32.0)

13 (38.2)

0.186

3 (6.0)

1 (2.9)

0.644

DM

6 (12.0)

2 (5.9)

0.464

HTN

7 (14.0)

3 (8.8)

0.733

Ischemic heart disease

2 (4.0)

0 (0)

0.512

History of malignant disease

1 (2.0)

0 (0)

1.000

Chronic renal failure

0 (0.0)

1 (2.9)

0.405

Poultry

8 (16.0)

7 (20.6)

0.772

Seafood

5 (10.0)

4 (11.8)

1.000

Meat

5 (10.0)

2 (5.9)

0.696

32 (64.0)

22 (64.7)

1.000

Age (years)

Smokers

p-value

Past medical disease

Food history before diarrhea

Unknown origin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M, male; F, female; DM, diabetes mellitus; HTN, hypertension.

Table 6. Comparison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Antibiotics Use
Clinical symptoms

Ciprofloxacin group (n=50)

3rd cephalosporin group (n=34)

p-value

Diarrhea
Bloody diarrhea

1 (2.0)

3 (8.8)

0.298

Watery diarrhea

48 (96.0)

31 (91.2)

0.390

Mucoid diarrhea

1 (2.0)

0 (0.0)

1.000

21 (42.0)

14 (41.2)

1.000

Diarrhea ≥10 times/day
Duration of diarrhea (days)
≤5

33 (66.0)

24 (70.6)

0.812

>5

17 (34.0)

10 (29.4)

0.812

Fever (>37.8℃)

37 (74.0)

25 (73.5)

1.000

High fever (≥39℃)

12 (24.0)

7 (20.6)

0.795

Abdominal pain
No

10 (20.0)

5 (14.7)

0.577

NRS 1-4

28 (56.0)

18 (52.9)

0.826

NRS ≥5

12 (24.0)

11 (32.4)

0.459

Vomiting

11 (22.0)

12 (35.3)

0.217

Headache

8 (16.0)

7 (20.6)

0.772

Dizziness

0 (0.0)

1 (2.90)

0.405

Unknown

28 (56.0)

24 (70.6)

0.252

≤24 hours

21 (42.0)

9 (26.5)

0.170

>24 hours

1 (2.0)

1 (2.9)

1.000

Incubation period

Values are presented as n (%).
NRS, numeric rating scale.

사는 수양성 형태가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고 혈성 설사는

장염 환자의 15%에서 혈성 설사가 관찰된다는 보고도 있었

4명(4.6%)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전 연구에서는 캠필로박터

17
다. 국내 소아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에 대한 3개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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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s of Clinical Course of Patients with Antibiotics Use
Ciprofloxacin
group (n=50)

3rd cephalosporin
group (n=34)

p-valu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ays)

5.38±1.68

5.68±1.79

0.889

Duration of diarrhea after antibiotics (days)

2.34±1.51

2.26±1.71

0.832

Duration of fever after antibiotics (days)

0.76±0.77

0.74±0.83

0.88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혈성 설사는 각각 16% (4/25), 35.5% (11/31), 9.8% (12/123)
에서 확인되었다.

7-9

수막염, 심내막염, 화농성 관절염 및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혈성 설사는 주로 설사 시작 둘째 또는

2
있다. 또한 캠필로박터균 감염 후 지연형 합병증으로 반응성

셋째 날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 입원 후

관절염과 길랑바레 증후군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고

시행한 적절한 치료로 질환의 경과가 단축되고 중증도가 낮아

알려져 있다.

져 설사 기간이 단축되고 혈성 설사의 발생률이 감소하여 발

서 관찰되고 주로 면역저하자, 소아 또는 고령자에서 발생한

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캠필로박터 장염의 평균 잠복기는 3일

다.

(1-7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잠복기가 1일 이하인

박터 감염의 사망률은 1,000명당 2.4명으로 확인되었다.

18

경우가 34.1% (30/88)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수에서 정확

한 잠복기를 판단할 수 없었기에 추후 캠필로박터 장염의 잠
복기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5,6

23

패혈증은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의 1% 미만에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 배양 검사로 확인된 캠필로
24

본

연구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예는 없었다.
본 연구는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에 연구 대상 환자 중에는 항생제 투여군이 다수였으며 경험

본 연구에서 진단 방법으로 사용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적 항생제 치료로 fluoroquinolone계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은 배양 검사로 검출이 어려운 캠필로박터균, 베로독소생산대

25
처방하였다. 그리고 환자 중 심한 설사, 지속적 구토 및 복부

장균(vero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 클로스트리디

팽만 등이 있으면 중증 장티푸스 가능성을 고려하여 3rd

움 페프리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등을 진단하는 데

cephalosporin 항생제 처방을 고려하였다.

