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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hemolytic uremic syndrome (HUS) is a rare disorder in adults.
It usually occurs in association with various drugs, pregnancy, hypertension,
malignancy and collagen vascular diseases. We report here a case of adult HUS
caused by Salmonella infection in a 52-year-old male renal allograft recipient who
received a kidney from a living-related donor four years ago. He developed nausea, vomiting, abdominal pain and watery diarrhea after dining out. During hospitalization, he developed microangiopathic hemolytic anemia, thrombocytopenia
and a rapid rise of serum creatinine. Stool culture revealed Salmonella group B,
and urine and blood cultures were sterile. He was treated with intravenous fluids
and antibiotics. The patient recovered without plasma exchange. The onset of
HUS concomitant with Salmonella food poisoning and the prompt reversion of the
HUS after antibiotic treatment of the Salmonella enteritis suggest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US and Salmonella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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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55년 Gasser 등[1]에 의해서 처음 보고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신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
다. 전형적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소아와 4세
이하의 유아에서 호발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verotoxin 생성 대장균에 의한 위장관 감염에 동반된
다. 반면 비전형적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주로 성
인에서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임신과 산욕기, 악
성 고혈압, 약물(피임약, 항암제, cyclosporin),
악성 종양, 전신성 홍반성 낭창, 경피증 등과 같은
전신성 질환들에서 나타난다. 성인에서 용혈성 요
독 증후군이 위장관 감염후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데 대장균, Salmonella typhi, Shigella
species, nontyphoidal Samonella에 의한 경
우가 보고되어 있다[2].
국내에서는 성인에서 설사와 관련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보고[3]가 다수 있었으나 원인 균
주가 규명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특히
Salmonella 식중독 후 발생된 예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이에 신이식 후 4년이 경과한 성인
남자 환자에서 Salmonella group B에 의한 위
장관 감염에 동반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를 경험하
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주 소 : 수양성 설사
병 력 : 52세의 남자가 2일 전 돼지고기 삼겹
살을 구워 먹은 후 오심 및 구토, 발열, 복통 및
수양성 설사가 5-15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지속
되어 동산의료원 신장센터에 내원하였다.
과 거 력 : 환자는 만성 사구체 신염에 의한 말
기신부전으로 4년 전 아들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아
경과는 양호하였으며 혈청 creatinine 1.5
mg/dL로 유지되는 상태였다. 내원 1년 6개월 전
(이식 2년 6개월째) 환자는 자의로 2개월간 면

