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병원감염관리：제17권 제2호 2012
Korean J Nosocomial Infect Control 2012:17(2):70-78

￭ 원저 ￭

재발성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의 대변세균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강 자 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간호대학

Fecal Bacteriotherapy for Recurrent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aHyun Kang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School of Nursing, NC, USA

Background: Over the past several years, Clostridium difficile has become a major healthcare-associated pathogen.
Fecal bacteriotherapy has been reporte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treating recurrent C. difficile infection by
restoring the normal intestinal microbiota.
Methods: Articles on fecal bacteriotherapy were collected through PubMed, CINAHL, Cochrane Library, and Web of
Science databases using the keywords “Clostridium difficile,” “feces,” “fecal transplantation,”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and “fecal bacteriotherapy.” Us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variables of interest from articles that
met the inclusion criteria were extracted and summarized.
Results: Among 141 articles that were published in English from January 1, 2000 to August 31, 2012, 8 studi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fter assessing the titles, abstracts, and full contents. Fecal bacteriotherapy procedures varied with
respect to donor selection, screening, infusion route, and preparation of the suspension. Donors were mostly family
members or relatives, and donor screening included tests for blood borne and stool pathogens. Selected infusion routes
were colonoscopy (62.5%), nasogastric tube (25%), and enema (12.5%). The success rate was reported to be 73-100%.
There was a lack of a standard procedure for fecal bacteriotherapy in all of the selected studies.
Conclusion: Fecal bacteriotherapy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combating C. difficile infection that has a high
success rate and no adverse effects. This therapy would be helpful for infection control in hospital settings by facilitating
early eradication of C. difficile infection.
Keywords: Clostridium difficile, Feces, Microbiota

서 발견되는 혐기성세균으로 감염 시 C. difficile

서

론

관련 설사(C. difficile-associated diarrhea, CDAD)
및 위막성대장염(Pseudo-membranous colitis, PMC)

Clostridium difficile은 흔히 흙이나 동물의 장에

을 유발하며[1], 의료관련감염의 원인균주로 유행
발생시 33%의 사망률에 달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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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고 있다[2]. CDAD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병원에서 가장 흔한 의료관련감염으로, 80% 이상
의 사례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하며 면역
기능저하 환자에게서도 발병률이 높다[1]. 항생제
의 발달과 빈번한 사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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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C. difficile이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

고 대변자체를 이식한다[2]. 따라서 대변의 이식

cus aureus (MRSA)보다 흔한 의료관련감염 원인

이라는 개념 자체로부터의 거부감 때문에 실행

균으로 보고되고 있다[3]. 병원전체 감염감시 활

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최근 C. difficile이 의

동을 30년 이상 지속해 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료관련감염의 주요 원인균으로 등장하면서 효과

주 대학병원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적 치료법으로 대변세균요법이 주목받음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원인균별 1,000 입원환자일수당 발

미국 감염관리역학전문가협회(the Association of

생률을 조사한 결과, 다른 균주에 의한 발생률은

Professionals for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

모두 감소추세였음에도 C. difficile로 인한 발생률

gy, APIC) 39차 Annual Educational Conference &

만 유의한 증가추세를 보였다[미발간 결과]. 미국

International Meeting (San Antonio, TX, USA, June

전체로는 2007년 약 25만명의 CDAD 입원환자

4-6, 2012)에서도 대변이식치료에 대한 강의가 개

치료에 32억달러의 의료비가 사용된 것으로 추

설되는 등 감염관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정된다[4].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C. diffi-

C. difficile은 열과 화학물질에 내성을 가진 아

cile 발생률과 대변세균요법의 시도에 대한 보고

포를 형성함으로써 환경표면 잔류가 용이하고

는 아직 찾아볼 수 없기에, 이 논문에서는 그간

환경소독이 쉽지 않기에 CDAD 환자 발생시 즉

국제적으로 발표된 관련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각적인 격리와 접촉주의지침(contact precautions)

방법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대변세균요법에 대해

적용이 필요하다[5,6]. 의료관련 C. difficile 감염

소개하고 관련문제와 최근 논점에 대해서 검토

의 위험요인으로는 광범위항생제 치료와 병원환

하고자 한다.

