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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폐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소아에서 중이염, 부비

동염, 폐렴, 패혈증, 수막염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균

이며 국소 감염증의 증거가 없는 특발성 균혈증의 가장 흔한 원

인 균이다
1)
.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폐구균의 중요 침습 인자

인 다당질 항원에 대해 적절한 면역 반응이 어려워 침습성 중증

폐구균 질환의 위험과 빈도가 높다. 폐구균은 인체에서 인두의

상재균으로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고, 상기도에 무증상으로

정착해 있기도 하지만 상기도염 등의 선행 요인이 있을 때 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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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는 직접 주위 조직 전파를 통해 감염을 일으키므로 인두에

서 분리되는 폐구균 혈청형은 일반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혈청

형과 비슷하다
2-4)
.

최근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폐구균이 많은 국가에서

증가되고 있으며
5)
특히 우리나라 소아에서 분리되는 폐구균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6, 7)
. 전 세계적으로

도 항생제 내성 폐구균 감염에 대해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침 개발이 계속되고 있

다
8, 9)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백신 사용에 의한 폐구균 감염

증의 예방이 더욱 중요하여 이의 개발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

행되고 있다. 2000년에 아 및 어린 소아에서도 접종 가능하여

이들의 침습성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가 우수한 7가 단백 결합

폐구균 백신이 개발되었다
1)
. 그런데 90여 가지 폐구균 혈청형

중 일부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백신의 도입을 위해서

다중구슬 분석법에 의한 폐구균 혈청형 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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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Streptococcus pneumoniae is a major etiologic agent for pneumonia, meningitis, otitis

media, and sepsis among young children. Multi-drug resistant strains have raised great concern

worldwide, thus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with vaccines has been emphasized. However, vaccines

may force the appearance of pneumococcal infections by nonvaccine serotypes. Thus, distribution of

pneumococcal serotypes should be monitored to estimate vaccine efficacy. We used a new and

efficient multibead assay in determining pnemococcal serotypes.

Methods : From January to February 2005, 643 children were recruited from ten day care centers to

isolate pneumococci from their oropharynx. Pneumococcal serotyping was performed on 62 pneumo-

coccal isolates from 60 children by multibead assay. This immunoassay required two sets of latex

particles coated with pneumococcal polysaccharides and serotype-specific antibodies. Twenty four

newly developed monoclonal antibodies specific for common serotypes and a pool of polyclonal rabbit

sera for some of the less common serotypes were used.

Results : The most prevalent pneumococcal serotypes were serotype 6A, 19A, 19F, 23F, and 11A/

D/F which accounted more than 50 precent of all the 62 pneumococcal isolates. We found that

multibead assay can be performed very rapidly and objectively.

Conclusion : This multibead immunoassay was very useful in serotyping clinical isolates of S.

pneumoniae because it was simple, reliable and fast. (Korean J Pediatr 2007;50: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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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외 7인 : 다중구슬 분석법에 의한 폐구균 혈청형 연구

는 백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분리되는 폐구균의 혈청형

에 대한 기본 역학 자료가 필요하며, 도입된 후의 백신의 효과

를 알기 위해서도 백신 사용 지역에서의 감염 원인으로서의 폐

구균 혈청형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각 폐구균 혈청형 특이

항원은 각각 해당하는 혈청형에 대한 특이 항체를 유도하기 때

문에,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에 의한 폐구균 감염은 줄어들더라도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에 의한 폐구균 감염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도 최근 보고되었다
10)
. 또한 폐

구균 혈청형의 분포는 다른 원인들로 인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 다
11)
.

그러므로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의 도입과 더불어 백신의 효

과와 이에 의한 폐구균 질환의 역학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두나 여러 가지 감염증에서 분리되는 폐구균의 혈청형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12, 13)
.

