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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Renal abscess in Ne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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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nal abscess is a rare disease in neonate. The clinical findings consist of nonspecific symptoms such as fever, lethargy, flank mass and laboratory abnormalities including leukocytosis, elevated CRP, ESR and pyuria. The diagnosis can be made with
ultrasonography, CT scan and DMSA. The renal abscess involving corticomedullary region is known to be frequently associated with urologic abnormality and can progress
into perirenal abscess which has been reported to have a poor prognosis. The treatments
include antibiotic therapy, drainage of abscess and surgical intervention. We report a
neonate with bilateral renal abscesses with underlying vesicoureteral reflux grade V
which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antibiotic therapy and drainage of abscess. (J
Korean Soc Neonatol 2005;12: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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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양은 신장의 감염성 질환 중 가장 심한 형태로
서, 신생아에서는 매우 드물며 증상과 혈액검사 소견
이 비특이적이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과

환 아 : 김○○ 애기, 8일, 남아

거에 치료는 대부분 외과적 수술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 소 : 1일간의 발열

에는 초음파 진단법, 전산화 단층촬영법 등의 검사로

출생력 및 가족력 : 환아는 재태 기간 40주 1일, 출

진단이 비교적 용이해졌고 이를 이용한 경피적 흡인

생 체중 3,250 g으로 본원에서 정상 질식 분만을 통

과 배농술로 수술의 필요성을 낮추면서 효과적인 치

해 출생한 둘째 아이로 주산기 병력상 특이 사항 없

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1일간의 발열을 주소

었으며 산모 직업이 본원 상처 소독 전문 간호사인

로 입원한 생후 8일된 신생아에서 방광 요관 역류를

것 외에 별다른 과거력 및 가족력은 없었다.
현병력 : 환아는 출생 후 2일째 별다른 문제 없어서

기저질환으로 하여 신농양과 신주위 농양이 발생한 1

귀가하여 집에서 지내던 중 전날부터 발열과 수유 부
책임저자 : 윤혜선,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0-1
을지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Tel : 02)970-8225, Fax : 02)976-5441
E-mail : ysh3211@eulji.or.kr

진,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여 출생후 8일째 신생아실에
입원하였다.
진찰 소견 : 입원 당시 활력 징후는 체온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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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dominal sonography shows right kidney swelling, hydronephrosis and subcapsular fluid collection.

맥박수 146회/분, 호흡수 42회/분이었고, 발육 상태는
체중 3,265 g (50-75 백분위수)이었다. 환아는 전신적
으로 아파보였고 자극에 민감하며 얼룩무늬반점(skin
mottling)이 관찰되었다. 심청진상 특이 소견 없었으
나 늑골하 함몰이 약하게 보였고, 복부 진찰상 간이나
비장은 비대되어 있지 않았으며 복부가 약간 팽만되
어 있었다.
검사 소견 : 입원 당시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3

2,700/mm (호중구 52%, 림프구 32%, 미성숙호중구
13%, 단핵구 2%, 호산구 1%)이었고, 혈색소 9.7 g/
3

dL, 혈소판 216,000/mm 이었다. AST/ALT 47/25
IU/L, BUN/Cr 10.5/0.7 mg/dL, 혈당 174 mg/dL 였
고, 혈청 전해질 Na/K/Cl 138/4.4/103 mEq/L, C 반
응 단백은 8.79 mg/dL였다. 요 현미경 검사상 고배율

Fig. 2. Abdominal CT scan at admission shows
both renal parenchymal necrosis with multiple abscess formation.

에서 백혈구가 한 시야당 1-4개 보였고, 소변 균배양

하에 액성 물질(subcapsular fluid)이 보였고 좌측 신

검사상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의 집락수

장에는 특이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Fig. 1). 그러

가 100,000/mL 이상이었고, 혈액 배양 검사에서도 S.

나 제 6병일째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상에서는

aureus가 배양 되었다. 뇌척수액 검사 소견은 정상이

우측 신장에 3 cm 이내의 크기, 좌측 신장에는 1.3

었다. 초음파를 이용한 경피적 배농술 후 농양의 세균

cm 이내의 크기를 보이는 다소성의(multifocal) 농양

배양 검사에서 S. aureus가 동정되었고, oxacillin과

이 관찰되었다(Fig. 2). 이후 치료 6주째에 시행한 복

vancomycin 등에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양측 신농양은 모두 소실 되

방사선 소견 : 제 4병일째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

었고, 우측 신장에 신 반흔이 보였다(Fig. 3). 6주간의

에서 우측 신장이 팽창되고 수신증이 있었으며 피막

치료 종결후 실시한 DTPA (diethylenetriamin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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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etic acid) 스캔상 양측 신장에 요 저류나 요로계