경표면, 감염된 동일병실 환자, 병원 의료진의 손
을 통해 C. difficile 아포에 노출된 이후 장내 정

대상 및 방법

상미생물무리의 붕괴를 들 수 있다[7]. 따라서 C.
difficile 감염으로 인한 중증결과와 병원내 전파

대변세균요법 관련 논문수집은 의학논문 검색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진단 및 치료가 매우

엔진 PubMed 및 CINAHL (Cumulative Index to

중요하다[1]. Metronidazole이나 Vancomycin 치료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ochrane li-

완료 후 재발률도 28-65%에 달하지만 재발 CDAD

brary,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를 통

에 대한 최적의 치료법은 아직 없으며[2], 장내 정

해 종합검색하였다. 검색창에 의학주제명표목(Medi-

상미생물무리의 붕괴가 CDAD의 주요 발병기전

cal Subject Headings, MeSH)의 기준어 “Clostridium

이므로 정상미생물무리의 재증식 방법이 바람직

difficile”와 “Feces” 이외에도 일반주제어 “Fecal tran-

한 치료중재로 여겨진다[2].

splantation”,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Fecal

1958년 처음 도입된 대변세균요법(혹은 대변이

bacteriotherapy”를 조합 사용하여 검색된 논문을 대

식[fecal transplantation], 대변 미생물무리 이식[fecal

상으로 1차 제목검토, 2차 초록검토, 3차 본문검토

microbiota transplantation])은 유럽에서 보다 많이

를 실시하여 분석에 포함할 논문을 최종선정하였

선택해 온 치료법으로 코위관(nasogastric tube), 대

다. 선정기준은 첫째, 현대 의료환경에서의 최근

용량관장, 직장경을 통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발표기간은 2000년 1월 1

자의 직장에 이식함으로써 장내 정상미생물무리를

일부터 2012년 8월 31일 기간으로 한정하고, 둘

복구하여 CDAD의 병원성 기전을 바로잡는 방법

째, SCI (Science Citation Index)급 저널에 발표된

이며[8], 약제내성과 부작용이 없고 적은 비용과 높

원저 영문논문으로 하며, 셋째, 소수의 특정 사례

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9]. CDAD

보고를 제외하고 5명 이상의 환자를 포함하며,

환자에게서 Bacteroides와 Firmicutes 균주의 부재

넷째, 실제 대변세균요법 실행과정부터 추후관찰

가 보고되었지만[10], 장내 미생물무리 중 어느

까지의 결과가 보고된 연구로 국한하였다. 각 연

균주가 C. difficile의 증식을 억제하는지 아직 밝

구에서 분석변수로서 환자수, 나이, 대상질환, 공

혀지지 않았기에 특정 균주만을 선택이식하지 않

여자 환자 관계, 공여자 사전검사항목, 환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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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현탁액의 준비(대변양, 희석용액, 사용기

다, 핀란드에서 1편씩 포함되었고, 나머지 5편은

구), 이식과정(주입경로, 주입량, 주입횟수), 성공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기간을 밝히

률, 부작용 여부를 발췌하였다. 희석용액과 현탁

지 않은 연구가 5편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개

액 양 보고에 사용된 ml, cc는 같은 부피를 나타

병원에서 2-5년간 축적된 경험을 보고한 연구였

내는 다른 단위이므로 mL로 통일하여 종합하였

다. 선정된 모든 연구의 대상환자는 Vancomycin

다.

이나 Metronidazole 치료완치 후 재발성 CDAD 진
단을 받은 환자였다. 각각 5개 의료기관이 포함된

결

2개의 다기관연구에는 70여명의 환자가 포함되었

과

고 나머지 연구에서는 7명에서 26명 사이의 환자
4개의 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주제어 검

를 대상으로 보고하였다. 환자의 평균연령은 49-73

색결과, 중복제외 총 14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

세로 19-99세의 범위를 포함하였고, 평균 90일에서

다. 이중 1차 제목검토를 거쳐 주제와 동떨어진

31개월까지의 추후관찰 결과 73-100%의 성공률을

제목의 논문을 제외한 43편에 대해 2차 초록검토

보였다. 대변공여자는 가족과 친척이 대부분이었

를 실시하였고, 이 중 주제와 밀접한 28편에 대

으나 친구와 자원자도 포함되었으며, 주입경로는

해 3차 본문검토를 거쳐 선정기준에 합당한 8편

코위관(2편), 관장(1편), 직장경(5편)으로 나타났다.