그러나 90여 가지의 혈청형을 보이는 폐구균의 혈청형 분석

은 쉽지 않다. 현재까지 Quellung 방법을 이용한 혈청형 분석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숙련

된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숙련된 연구자라 하더라도 결과의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기고 간혹 관찰자에 따른 결과의 오류가

가능하다
14, 15)
. 그 밖의 다양한 분석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

들도 마찬가지 제한점이 있다
16-18)
. 최근 단세포 항체를 이용한

다중구슬 분석법(multibead assay)으로 폐구균 혈청형을 분석하

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14, 15)
. 이 방법은 숙련된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많은 폐구균의 혈청형을 정확하게

분석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분리된 폐

구균 혈청형을 이 방법으로 분석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대 상

2005년 1-2월 동안 서울 지역의 10개 유아원에 다니는 건강

한 9세 이하 소아 643명을 대상으로 하 다. 이 중 1세 미만은

4명, 1세는 15명, 2세 39명, 3세 107명, 4세 168명, 5세와 6세

각각 147명이었고 7세 13명, 8세 1명, 9세 2명이었다(Table 1).

성별로는 남자 332명, 여자 311명이었다.

2. 폐구균 배양과 동정

첨단에 calcium alginate가 있는 소독된 면봉(swab)으로 소

아의 구인두 점막을 세게 문질러 검체를 채취해 즉시 수막구균

분리를 위해 수막구균 선택배지인 modified New York city

medium에 접종하고 난 후 면봉은 다시 폐구균 분리를 위해

Stuart 수송배지에 넣어 3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하 다. 검

사실에서 각각의 면봉에 묻은 구인두 검체를 평판 배지에 접종

하여 37℃에서 5% CO2 배양기에 배양하고 24시간과 48시간에

각각 관찰하 다. 폐구균 배양을 위한 선택 배지는 5% 면양 혈

액을 포함한 혈액 한천 배지(blood agar plate)와 2.5 µg/mL

gentamicin을 도포한 혈액 한천 배지를 사용하 다. 각 배지에

서 단추 모양의 집락 형태와 α-용혈 양상으로 의심되는 집락을

선택하여 그람 염색, catalase 검사 및 optochin 검사로 폐구균

을 동정하 다.

3. 폐구균 혈청형 분석

폐구균 혈청형 분석은 미국 University of Alabama-Bir-

mingham의 Bacterial respiratory pathogen reference labora-

tory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세포 항체를 이용

한 다중구슬 분석법을 이용하 다
14, 15)
. 이 방법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1) 폐구균 피막 다당질 혈청형으로 씌운 구슬 준비

직경이 2에서 4.8 µm인 5가지 종류의 구슬들(beads)(Bangs

Laboratories, Fishers, IN, USA)을 구입하여 이들을 적색 형광

에서 형광이 없는 것, 낮은 것 및 높은 것 등 3가지로 분류하기

위해 Did oil(1,1'-dioctadecyl-3,3,3'3'-tetramethylindodicar-

bocyanine perchlorate,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

로 염색했다. 구슬에 Did oil을 염색하면서 dimethyl sulfoxide

와 함께 실온에서 6 시간 동안 진동시켰다. 구슬의 염색 농도를

1에서 10 µg/mL은 저등급, 1에서 5 mg/mL은 고등급의 형광염

색으로 분류하 다. 구슬은 0.25% Triton X-100으로 수차례 세

척하 고 같은 용액에 보관하 다. 14가지 혈청형 폐구균 피막

다당질(1, 3, 4, 5, 6A, 6B, 7F, 9N, 9V, 14, 18C, 19A, 19F,

23F)을 14종류의 구슬들에 각각 부착시켰다. 이 14종류의 구슬

들을 모두 혼합시켰고, 세트 1로 분류하 다. 다시 10가지 혈청

형 폐구균 피막 다당질(2, 8, 10A, 11A, 12F, 15B, 17F, 20,

22F, 33F)을 10종류의 구슬들에 각각 부착시킨 후 혼합시키고

세트 2로 분류하 다. 혈청형 중 3, 18C, 6B, 9V, 19F 이외의

혈청형들로 부착된 구슬들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

tion(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한 피막 다당질로 입혔고

위의 5가지 혈청형들은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피막 다당질-

단백 결합물질로 입혔다.