백혈구가 한 시야당 10-29개로 농뇨가 관찰되었고, C

폐색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배뇨성 방광 요도 조영

반응성 단백질이 18.03 mg/dL 으로 상승하는 소견이

술상 양측 신장에 방광 요관 역류 5단계가 보였다

관찰되어 bactacin 투여를 중단하고 vancomycin과

(Fig. 4).

cefotaxime으로 투여하였다. 제 6병일째 양측 신농양

치료

및

경과 : 입원후

ampicillin＋sulbactam

을 진단하고, 제 7병일째 초음파 유도하에 6F 도관을

Ⓡ

(bactacin )과 cefotaxime을 투여하였으나, 발열이 지

우측 신장의 피막하 부위에 삽입하여 (Fig. 5) 10 cc

속되고, 짜증섞인 울음 소리와 심한 보챔 등이 지속되

의 농양을 배농하였고(Fig. 6), 좌측 신농양은 크기가

었다. 제 2병일째 시행한 말초 혈액 검사상 혈소판이

작아 배농하지 않았다. 이후 하루에 10 cc에서 41 cc

3

92,000/mm 으로 감소하였고, 소변 검사상 고배율에서

의 맑은 액성 물질이 배액되었으며, 추적 검사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상에서 피막하 농양은 거의 감소되었

Fig. 3. Abdominal CT scan at 6 week of treatment
shows no definite residual abscess and renal scarring of right kidney.

Fig. 5. Sono-guided percutaneous drainage via catheter placed in right subcapsular area.

Fig. 4. Voiding cystoureterography after treatment
shows both ureteral reflux grade Ⅴ.

Fig. 6. Dark brown colored abscess drainage from
right ki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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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양측 신농양의 크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불명열을 가진 환아, 설명되지 않는 복막염, 골반농양

도관 삽입 일주일째 배액량이 감소하여 도관을 제거

등을 가진 환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질환이고,

하였다. 그 후 환아는 주기적으로 복부 진찰, 초음파,

이경우에 경피적 배농이나 수술적 처치가 고려되어야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장의

한다

크기가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치료 5일째에는 혈소판

관 역류 5단계가 있으며 다발성 신농양이 양측 신 피

감소증이 회복되고 C 반응 단백은 치료 5주 째에 음

수질에 있고 여기에 신피막하까지 농양이 발생하였으

성이 되었다. 또한 치료 5주째에 농뇨가 소실되었으며

나,

치료 6주째에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양

Staphylococcus aures가 동정되었다.

3, 5)

. 본 증례에서는 기저 질환으로 양측 방광 요

원인균은

신피질

농양에서

주로

발견되는

측 신농양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하고 vancomycin 투

또한 황색육아종증 신우신염(xanthogranulomaous

여를 중단하였다. 양측 신장에 방광 요관 역류 5단계

pyelonephritis)과 acute lobar nephronia는 넓은 의

소견을 보여 Trimethorpim-Sulfamethoxazole (bac-

미의 신농양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항상 농양을 형성

Ⓡ

3, 7)

trim ) 예방적 투여 받으며 수술적 교정 예정 하에

하는 것은 아니며

있다.

의 부종으로 발생하는 acute lobar nephronia는 보통

, 급성 신우신염에서 국한된 부분
7)

항생제 만으로 치료가 된다 .

고

증상은 신생아 및 연장아에서는 발열과 복통, 옆구

찰

리 종괴, 배뇨 증상, 피로감 등의 비특이적인 양상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 신우신염과 구별하기 어렵

신농양은 소아 및 신생아에서 매우 드문 질환으로

1, 2, 5, 8, 9)

1)

요검사에서 신 피수질 농양은 대부분 농뇨가 있고

, 임상 증상과 혈액 검사 소견이 비특이적이어서 진
2)

.

다

단이 늦어지기 쉽다. 그러나 Wang 등 은 요로계 감

균배양을 통해서 원인 세균이 밝혀지지만, 신 피질 농

염으로 진단받은 473명의 환아에서 8명의 신농양 환

양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하더라도 농뇨

자를 발견하여 신농양이 보고되는 빈도만큼 드문 질

나 소변 배양 검사는 음성일 수 있어 신장이외 부위

환은 아니라고 하였다.

의 선행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4, 7, 8, 10)

. 혈액검사는 백

신농양은 신 피질 농양(renal cortical abscess)과

혈구 증가증이나 혈구침강속도, C 반응 단백의 상승

신 피수질 농양(renal corticomedullary abscess)으로

과 같은 비특이적인 결과를 보인다. 또한 농양은 그람

2, 3)

. 신 피질 농양은 신장이외 부위의

분류할 수 있다

염색과 세균 배양 검사를 해야 하며 악성 종양을 감
5, 8)

. 본

감염이 혈행성으로 전파되어 이차적으로 생긴 경우가

별하기 위해 세포검사(cytology)도 필요하다

대부분으로, 이는 신 피질이 수질보다 혈액 공급이 풍

증례에서는 입원시 소변 배양 검사에서는 S. aureus

4)

