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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travenous fat emulsions (IVFE) can promote pathogenic organisms to proliferate.
Therefore, many guidelines recommend changing intravenous infusion sets for IVFE administration
every 24 or 12 hour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IVFE hang time on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LABSI) rates and analyzed risk factors of CLABSI in a single center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Methods :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of NICU patients who were prescribed SMOFlipid� 20% 100mL
emulsion from 1 January 2017 to 30 June 2018.
We divided the patients into two groups, based on IVFE hang time; 24 hours group (n=247) and 12
hours group (n=85).

Results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except birt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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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of hospital stay and catheter dwell time was longer in the 24 hours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LABSI rate between the two groups (1.60 vs. 1.52 per 1,000 catheter days in the 24
hours vs. 12 hours groups). Risk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prolonged hospitalization (≥80 days,
p=0.048), longer catheter dwell time (≥35 days, p=0.001), duration of IVFE (≥14 days, p=0.034) and
duration of total parenteral nutrition (≥7 days, p=0.031) were statically significant in univariable analysis. On multivariable analysis, catheter dwell time (odds ratio 10.73; 95% confidential interval 1.69567.926; p=0.012)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CLABSI.

Conclusions : Shortening IVFE hang time from 24 hours to 12 hours did not alter CLABSI rate, and risk
factor of CLABSI was catheter dwell time.

[Key words] Intensive care units, Neonatal; Fat emulsions, Intravenous;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정맥용 지방유제는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환아들에

다.8) 그러나, 국내에서 지방유제 교체간격이 CLABSI 발

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 중 하나로,1) 단독 주입 시, 포도

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당 및 아미노산 용액과 함께 있는 3-in-1 제형에 비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에서 지방유제 투여간격

높은 pH와 낮은 삼투압을 가져 체내 환경과 유사하기

에 따른 CLABSI 발생률을 비교하고 CLABSI의 위험

때문에 세균 증식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특징이 있다.2),3)

인자를 평가하여, 지방유제 교체간격이 CLABSI 발생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방유제 단독주입 시 교체간격

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에 대하여 여러 지침(guideline)들은 완전 정맥 영양

하였다.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제제에 비해 짧은
교체간격을 추천하고 있고, 문헌마다 추천하는 지방유

연구 방법

제의 교체간격은 단독 주입 시 24시간 혹은 12시간으로
서로 다르다.4)-6) 그 중 최근 guideline들의 경우 짧은

1. 연구대상 및 기간

교체간격인 12시간을 추천하고 있다.4),5)
해외 문헌에 제시된 수액 교체간격에 따른 오염 발생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실(neonatal

률을 살펴보면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맥용 주입세트 교

intensive care unit, NICU)에 입원한 환아 중 2017

체간격을 연장시킨 결과, 72시간 교체군이 24시간 교

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정맥용 지

체군에 비해 미생물 오염률이 증가하였고(2.32% vs.

방유제인 스모프리피드 20%주 100 mL (프리지니우스

0.86%, p 0.001), 지방유제 line이 포도당 및 아미노

카비 코리아, 서울, 대한민국)를 처방받은 환아를 대상

산 line에 비해 오염률이 더 높았으며, 미생물 오염의

으로 하였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NICU에서 지방

위험인자는 주입세트 교체간격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

유제 교체간격을 변경한 2018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다.7) 한편, TPN 교체간격 변화가 중심정맥관 관련 혈

24시간 교체군(2017년 1월 1일~2018년 1월 5일)과 12

류감염(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

시간 교체군(2018년 1월 6일~2018년 6월 30일) 두 군

fection, CLABSI)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연구에서

으로 나누었다.8) 다른 지방유제를 병용한 경우, 지방유

TPN 교체간격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려도

제 교체간격을 24시간과 12시간 모두 적용한 경우,

CLABSI 발생률에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

NICU 재원 중 또는 관찰기간 내에 중심정맥관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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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일 이하로 유지한 경우는 제외하였다.9)

성들 간 차이, CLABSI 발생률 차이, CLABSI 비 발생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군과 CLABSI 발생군 간의 차이 비교에서 연속형 변수

승인 하에 시행되었으며, 후향적 연구로 연구대상자에

의 경우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대한 동의서는 면제되었다(IRB no. H-1808-187-971).