의 논문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주입경로별 성공률은 코위관 73-75%, 관장 100%,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변세균요법 관련 발표

직장경 82-100%였다.

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한 8편의 발표년도는

주입경로별 대변세균요법 실시 전 공여자 사전

2009년(2편), 2010년(3편), 2012년(3편)으로 대부

검사와 환자 준비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분 최근 연구에 해당하였다(Table 1). 영국, 캐나

같다. 주입경로와 관계없이 공여자 혈액검사는

Table 1. Summary of selected publications for fecal bacteriotherapy
Author
Country
(published year)
MacConnachie
(2009)[2]
Rubin et al.
(2009)[23]
Rohlke et al.
(2010)[24]

Silverman et al.
(2010)[9]
Yoon et al.
(2010)[15]
Mattila et al.
(2012)[25]
Kelly et al.
(2012)[21]
Brandt et al.
(2012)[26]

UK
USA
USA

Setting

Study
period

No*

1 hospital Since Sep 15 81.5†
2003
(68-95)
1 hospital
NA
16
NA
(70-99)
2 medical 2004-2009 19
49
centers
(29-82)

Canada 1 hospital

NA

7

USA

NA

12

1 hospital

Finland 5 hospitals 2007.11- 70
2010.2
USA 1 hospital 28 months 26
USA

Mean
Cured
age
(%)
(range)

5 medical
centers

NA

77

*number of patients; †median figure (not mean).
Abbreviation: NA, not available in the report.

64.7
(30-88)
66
(30-86)
73
(22-90)
59
(19-86)
65±17
(22-87)

Mean F/U
(range)

Donor relationship

Infusion
route

11
(73)
12
(75)
18
(95)

16† (4-24)
weeks
90 days

Healthy related
volunteer
Family member

27.2 (6-65)
months

7
(100)
12
(100)
66
(94)
24
(92)
63
(82)

Intimate domestic
partners, family
members, household,
close friend
Family member
Enema

8.6 (4-14)
months
NA (3 weeks Family member or
-8 years)
partner
12 weeks
Family or volunteer

Nasogastric
tube
Nasogastric
tube
Colonoscopy

Colonoscopy
Colonoscopy

10.7 (2-30) Intimate partner or
Colonoscopy
months
adult family member
17±14 (3-68) Spouses or partners, Colonoscopy
months
first-degree relatives,
friends, and individuals
unknown to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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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ecal bacteriotherapy preparation by infusion route
Infusion route

Reference
first author

Donor
blood test

Nasogastric tube MacConnachie [2] Blood borne virus,
syphilis

Donor stool test
Enteropathogen

Rubin [23]

HIV, HAV, HBV,
HCV, syphilis

C. difficile, parasites

Enema

Silverman [9]

ova, parasites,
cryptosporidia,
microspora,
C. difficile

Colonoscopy

Rohlke [24]

HIV, HAV, HBV,
HCV, human
T-lymphotropic
virus, syphilis,
Helicobacter
pylori
HIV, viral hepatitis

Yoon [15]

HIV, HBV, HCV

Mattila [25]

HIV, HBV, HCV,
Syphilis

Kelly [21]

HIV, HAV, HBV,
HCV, Syphilis

Brandt [26]

HIV, HAV, HBV,
HCV

C. difficile, enteric
pathogen
C. difficile, parasites,
ova
C. difficile, ova,
parasites, enteric
bacterial pathogens
ova, C. difficile,
parasites, Giardia