Table 1. Age Distribution of Children in 10 Day Care Centers
and Number of Pneumococcal Isolates in Each Age Group

Age (year)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isolates (%)

<1

1

2

3

4

5

6

7

>7

Total

4

15

39

107

168

147

147

13

3

643

0 ( 0.0)

3 (20.0)

4 (10.3)

14 (13.1)

24 (14.3)

9 ( 6.1)

6 ( 4.1)

0 ( 0.0)

0 ( 0.0)

60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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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구균 용해물의 준비

폐구균을 면양배지에 접종하여 6시간 동안 37℃의 촛불 단지

(candle jar)에서 배양하 다. 각 배지에서 나온 폐구균 균주들

을 실험 튜브에 넣고 0.5% 효모 추출액, 1% 포도당, 1% 면양

적혈구(Colorado serum company, Denver, CO, USA)로 보충된

0.3 mL의 Todd-Hewitt broth(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를 부었다. 37℃에서 6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에, 배양균을

50 µL의 용해 완충액(0.2% sodium deoxycholate, 0.02%

sodium dodecyl sulfate, 0.3 M sodium citrate)과 혼합했다.

다시 37℃에서 15분 동안 배양시킨 후에 세포 용해물을 5분 동

안 10,000×g에서 원심분리 하 다. 상층액은 완충액으로 5배

희석시켰다.

3) 다중구슬 분석법을 이용한 혈청형 분석

이렇게 준비된 40-56 µL(set 1은 56 µL, set 2는 40 µL) 라

텍스 구슬 혼합체(각 혈청형 당 4 µL), 30 µL의 희석된 세균 배

양 용해물과 30 µL의 혈청형 특이 항체를 U 형 바닥을 가진 96

개 well의 평판(Nalgen Nunc International, Rochester, NY,

USA)에 접종하 다. 희석액은 1% 우혈청 알부민이 포함된 인

산 완충 용액을 사용하 다. 세트 1에 사용된 혈청형 특이 항체

는 14종류의 단세포 항체 혼합체이다. 세트 2에 사용된 혈청형

특이 항체는 Statens Serum Institute(Copenhagen, Denmark)

에서 구입하 으며 40 µg의 세포벽 다당질을 포함한 희석 완충

액으로 600배 희석한 토끼 폐구균 항혈청 S, T, E, F을 동량으

로 혼합한 것이다. 실온에서 30분 동안 배양한 후에 구슬들을

0.05% Tween 20과 0.05% sodium azide를 포함한 200 µL의

식염수로 세척하 고, 여기에 형광 결합된 항 면역 로블린 항체

의 혼합물을 첨가시켰다. 세트 1 구슬에는 사람과 쥐에 대한 형

광 결합 항 면역 로불린(Sigma, St. Louis, MO, USA)이 사용

되었다. 세트 2 구슬에는 토끼에 대한 형광 결합 항 면역 로불

린 혈청(Southern Biotechnology, Birmingham, AL, USA)이 사

용되었다. 실온에서 30분 동안 배양한 후 구슬들을 세척하고, 유세

포 분석기(FACSCalibru; 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구슬들의 형광을 측정하 다. 결과는 Cell

Quest software(Becton Dickinson San Jose, CA, USA)로 분

석했다. 이 검사는 일종의 억제검사(inhibition assay)로서, 검사

하고자 하는 폐구균 용해액을 넣지 않는 well의 형광에 비해 넣

은 well에서 형광이 67% 이상 감소할 때 이 혈청형을 검사하고

자 하는 폐구균의 혈청형으로 결정하 다. Fig. 1에는 폐구균 용

해액 검사로 혈청형 6V가 나온 예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왼쪽에

는 1:5 희석에서 오른쪽에는 1:20 희석에서 폐구균 용해액을 넣

었을 때 형광이 67% 이상 감소한 결과를 보여준다(Fig. 1).