며 범주형 변수의 경우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CLABSI 발생의

2. 조사방법

위험인자 분석은 단변량 분석(univariable analysis)
에 Fisher’
s exact test, 다변량 분석(multivariable

대상 환아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

analysis)에 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

cord, EMR)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지방유제 교체

였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형 변

간격에 따라 24시간 교체군과 12시간 교체군으로 나누

수의 경우 중위수(median)와 4분위간 범위(inter-

어 지방유제 교체간격 변화가 CLABSI 발생률에 어떠

quartile range, IQR)로 표시하였다.

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였고, CLABSI 발생 여부에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3.0

따라 CLABSI 비 발생군(No CLABSI 군)과 CLABSI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p값이

발생군(CLABSI 군)으로 나누어 CLABSI의 위험인자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대상 환아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인구 통

연구 결과

계 관련 정보로 성별, 재태기간(gestational age, GA),
출생 체중을 수집하였고, CLABSI 위험인자 관련 정

1. 지방유제 교체간격 변화에 따른 CLABSI 발생률 비교

보로 지방유제 교체간격, 입원기간, 카테터 유지기간
(catheter dwell time), 지방유제 투여기간, TPN 투여

1) 대상 환아의 기본 특징

기간을 조사하였으며, CLABSI에 대한 결과변수로
CLABSI 발생 여부, CLABSI 발생 횟수를 조사하였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NICU에 입원하여 2017년 1월

그리고 CLABSI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진 중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기간동안 스모프리피드

심정맥관 카테터 유지기간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20%주 100 mL를 처방받은 환아 중에서 24시간 교체

1,000 카테터 일수(catheter days) 당 CLABSI 발생

군은 452명, 12시간 교체군은 177명으로 총 614명이었

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24시간 교체군과 12시간

다(15명 중복). 이 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환아를 제외

10)

교체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한 최종 대상 환아수는 총 332명으로 24시간 교체군이
247명(74.4%), 12시간 교체군이 85명(25.6%) 이었다.

(Total number of CLABSI /

연구 대상 환아 332명의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성별,

total number of catheter days) X 1,000

재태기간, 지방유제 투여기간, TPN 투여기간은 두 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4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에서는 미국 질병관리

시간 교체군에서 출생 체중이 더 크고 입원기간과 카테

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터 유지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길었다(Table

CDC)의 정의에 근거하여 CLABSI 발생 여부를 판단하

1).

11)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내 감염관리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CLABSI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2) CLABSI 발생률 비교

3. 통계 분석

지방유제 교체간격 24시간 교체군과 12시간 교체군
의 CLABSI 발생 빈도는 24시간 교체군 247명 중 7명

지방유제 24시간 교체군과 12시간 교체군의 기본 특

(2.8%), 12시간 교체군 85명 중 2명(2.4%)으로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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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demographics & characteristics
Total
(n=332)

24 hours group*
(n=247)

12 hours group�
(n=85)

P-value

Male, n (%)

171 (51.5)

128 (51.8)

43 (50.6)

0.844

GA, weeks

33 (29-38)

34 (30-38)

32 (29-36)

0.067

1.86 (1.16-2.83)

1.98 (1.19-2.87)

1.54 (1.09-2.57)

0.049

38 (22-66)

39 (24-68)

28 (18-56)

0.007

Catheter dwell time, days

13 (7-24)

14 (9-27)

11 (6-20)

0.002

Duration of IVFE, days

7 (4-13)

7 (4-14)

6 (4-11)

0.465

Duration of TPN, days

4 (0-11)

4 (0-11)

5 (0-12)