C. difficile, ova,
parasites, Giardia,
cryptosporidium

Recipient preparation
Oral vancomycin (discontinued 12
hours before the procedure), proton
pump inhibitor (for a favorable
gastric pH)
Pretreated with vancomycin to
reduce C. difficile load on the
evening before and on the day of
the transplantation
Pretreated to maintain
asymptomatic until 24-48 hours
prior to the procedure, blood
testing, stool testing

Prior regimens stopped 1-3 days
before the procedure, bowel
preparation
Discontinue antibiotic therapy 3 days
before the procedure
Pretreatment with vancomycin or
metronidazole 36 hours before the
procedure
Pretreatment with vancomycin or
metronidazole 2-3 days before the
procedure, standard preparation
for colonoscopy
Remained on the antibiotics until
2-3 days before the procedure,
bowel preparation

Abbreviations: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AV, hepatitis A virus; HBV, hepatitis B virus; HCV, hepatitis C
virus.

대부분 혈액매개성 질환(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환자에게 사전

및 바이러스 간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개 연

혈액검사와 대변검사를 시행한 연구는 1편이었

구에서는 매독검사도 같이 시행하였다. 캐나다의

다.

관장 주입을 통한 대변세균요법 연구에서는 hu-

대변 현탁액의 준비과정을 주입경로별로 살펴

man T-lymphotropic virus와 Helicobacter pylori까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코위관 주입방법의 연

지 사전 혈액검사항목으로 포함하였다. 공여자

구에서는 대변 30 g을 50-150 mL 생리식염수와

대변검사항목은 대부분 C. difficile을 비롯, 장관

믹서기로 섞어 필터에 거른 뒤 30-60 mL를 주입

병원체, 기생충검사가 포함되었다. 치료전 환자

하였다. 관장과 직장경을 이용한 주입방법인 경

준비로는 C. difficile이 환자 장내에 남아있지 않

우 대변 50 g 정도를 200 mL-1 L 생리식염수나

도록 Vancomycin이나 Metronidazole로 사전치료

멸균수에 섞어 60-700 mL까지 주입한 것으로 나

를 하다가 대변이식 12시간-3일전에 항생제요법

타났다. 현탁액은 믹서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큰

을 중단하였으며, 직장경 주입인 경우 직장경검

흡인통(suction canister)내에서 손으로 젓거나 흔

사때와 동일한 사전 장준비를 시행하였고 코위

들어서 준비하였고, 거즈나 필터를 이용해서 거

관 주입인 경우 한 연구에서는 위산도 조절을 시

른 다음 환자에게 주입하였다. 공여자로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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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ecal bacteriotherapy process by infusion route
Infusion route
Nasogastric tube

Reference first author Used amount (stool/diluents)
MacConnachie [2]

30/150 mL 0.9% saline

Rubin [23]

30/50-70 mL sterile 0.9N
sodium chloride
50/200 mL normal saline

Enema

Silverman [9]

Colonoscopy

Rohlke [24]

NA/NA non-bacteriostatic
saline

Yoon [15]

NA/1 L sterile saline

Mattila [25]
Kelly [21]

20-30 mL/100-200 mL water
6-8 tablespoons/1 L sterile
water (or saline)
6 tablespoons- entire/NA
non-bacteriostatic saline

Brandt [26]

Processing (equipment)

Infusion
amount (mL)

Blended (household blender) &
filtered
Mixed (blender) & paper filter
twice
Liquefied to "milkshake"
consistency (kitchen blender)
Manual shaking (in a large
suction canister) & gauze
sheets filter
Shaken & filtered through gauze
pad
Manually homogenized
Filtered through gauze

30

200-300

Filtered through gauze pads

300-700

30-60
250

250-400
100
60

Abbreviation: NA, not available amount in the report.