유용하며 배양 검사와 비교 시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fluoroquinolone 중 ciprofloxacin이 가장 빈번하게 처방되었

19

26,27

본 연구에서는

Dey 등20의 연구 결과 대변 검체로

으며(51명, 58%), 3rd cephalosporin은 33명(37.5%)에게 투

시행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의 캠필로박터균 진단의

여하였고 4명(4.5%)에게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경험

민감도는 91.5%, 특이도는 100%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대상

적 항생제를 투여한 모든 환자에서 대변 검체를 이용한 다중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WBC

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 캠필로박터 장염으로 진단되기 전 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평균은 9,803.07 mm , CRP의 평균값은 10.14 mg/dL였다.

상증상 및 발열의 호전이 관찰되었기에 항생제 변경은 이루어

캠필로박터 제주니 감염 시 WBC 수치가 경하게 상승할 수

지지 않았다. Ciprofloxacin 투여군과 3rd cephalosporin 투

있으며 간기능 검사, 전해질 및 헤마토크릿 수치는 대부분 정

여군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임상증상, 항생제 투여 이후

2

7

상이라고 보고되었다. Bae 등 의 연구 결과 소아 캠필로박터

입원 기간, 설사 지속 기간 및 발열 지속 기간의 통계학적 유

감염 시 살모넬라 또는 클로스트리디움 페프리젠스 감염 시보

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캠필로

다 CRP 수치가 유의하게 높으며, 그 평균은 9.6±6.1

박터 장염의 치료에 있어 3rd cephalosporin 치료가 cipro-

(p=0.017)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부 CT 검사는 대부분의 감

floxacin에 비하여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캠필로

염성 장염의 진단에 특이적이지는 않으나 염증성 장질환, 허

박터 감염은 대부분 경한 장염을 유발하고 저절로 호전되는

21

특히 살모넬라

양성 경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수액 치료 및

장염 또는 여시니아 감염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적절한 항

전해질 교정이 치료의 주 목적이 된다. 11개 무작위 대조 실

생제 치료에도 발열이 지속되거나 기저 질환으로 동맥경화증

험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항생제 치료는 위장관 증상을 1.3일

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동맥염, 감염동맥류, 복막염, 장천공,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독성거대결장 등 합병증 발생 감별이 필요하기에 복부 CT 검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혈변, 고열, 장외

22
사가 필요하다. 환자군의 복부 CT 소견을 분석한 결과 전대

증상,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증상 및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

장염이 65.9%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소장 침범은

되는 심한 감염 의심 소견이 동반되거나 고령, 임산부 및 면역

37%에서 확인되었다. 캠필로박터 감염의 합병증으로 담낭염,

저하자 등 악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항생제 치료를 권

췌장염, 복막염 및 위장관 출혈 등이 있으며 그 외 드물게 뇌

고한다.

혈성 장염과의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9

2,28

그러나 모든 캠필로박터 장염

2019년 급성 위장관계 감염 항생제 진료지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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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필로박터 장염 항생제 선택 시 azithromycin을 우선 권고

의 진단을 위하여 대변 검체를 이용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하고 차선책으로 fluoroquinolone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며,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변 배양 검사를 추가하지 않아 캠필로

는 국내 감염성 설사에서 캠필로박터균의 fluoroquinolone 내

박터 제주니, 캠필로박터 콜라이 등의 아형을 분류할 수 없었

22

캠필로박터균은 azithromycin

다는 제한점이 있다. 캠필로박터 장염의 항생제 치료로 우선

과 fluoroquinolone에 매우 높은 감수성을 보이나 최근 전 세

권고되는 azithromycin과 3rd cephalosporin의 비교 연구가

계적으로 fluoroquinolone에 대한 내성의 지속적 증가 추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가 확인된다. 캠필로박터균의 ciprofloxacin 내성은 일부 유

생각된다.