0.299

Birth weight, kg
Duration of hospital stay, days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dian (IQR).
*Lipid hang time 24 hours group; �Lipid hang time 12 hours group
GA=gestational age; IVFE=intravenous fat emulsion;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Table 2 Comparison of CLABSI event incidence between 24 hours group and 12 hours group
24 hours group
(n=247)

12 hours group
(n=85)

P-value

7 (2.8)

2 (2.4)

0.807

Total catheter days

5,611

1,315

-

CLABSI* per 1,000 catheter days

1.60

1.52

-

Number of patients with CLABSI event, n (%)

*CLABSI=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였다(p=0.807). 총 카테터 유지기간은 24시간 교체군

진균이 3건(27.3%)이었으며, 총 카테터 유지기간은

에서 5,611일, 12시간 교체군에서 1,315일이었으며,

27~111일 범위로 길게 나타났다.

1,000 카테터 일수 당 CLABSI 발생률은 두 군에서 각
각 1.60과 1.5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2).

대상 기간 동안 CLABSI가 2회씩 발생한 2명의 환자
는 모두 24시간 교체군이었다. 한 명(3번, 9번 사례)의
총 카테터 유지기간이 33일이었고, 첫번째 CLABSI는

2. CLABSI 발생 위험인자 분석

카테터 유지기간 11일째 발생하였으며, 두번째 CLABSI는 카테터 유지기간 28일째 발생하였다. 다른 한 명

1) CLABSI 발생 환아의 기본 특성

(4번, 8번 사례)의 총 카테터 유지기간은 111일이었고,
첫번째 CLABSI는 카테터 유지기간 30일째 발생하였

CLABSI 발생 환아의 성별, GA, 출생 체중, 동정 균
주, 균주 종류, 총 카테터 유지기간은 Table 3과 같다.

으며, 두번째 CLABSI는 카테터 유지기간 58일째 발생
하였다.

총 9명의 CLABSI 발생 환아 중 2명은 대상 기간 동안
CLABSI가 2회씩 발생하여 CLABSI 발생 횟수는 총

2) No CLABSI 군과 CLABSI 군의 차이 비교

11회였다. 균주의 종류는 총 11건의 CLABSI 중 그람
음성 간균이 5건(45.5%), 그람 양성 구균이 3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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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ic characteristics of CLABSI patients

Case

Sex

GA
(weeks)

Birth
weight
(kg)

Organism

Classification

Total
catheter
days

Catheter
days to
CLABSI
event

24 hours group
1

M

40

3.3

CRPA

G (-) rods

52

28

2

F

28

2.92

Enterobacter aerogenes

G (-) rods

43

19

3*

M

40

3.3

Klebsiella pneumoniae ssp. pneumoniae

G (-) rods

33

28

4�

F

27

0.62

Serratia marcescens ssp. marcescens

G (-) rods

111

30

5

M

39

2.68

Acinetobacter baumannii

G (-) rods

27

8

6

M

39

3.24

Staphylococcus epidermidis

G (+) cocci

38

25

7

M

35

3.24

Staphylococcus epidermidis

G (+) cocci

29

8

8�

F

27

0.62

MRSA

G (+) cocci

111

58

9*

M

40

3.3

Candida albicans

Fungi

33

11

12 hours group
1

M

24

0.65

Candida glabrata

Fungi

38

13

2

M

24

0.8

Candida glabrata

Fungi

38

12

*: same patient (total number of CLABSI event = 2)
�
: same patient (total number of CLABSI event = 2)
CLABSI=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GA=gestational age; CRPA=carbapenem 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카테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나타났다(Table 6).

터 유지기간(p 0.001), 지방유제 투여기간(p=0.029),
고찰

TPN 투여기간(p=0.012)이었으며, CLABSI 발생군이
카테터 유지기간, 지방유제 투여기간 및 TPN 투여기

최근의 guideline에 따르면 지방유제 단독주입 시 12

간이 더 긴 양상을 보였다(Table 4).