변 채취 후 몇 시간 이내에 시행한 것으로 나타

되었고 기준치료법의 부재가 동일하게 지적되었

났으며 주입횟수는 1회가 대부분이었다. 관장요

다[11-14].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법인 경우 관장 후 1시간이내에 변을 보았을 경

수 있었으나, 본 연구가 최근 발표된 4편의 문헌

우 다시 1회 추가로 주입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찰 연구와 다른 점은 사례보고를 제외하였고,

이상의 결과로부터 현재까지 대변세균요법은

2012년 발표된 2개의 다기관연구 결과를 새롭게

주입경로, 공여자 선정, 공여자 사전검사 내용,

포함하였으며, 공여자의 사전검사 및 환자준비,

환자 사전준비, 대변현탁액의 준비 과정과 절차

현탁액의 준비과정 등을 감염관리의 관점에서 확

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인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른 4편

러함에도 부작용이 없고 성공률이 높아, 연구자

의 문헌고찰 연구의 제한점과 같이 긍정적 효과

들은 쉽고 간단하며 비용도 적게 드는 아주 효과

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적인 방법으로 모두 보고하였다.

발표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고 바이어스(reporting
bias)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13].

고

찰

대변세균요법이 임상에서 널리 도입되려면 환
자의 거부감 및 대변이식으로 인한 감염위험의

1958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지만 그간 몇몇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 대변이

사례보고로만 접할 수 있었던 대변세균요법에

식에 대한 환자의 혐오 및 거부감이 대변세균요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

법의 선택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몇몇 연구

년부터 최근까지의 문헌고찰 결과 최근의 연구

에 따르면 재발성 CDAD 환자는 많이 아파서 삶

만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것

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의 완화를

은 대변세균요법에 대한 문헌고찰 논문 4편이

보장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대변이식을 받아들

2011년과 2012년에만 연달아 발표된 사실과 함께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15]. 환자의 입장에서

대변세균요법이 최근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

는 CDAD의 재발로 몇년씩 비싼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발표된 4편의

받기보다는 적은 비용과 10분 정도의 짧은 치료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대변세균요법이 효과적이

로 하루 이틀내에 효과를 보이는 대변세균요법

고 안전하며 저렴하고 간단한 치료법임이 입증

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8]. 현재로서는 대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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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요법의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대부

재발이 아닌 C. difficile 첫 감염으로 인한 설사

분 단기간의 소규모 연구결과에 의존하여 대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도 대변세균요법이 효

세균요법의 장기간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증된

과적일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바 없기에 공여자의 대변과 혈청 검사를 반드시

환자의 배우자나 연인, 가족이 주된 대변공여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15]. 대변현탁액 주입은 한

자이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이들은 C. difficile

사람의 체액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볼

보균자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19]. 이론적으로

수 있기에 감염위험의 잠재성을 결코 배제할 수

는 모계쪽 일촌이 수용자와 가장 많은 미생물무

없으나, 대변세균요법 전문가인 호주의 Borody 교

리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수용자 장내

수는 1,500건 이상의 사례를 근거로 수혈보다 훨

점막의 면역체계(예, 항원특이성 항체)에서 이들

씬 안전하다고 보고하였다[8]. 대변세균요법의 과

의 장내 미생물무리에 적응하는 면역 반응도 보

정에 대해 익숙한 위장병전문의 가운데에서도 안

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19]. 여성에게서 과민

전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현재까지 아무런 부

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기 쉬운 미생물무리가

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병력과 감염성질환에 대한

상주할 가능성때문에 남성이 공여자로 선호될

철저한 사전검사로 감염의 우려를 종식할 수 있

수도 있다[19]. 최근 많은 전신질환의 발병기전에

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8].

장내 미생물무리가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대변세균요법 개념 자체의 거부감과 어

따라, 특히 젊은 환자에게는 건강한 자원공여자

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치료자의 편견 역시

(volunteer donor)가 기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16].

있다[19]. 환자와 관계된 공여자에서부터 시술전

2010년까지 발표된 200여 사례보고에서 부작

신선하게 채취되어 서둘러 준비된 대변을 이식

용없이 90%에 달하는 성공률과 간단한 치료과정

하던 방법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 엄격

이 확인된 대변세균요법이 임상에서 치료의 정

한 사전검사를 거쳐 선정된 공동의(universal) 자

석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심미학적 이유 이외

원자로부터 채취하여 표준화된 검사실 규정에

에도 장내 미생물무리의 구성 및 중요기능이 아

따라 처리 냉동한 대변 추출물을 이식하는 방법

직 밝혀지지 않은 탓도 있다[17]. 실제 공여자 대

이 변함없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 공여자 선정의

변의 미생물 증식으로 질병 원인균을 단순히 대

문제도 앞으로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20].