성 증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럽 국가에서 44%까지 높게 보고되었고, 국내 연구에서도 캠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캠필로박터 장염은 여름에 호발

필로박터균의 29% (63/218)가 fluoroquinolone 계열 항생제

하였으며 평소 건강한 젊은 연령의 환자가 비교적 심한 임상

30,31

Fluoroquinolone계 항생제는 그

증상으로 내원하여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복부 CT상 전대

람 음성균의 DNA gyrase와 topoquinolone IV 합성을 억제

장염 및 소장 침범이 흔하게 관찰되었으며 항생제 치료 시

하여 항균 작용을 나타내며, 캠필로박터균의 DNA gyrase A

ciprofloxacin과 비교하여 3rd cephalosporin은 열등하지 않

소단위를 코딩하는 gyrA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Campylobacter

은 임상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에 내성으로 보고되었다.

multi-drug efflux pump가 fluoroquinolone계 항생제 내성
을 유발하는 주요한 기전으로 밝혀졌다.

32-35

캠필로박터균은

요

약

B-lactam계 항생제 중 특히 penicillin과 narrow-spectrum
cephalosporin에 대한 내성을 보이며 이에 관한 주된 기전은

목적: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설사 질환이

B-lactamase의 생성 및 Campylobacter multi-drug efflux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성인 캠필로박터 장염의 임상 양상에

34-36

캠필로박터균의 항생제 감수성 연구 결과 항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성인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에

균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1st cephalosporin과 2nd ceph-

대한 임상 양상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시행하였다.

alosporin은 캠필로박터 제주니와 캠필로박터 콜라이에 영향

대상 및 방법: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pump이다.

이 없었으며, 광범위한 항생제인 broad spectrum cepha-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입원한 급성 설사 환자 630명을 대상으

losporin 중 cefepime과 cefotaxime은 각각 88%, 32%에서

로 한 후향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성 장염의 임상증상

36

캠필로박터 제주니와 캠필로

을 보이며 대변 검체로 시행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에

박터 콜라이의 broad spectrum cephalosporin의 감수성이

서 캠필로박터균이 확인된 환자를 캠필로박터 장염 환자로 판

감수성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37

예상 감수성보다 높게 나타난 원인에 대하여 Page 등 은

단하였다.

porin 외에도 항생제가 통과할 수 있는 다른 통로(alternative

결과: 총 630명의 감염성 장염 임상증상을 보이는 입원환자

[nonporin] routes of antimicrobial agent)의 가능성을 제시

중 88명(14%)이 캠필로박터 장염으로 진단되었다. 환자군의

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실제 임상에서 국내

평균 나이는 37.95±19.13세였고, 캠필로박터 장염의 빈도는

캠필로박터 장염의 치료 시 3rd cephalosporin 치료가 cipro-

6-8월 시기에 52명(59.1%)으로 제일 높았다. 하루에 10회 이

floxacin에 비하여 열등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 진료

상 설사를 한 환자는 36명(40.9%)이었으며, 39도 이상의 고열은

지침 상 캠필로박터 장염의 항생제 선택 시 azithromycin을

19명(21.59%)에서 확인되었다. 복통의 수치 평가 척도가 5점

우선 권고하고 차선책으로 fluoroquinolone을 고려하도록 되

이상인 환자가 23명(26.2%)이었다. 복부 CT 검사 분석 결과

어 있으며 cephalosporin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추후 3rd

전대장염은 58명(65.9%), 소장 침범 소견은 37명(42.4%)에서

cephalosporin 등의 broad spectrum cephalosporin의 캠필

확인되었다. CRP의 평균은 10.14±7.13 mg/dL였다. 장염 환자

로박터 장염 치료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88명 중 84명(96.5%)에게 항생제(ciprofloxacin, 3rd cepha-

이 논문의 제한점은 단일기관의 후향적 연구로 캠필로박터

losporin)를 투여하였으며, 설사 지속 기간은 ciprofloxacin

장염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논문의 결론을 일반

투여군에서 2.34±1.51일, 3rd cephalosporin 투여군에서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입원 환자를 대상으

2.26±1.71일이었다.

로 하여 경한 증상 및 빠른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이 포함되지

결론: 캠필로박터 장염은 여름에 호발하였으며 평소 건강한

않았다는 점에서 본 결과의 해석 시 표본 선택 편향의 가능성

젊은 연령의 환자가 비교적 심한 임상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

을 고려해야 하고, 후향적 연구로 다수의 환자에서 장염을 유

를 받았다. 복부 CT상 전대장염 및 소장 침범이 흔하게 관찰

발한 음식 섭취력의 자세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되었으며, 양호한 예후를 보였고, 항생제 치료 시 cipro-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캠필로박터 장염

floxacin과 비교하여 3rd cephalosporin은 열등하지 않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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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색인단어: 캠필로박터; 장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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