시간의 교체간격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4),5) 그러나
guideline에 따라 24시간의 교체간격을 추천하는 경우

3) CLABSI 발생 위험인자 분석

도 있었다.6) 최근 국내에서는 Citrobacter freundii 균
CLABSI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단

에 오염된 지방유제를 투여받은 신생아에서 감염으로

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입원기간(p=0.048), 카테터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

유지기간(p=0.001), 지방유제 투여기간(p=0.034),

는 신생아에서 지방유제 투여간격 변화에 따른 CLAB-

TPN 투여기간(p=0.03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SI 발생률을 비교하고 CLABSI의 위험인자를 평가하

나타났다(Table 5).

고자 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카테터 유지기간(OR = 10.73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맥용 주입

95% CI, 1.695-67.926; p=0.012)이 CLABSI 발생의

세트의 교체간격을 72시간으로 적용하였을 때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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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between No CLABSI group* and CLABSI� group
No CLABSI (n=323)

CLABSI (n=9)

P-value

Lipid hang time 12 hours, n (%)

83 (25.7)

2 (22.2)

0.814

Male, n (%)

165 (51.1)

6 (66.7)

0.504

GA, weeks

33 (29-38)

35 (26-40)

0.874

1.85 (1.16-2.81)

2.92 (0.73-3.27)

0.441

Duration of hospital stay, days

37 (21-64)

41 (30-112)

0.119

Catheter dwell time, days

12 (7-23)

38 (31-48)

Duration of IVFE, days

7 (4-13)

16 (7-35)

0.029

Duration of TPN, days

3 (0-11)

13 (6-33)

0.012

Birth weight, kg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dian (IQR).
*: total number of CLABSI event = 0
�

: total number of CLABSI event ≥ 1

CLABSI=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GA=gestational age; IVFE=intravenous fat emulsion;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Table 5 Risk factors for CLABSI (univariable analysis)

Lipid hang time, n (%)

Sex, n (%)

GA, n (%)

Birth weight, n (%)

Duration of hospital stay, n (%)

No CLABSI (n=323)

CLABSI (n=9)

24 hours

240 (74.3)

7 (77.8)

12 hours

83 (25.7)

2 (22.2)

Male

165 (51.1)

6 (66.7)

Female

158 (48.9)

3 (33.3)

32 weeks

129 (39.9)

4 (44.4)

≥ 32 weeks

194 (60.1)

5 (55.6)

1.50 kg

130 (40.2)

3 (33.3)

≥ 1.50 kg

193 (59.8)

6 (66.7)

80 days

271 (83.9)

5 (55.6)

52 (16.1)

4 (44.4)

274 (84.8)

3 (33.3)

≥ 35 days

49 (15.2)

6 (66.7)

14 days

251 (77.7)

4 (44.4)

≥ 14 days

72 (22.3)

5 (55.6)

7 days

200 (61.9)

2 (22.2)

≥ 7 days

123 (38.1)

7 (77.8)

≥ 80 days
Catheter dwell time, n (%)

Duration of IVFE, n (%)

Duration of TPN, n (%)

35 days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LABSI=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GA=gestational age; IVFE=intravenous fat emulsion;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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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1

0.504

1

0.746

0.048

0.001

0.034

0.031

JKSHP, VOL.36, NO.3 (2019)

Table 6 Risk factors for CLABSI (multivariable analysis)
CLABSI
OR

95% CI

P-value

Lipid hang time: 12 hours

1.043

0.189-5.769

0.961

Sex: female

0.382

0.084-1.730

0.212

GA: ≥ 32 weeks

0.231

0.026-2.066

0.19

Birth weight: ≥ 1.50 kg

3.479

0.372-32.567

0.275

Catheter dwell time: ≥ 35 days

10.731

1.695-67.926

0.012

Duration of IVFE: ≥ 14 days

0.779

0.110-5.520

0.803

Duration of TPN: ≥ 7 days

2.584

0.319-20.954

0.374

CLABSI=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GA=gestational age; IVFE=intravenous fat emulsion;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교체군에 비해 미생물 오염률이 증가하였으며, 포도당