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종류의 장내 균주들

대변세균요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

이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여 치료가 가능한 것인

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발표된

지 정확한 기전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8]. 대변

연구를 중심으로 주입경로의 장단점을 종합해보

세균요법은 이식받는 환자의 장내 정상미생물무

면 다음과 같다. 직장경 이식방법은 대변이 직장

리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쳐 이식 전 환자 장내

내에서 골고루 주입되기 쉽게 하고 중재당시 직

의 잔여 미생물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2

장의 직접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5].

주가 지나면 공여자의 장내 미생물무리와 매우

또한 장폐색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 내시경기법

유사한 구성의 정상 미생물무리가 우세하게 자

을 이용한 대변세균요법이 중증 CDAD의 첫째

리잡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18].

치료법으로 권고되기도 한다[10]. 코위관 주입은

대변세균요법을 최우선 치료법으로 고려해볼만

주입된 세균의 하부위장관 도달 및 집락화 성공

한 대상자는 첫째, 재발성 CDAD, 관리에 어려움

이 불분명하고, 또한 흡입의 위험이 있어 널리

이 있는 CDAD, 위막성 대장염 환자, 둘째, 중증결

채택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21]. 코위관

과가 예상되는 동반질병이나 중환자실 혹은 수술

이나 직장경을 통한 이식방법은 침습적이고 실

후 특수한 상황에 있는 환자, 셋째, 논란의 여지가

용적이지 못하므로 관장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

있으나 심한 복통과 열을 동반하고 혈류역학적 불

질 가능성이 있지만[9], 코위관 주입법과 직장경

안정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내시경을 이용한 대변

이식방법 모두 유의미한 차이없이 높은 치료성

세균요법이 유익할 것으로 권고된다[10]. CDAD

공률을 보였기에[22], 앞으로 임상적용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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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선택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변세균요법관련 논문을 종합검색하여 수집한

이식횟수로는 직장경 주입인 경우 균질한 대변

뒤,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논

현탁액을 회장 말단 혹은 상행 결장에 1회 이식

문에 대해 분석변수를 발췌, 종합하였다.

으로도 치료성과를 거두는데 충분하며[10], 관장

결과: 2000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

방법인 경우 환자가 관장 후 1시간 이내 설사가

지 발표된 총 141편 중 제목, 초록, 본문 검토 단

발생하면 다시 한번 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9].

계를 차례로 거쳐 선정기준을 충족한 8편의 영문

현재까지의 대변세균요법의 연구는 효과를 증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공여자 선정, 사전검사, 주입

명하고 여러 치료방법과 절차를 시도하면서 기

경로, 현탁액의 준비 등 대변세균요법 과정이 다

준치료법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대

양하였다. 대변공여자는 가족과 친척이 대부분이

변현탁액의 제조에 믹서기 사용이나 손으로 흔

었고, 공여자 사전검사로써 혈액매개성 및 대변내

들어 준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

병원균에 대한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입경

지 위생문제를 점검하거나 소독처리에 대한 연

로는 직장경(62.5%), 코위관(25%), 관장(12.5%) 순

구가 없어, 앞으로 대변세균요법이 널리 도입될

이었으며 보고된 성공률은 73-100%였다. 선정된

경우 감염관리지침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

모든 연구에서 대변세균요법 기준치료과정의 부

겨진다. 또한 현재로서는 공여자 사전검사비용에

재가 확인되었다.

대한 보험처리 규정이 없고, 이윤창출이 적어 제

결론: 대변세균요법은 성공률이 높고 부작용

약업계에서 대변 미생물무리 이식에 필요한 기

이 없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C. difficile감염의

술개발에 무관심한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

조기종식을 가져와 병원 감염관리 노력에도 도

야 할 과제이다[20].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간의 사례연구가 보고되었음에도 대변
세균요법의 기준치료과정은 아직 개발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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