부하기 때문이다 . 신 피질 농양의 선행 요인으로는

가 배양되었으나 농뇨는 관찰되지 않았고, 제 2병일째

혈액 투석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 질환이 있을 수 있

실시한 소변 검사상 농뇨가 관찰되기 시작하여 치료

3, 5)

으나

6)

소아에서는 드물고 , 원인균으로 Staphyloco-

후 5주째 소실되었다.

ccus aures가 90%를 차지한다. 신 피수질 농양은 방

신농양의 초음파 소견으로는 신실질에 경계가 뚜렷

광 요관 역류, 신장내 역류(intrarenal reflux), 요로계

하고 조직파편(debris)을 가지는 저반향(hypoechoic)

폐색, 신우신염, 국소 세균성 신장염 등을 일으키는

의 부분과 주위를 둘러싸는 부종이 보이면 의심할 수

신장 기형의 합병증에 의한 상행 감염 등이 기저 질

있다 . Wippermann 등 은 초음파 기술의 발전으로

환으로 있을 수 있으며, Echerichia coli와 같은 그람

초음파로 진단을 놓친 신농양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2, 3, 5-8)

1)

5)

2)

. 또한 그람 음성 막대균이

그러나 Wang 등 은 8명의 소아 신농양 환자의 초음

심하게 신실질을 침범할 경우 농양이 신피막(capsule)

파 소견에서 4명은 신농양이 무반향(anechoic)이나

을 넘어 Gerota 막까지 파급되는 신주위 농양이 형성

중격이 있는 종괴 형태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4명은

음성 막대균이 많다

3)

되게 된다 . 신주위 농양은 대부분의 신농양과는 대조

신신질의 음영(density)이 고반향(hyperechoic)을 보

적으로 항생제만으로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고 부어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G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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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도 초음파 상에서는 화농된 물질이 소방으로 많이

근거로 하여 결정하며 방법으로는 배농술 및 절개, 신

나뉜 경우에 복합체로 보일 수 있고, 해석이 어려울

부분 제거술이 있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신적

수도 있어서 전산화 단층촬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출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음파는 치료시 치료 성적을 평가하는 추적

적 교정은 농양이 소실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

1, 5)

검사로서 유용하며

, 본 증례에서도 초음파로는 명

확한 신실질의 병변을 찾기 어려워 전산화 단층촬영

4, 5)

. 요로계의 선천성 기형의 수술

술시 농양이 치료되지 않았다면 수술후 합병증의 위
5, 7)

험도가 의미 있게 증가한다

.

으로 진단하였고, 초음파는 치료 시작후 신장의 종창

신농양의 나쁜 예후와 관련된 인자는 농양이 직경

과, 저반향 부분이 의심되는 병변을 추적 관찰하는데

5 cm 이상일 경우, 한가지 이상의 균주를 포함할 경

이용되었다. 그 외에 진단적 가치가 있는 방사선학적

우, 그람 음성 막대균이 있을 경우, 치료 기간을 4주

검사인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신농양은 여러개의 경계

이내로 끝낸 경우, aminoglycoside 단독으로 치료 한

가 명확한 저음영의 종괴가 보이며 정맥 조영제를 주

경우가 있다

입한 후에도 저반향 종괴는 조영 증강 되지 않고 주

상적으로 호전이 빨리 보이더라도 최소한 4주에서 6

2, 5)

, 전산화 단층촬영은

위 둘레(rim)는 보이지 않지만

11, 12)

. 따라서 치료 기간은 수일 이내에 임
3, 12, 14)

주 치료해야 한다

.

신농양을 진단하거나 병변의 정도를 아는데 매우 민
2, 11)

감하고, 정확한 검사이며

, 치료 종결 시점을 결정

요

12)

약

하는데 도움이 된다 . DTPA는 빠르게 배설되고 신
피질에 적게 결합되기 때문에 수신증이 동반된 신농
양에서 기저 질환으로 신폐색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1)

검사이다 . DMSA 검사는 신피질에 강하게 결합되기
1)

때문에 농양의 지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

신감염(renal infection)을 가진 환아는 신농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연속적인 초음파와 전산화
단층촬영, DMSA를 하는 것이 신농양을 조기 진단하

치료는 항생제, 배농,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 임상

고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8일된 신생아

증상, 초음파, 전산화 단층촬영 등의 결과에 따라서

에서 발생한 신농양을 항생제와 배농술로 치료하고

5)

8)

치료의 단계를 결정 할 수 있다 . Siegel 등 은 신농

추후 방광요관 역류를 수술적으로 교정할 예정인 신

양을 크기별로 구분하여 3 cm 이하의 작은 농양은

농양 1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정맥용 항생제만으로 100% 효과적으로 치료되었으며,
3-5 cm의 중간 농양은 항생제와 배농술로 9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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