역억제제 복용을 중단한 후 혈중 creatinine이
6.9 mg/dL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식 신생검상
급성 거부반응으로 생각되어 steroid 충격요법 및
OKT3를 정맥 주사하였으나 혈청 creatinine치
가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아 입원 5개월 전 면역
억제제를 cyclosporine에서 tacrolimus로 전환
하였다. 이후 creatinine 7-8 mg/dL로 유지되
었고 입원 당시 면역억제제로는 tacrolimus,
steroid, mycophenolate mofetil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 학 적 소 견 :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
나 급성 병색을 보였고 혈압은 90/50 mmHg, 맥
박수는 분당 96회, 호흡수는 분당 28회, 체온은
37.8℃였다. 호흡은 곤란해 보였고 결막은 창백
했으며 구강이 건조되어 있었으며 피부는 윤기가
없이 거칠게 보였다. 흉부 및 심장 청진소견에서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다. 복부는 장음이 증가
되었으나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었다.
가 족 력 : 특이사항 없음
검 사 실 소 견 : 입원 당일 검사실 소견상 말초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14.8 g/dL, 적혈구 용적
49.3% , 백혈구 17,960개/㎣, 혈소판 178,000
개/㎣이었다. 망상적혈구는 1.6%로 증가되었고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변형 적혈구가 2-3개 /㎣
관찰되었다. 요검사에서 비중 1.010, 단백 30
mg/dL, 적혈구 5-7개/HPF, 백혈구 2-3개
/HPF이었다. 1일 요단백 배설량은 1.6 g, creatinine 청소율은 5.1 mL/min이었다. BUN 89
mg/dL, 혈청 creatinine 11.7 mg/dL, 혈청전
해질은 Na+ 135 mEq/L, K+ 7.8 mEq/L 이었
다. 혈액화학검사에서 공복 혈당 66 mg/dL,
AST 41 IU/L. ALT 9 IU/L, 칼 슘 7.0
mg/dL, 인산염 7.7 mg/dL, 알부민 3.1 g/dL,
LDH 500.5 IU이었다. PT/aPTT, fibrinogen,
FDP는 정상이었다. 동맥혈가스분석상에서 pH
7.156, PCO2 14 mmHg, PO2 111.8 mmHg,
HCO3- 5.6 mEq/L, O2 sat 90%로 심한 대사
성 산증을 보였다. 직접 및 간접 Coomb's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고 haptoglobin은 149.7 mg/dL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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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료 및 경 과 : 입원 후에도 수양성 설사가
지속되어 금식 및 정맥 수액요법, 경험적 항생제
요법(cephalosporin, isepamicin)을 시행하였
으나 입원 4일째에도 설사 횟수는 1일 7-8회로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검사실 소견상 BUN은
89 mg/dL에서 108 mg/dL로 증가하고 혈색소
10.2 g/dL, 적 혈 구 용 적 32.5%, 혈 소 판
98,000개/㎣으로 감소하였으며 LDH는 419.8
IU로 측정되었다.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변형 적
혈구가 7-10개/㎣로 증가되었다.
직장 내시경검사상 대장 전반에 걸쳐 점막이
미만성으로 충혈되고 부종과 미란이 있었다(Fig.
1). Widal test상 O 및 H 항원 양성이었고 대변
배양 검사상 Samonella type B가 배양되었다.
복부 방사선 소견상 기능성 장폐쇄 소견이 보였
다.
입원 5일 째 설사와 복통이 감소하여 연식을
시작하였고 임상증상이 호전을 보여 지속적 항생
제, 수액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다.
입원 8일째 복부 자각증상은 호전되어 고형 식이
를 시작하였고 당시 혈색소 8.2 g/dL, 적혈구 용

적 28.6%, 혈소판 406,000개/㎣으로 증가하고
BUN 77 mg/dL, 혈청 creatinine 8.0 mg/dL,
LDH 371 IU,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변형적혈
구 1-3개/㎣ 로 호전을 보였다(Fig. 2).
입원 14일째 모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
다. 현재 외래 추적조사상 혈청 creatinine 7-8
mg/dL로 유지되면서 건강하며 투석요법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

찰

본 증례의 경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원인으
로는 우선 면역억제제 tacrolimus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식 후 2주 이내에 대부분 발생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 본 예에서는
tacrolimus를 사용한 기간이 5개월이나 되어 용
혈성 요독 증후군의 원인으로 면역억제제의 가능
성은 매우 희박하다[4].
본 환자는 원래 이식신 기능 부전이 있던 환자
로서 식중독으로 인한 복부증상 수 일 내에 증상

Days after admission

Fig. 1. Diffuse hyperemic and edematous mucosa
with superficial erosions are noted in the
descending colon.

Fig. 2. Summary of the patient s clinical sign and laboratory data during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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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현되었던 점,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변형
적혈구가 뚜렷이 증가되어 있고 입원 후 혈소판
감소, LDH 증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설사
질환 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입원 후 실시한 대변 배양검사에서
Salmonella B 균 이 배 양 된 점 으 로 보 아
Salmonella B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설사와 관련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아 및 소아에서 호발하며 대장균
O157:H7이 가장 흔한 균이고 그밖에 Shigella,
Salmonella. Yersinia, Campylobacter 등이
보고되어 있다[5]. 국내에서 성인에서 설사와 관
련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보고가 드물며 김혜영
등[3]의 5례 보고에서 혈액 및 대변 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또한 김
제우 등[6]이 1987년 이후 10년 동안 성인 용혈
성 요독 증후군 14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제(mitomycin, cyclosporin A)가 5례, 감염성
설사 4례, 기타가 2례, 4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감염성 설사에 의한 경우는 신기능을 회
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외에서는 신기능을 회
복하지 못했다. 본 교실에서 조성수 등[7]은
1989년부터 4년 간 본원에서 진단된 혈전성 미세
혈관병증 12례를 보고하였는데 설사질환 후 속발
한 경우가 3례였으며 2례는 사망하고 1례는 신기
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소아에서 발생한 설사와 관련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위장관 장애의 전구 증상이 나타난 후
약 1-5일이 경과하여 갑자기 창백해지고, 핍뇨,
위장관 출혈, 부종, 고혈압, 신부전 등이 나타난다
고 알려져 있다[2]. 본 증례에서는 설사와 복통이
발생한 후 1-6일 후 혈소판 감소증을 보여 소아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임상양상이 비슷하였다.
성인에서 설사와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1970년대
중 반 에 Konowalchuk 등 [8]이 Shigella
dysenteriae DNA의 70kDa 단백질과 연관된
Shiga-like toxins, verotoxin을 보고한 이래 현
재 verotoxin을 생성하는 감염이 용혈성 요독증
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9].