환자실의 요로감염, 혈류감염 및 폐렴에 대해 기초 정보

및 아미노산 line에 비해 지방유제 line의 오염률이 더

를 수집한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

높았고, 미생물 오염의 위험인자는 주입세트 교체간격

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7)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유제 24시간 교체

system, KONIS)의 자료를 보면 총 2,602균주 중 그람

군과 12시간 교체군의 CLABSI 발생률을 비교하였고

음성 간균 1,119(43.0%), 그람 양성 구균 1,002(38.5%),

CLABSI 발생 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균 459(17.6%)의 순이었다.14) 이와 비교하였을 때,

24시간 교체간격에 비해 12시간 교체간격의 뚜렷한 임

NICU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진균의

상적 이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CLABSI의 발생빈

비율이 CLABSI 총 11건 중 3건(27.3%)으로 KONIS

도가 낮고 대상 환자수가 적었다는 점에서 검정력이 낮

자료에 비해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진균은 TPN

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환자군의 특성에서 출생

과 같은 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다른 균주들

체중과 입원기간, 카테터 유지기간이 현저한 차이를

에 비해 TPN에서도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5)

보여 CLABSI 발생에 대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였을

CLABSI 발생군에서 TPN 투여기간이 유의하게 길었

수 있다. 지방유제 교체간격과 관련하여 임상적 결과

으며(Table 4), CLABSI 발생 위험인자 분석 중 TPN

및 비용 효과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투여기간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점을

각된다.

고려하면(Table 5) TPN 투여기간도 CLABSI 발생에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은 CDC의 정의에 따라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단일기관에서 시행된 후향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CRBSI)
11)

과 CLABSI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CRBSI는 현

적 연구로, 충분한 수의 잘 통제된 연구 대상을 확보하

실적인 감염 감시 및 연구에 사용하기에 제약이 있어

기 어려웠으며, CLABS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저

대부분의 감염 연구에서는 CLABSI가 기준으로 사용

질환의 요인을 보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되는 경우가 많다.13)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에

그러나, 본 연구는 NICU에서 CLABSI에 대한 지방

서는 미국 CDC의 정의에 근거하여 CLABSI 발생 여부

유제 교체간격의 영향을 알아본 국내 첫 연구라는 점

를 판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중심정맥관 관련

과, 최근의 guideline들에서 추천하고 있는 12시간 지

혈류감염은 CLABSI의 정의를 따랐다.

방유제 교체간격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는 것

CLABSI에 대한 위험인자 분석과 관련하여, 성인 중

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 CLABSI 예방을 위한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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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을 정립하는데 기초 근거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

E.N. Parenteral Nutrition Safety Consensus

을 것으로 사료된다.

Recommendations. JPEN J Parenter Enteral
Nutr. 2014;38(3):296-333.

결론

6) O'Grady NP, Alexander M, Burns LA et al.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intravascu-

지방유제 교체간격을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
도 CLABSI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lar catheter-related infections. Clin Infect
Dis. 2011;52(9):e162-e93.

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를 통해

7) Matlow AG, Kitai I, Kirpalani H et al. A

지방유제 교체간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Randomized Trial of 72- Versus 24-Hour

으로 사료된다.

Intravenous Tubing Set Changes in New-

또한, CLABSI의 위험인자는 카테터 유지기간이며
TPN 투여기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borns Receiving Lipid Therapy. Infect Contr
Hosp Epidemiol. 1999;20(7):487-93.

카테터는 가능한 빠르게 제거하고 TPN 투여기간을 단

8) Balegar V KK, Azeem MI, Spence K et al.

축시키며 경장 영양(enteral nutrition)으로 빠르게 이

Extending total parenteral nutrition hang

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time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s it
safe and cost effective? J Paediatr Child

감사의 말씀

Health. 2013;49(1):E57-61.
9) Mitsuboshi S, Yamada H, Nagai K. Lipid

CLABSI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emulsion increases the risk of central line

주신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infection in Japanese adult inpatients: A
retrospective study. Canadian J Infect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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