啓明醫大學術誌 第21券 1號 2002

국 내 에 서 는 대 장 균 [10] 뿐 만 아 니 라
Campylobacter jejuni 장염[11]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보고되었지만 Salmonella 식중독
과 관련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보고된 예가 없
다. 본 증례에서 성인에서 설사와 관련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서 대변배양검사에서 Salmonella
type B가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2가지의 가설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혼합 감염의 가능성
으로 Shigella, 대장균이 배양되지 않았을 가능성
을 들 수 있다. 둘째, Salmonella type B 위장관
감염과 용혈성 요독 증후군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장관 감염과 관련된 용혈성 요독 증후
군 이 대 장 균 이 나 Shigellosis 외 에 도
Salmonella type B 와 같은 세균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전으로는 Salmonella 종의
내독소가 사구체의 미세혈관병증을 일으켜서 용혈
성 빈혈, 급성 신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Srivastava 등[12]에 따르면 73명의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의 대변 배양검사에서 7례에서
Shigella 종, 9례에서 nontyphoidal Salmonella,
11례에서 대장균이 배양되었다고 보고하였다.
Baker 등[13]에 의해서 장티푸스 감염 환자 48
명 중 6명(12.5%)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병
발됨을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Chaturverdi 등
[14]에 의해서도 1례가 보고된 바 있다.
Maudgil 등[15]은 6세 여아에서 Salmonella
typhimurium감염과 관련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
1례를 보고하였고, Dutta 등[16]도 Salmonella
typhimurium 위장관 감염과 수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 1례를 보고한 바 있다.
Flores 등[17]에 따르면 Salmonella 위장관
감염과 관련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한 두
명의 환자 모두 Shiga like toxin-I과 II 유전자
에 대한 중합효소반응을 실시한 결과 음성이었으
나 대장균O157:H7 지다당질(lipopolysaccharide, LPS)에 대한 특이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
대한 효소 매개 면역 흡착법(ELISA)를 실시한
결과 IgM과 IgG 항체가 모두 양성으로 나타나 동
시에 급성 대장균 O157:H7 감염이 있을 수 있다
는 보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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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hart 와 Jenkins[18]는 대장균
O157 지다당질은 Brucella abortus, Yersinia
entercolitica 09, Vibrio cholerae 01 Inaba,
group N Salmonella, Citrobacter freundii,
E. hermanni의 epitope를 공유하므로 대장균
O157감염에 대한 항체를 검사 시 이들 균들 사이
에 교차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치료는 혈장교환, 신선
냉동혈장 주입 및 부신피질호르몬, 헤파린,
prostacyclin 주입 등이 시도되고 있다[18]. 대
체로 비전형적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나 재발성
유전성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서는 혈장교환이 신
장병의 경과나 사망률을 호전시키므로 일단 진단
이 되면 우선 혈장주입을 시작하고 가능한 빨리
혈장교환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에
설사에 동반된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서는 대부분
혈장교환을 하지 않고도 호전을 보이는 경향이 있
으며 본 증례의 경우도 금식, 위장관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여 및 수액요법 등의 보존적 요법
으로 임상적 호전을 보였다[2,19].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유발인자에 따른 예후의
차이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대장균 감염과 같이 일시적인 인자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재발이 없고 치사율이 낮은 반면, 전신
성 홍반성 낭창과 같이 유발 인자가 지속적인 경
우나 유발 인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치사율도 높다
[20-23]. 본 예에서는 위장관 감염에 동반된 일
시적인 인자로 유발되어 경과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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