결 과

1. 폐구균 분리율

전체 유아원 소아 643명 중 60명에게서 폐구균이 분리되어

전체 소아에서의 폐구균 분리율은 9.3%이었으며 소아가 다니는

유아원에 따라 분리율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 2.5-19.3%의 분

포를 보 다. 나이에 따라서는 1세에서 20.0%로 가장 높았으며

4세 14.3%, 3세 13.1% 순이었고 1세 미만, 7세 및 8세 이상에

서는 한 균주도 분리되지 않아 나이에 따라 분리율에 차이를 보

다(Table 1).

그런데 60명의 소아에서 분리된 폐구균 혈청형 분석 과정에

서 60명의 소아 중 59명에게서는 각각의 소아 검체에 대해 한

개의 폐구균 혈청형이 확인되었지만 1명의 소아 검체에서 분리

된 폐구균은 혈청형 확인 과정에서 3개의 혈청형이 동시에 분리

Fig. 1. Normalized fluorescence for 9V serotype is shown. The
pneumococcal lysates used were diluted 1:5 (left half of each
panel) or 1:20 (right half of each panel). Each dot represents
normalized fluorescence for one serotype. Dotted lines indicate
33 and 67% of normalized fluorescence. Low normalized fluo-
rescence (less than 33%) was produced with 9V lysate alone.
All other serotypes produced normalized fluorescence of greater
than 67%.

Table 2. Serotyping Results of 62 Pneumococcal Isolates from
Children with Multibead Assay

Serotypes Number of isolates (%)

6A

19A

23F

19F

11A/11D/11F

3

14

9V

1

6B

9N/9L

10A/10B/39/33C

Nontypable

Total

10 ( 16.1)

7 ( 11.3)

6 ( 9.7)

5 ( 8.1)

5 ( 8.1)

3 ( 4.8)

3 ( 4.8)

2 ( 3.2)

1 ( 1.6)

1 ( 1.6)

1 ( 1.6)

2 ( 3.3)

16 ( 25.8)

62 (100.0)

- 153 -



조기 외 7인 : 다중구슬 분석법에 의한 폐구균 혈청형 연구

되어 이 소아는 3가지의 혈청형을 동시에 인두에 보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혈청형

혈청형으로 확인 분리된 최종 62균주의 혈청형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혈청형 6A가 10균주(16.1%)로 가장 많았고, 19A 7균

주(11.3%), 23F 6균주(9.7%), 19F와 11A/11D/11F 가 각각 5균

주(8.1%)의 순이었다(Table 2). 이들 5가지 혈청형은 모두 33균

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었다. 7가 단백결합백신에 포

함된 혈청형인 4, 6B, 9V, 14, 18C, 19F, 23F에 속하는 경우는

모두 17균주로 전체 중 27.4% 으며 백신 관련 혈청형인 6A,

19A 및 9N/9L을 포함시키면 총 62주 중 35주로 56.5%가 해당

되었다.

3. 혈청형 분석

본 혈청형 분석에서는 set 1으로 14가지 폐구균 혈청형(1, 3,

4, 5, 6A, 6B, 7F, 9N, 9V, 14, 18C, 19A, 19F, 23F)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리된 62균주 중 set 1로 분류 가능했

던 균주는 39균주 고 set 2(2, 8, 10A, 11A, 12F, 15B, 17F,

20, 22F, 33F)로 분류 가능했던 균주는 7균주이었다. 24가지 혈

청형으로 이루어진 두 세트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었던 혈청

형들로는 16균주(25.8%)가 확인되었다. 이 중 한 소아에서 분리

된 폐구균은 혈청형 분석 과정에서 set 1에서 23F와 6A가 동시

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set 2에서 10A/10B/39/

33C 혈청형도 분리되어 한 소아에 3가지 혈청형의 폐구균이 동

시에 보균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 찰

이번 연구에서는 소아 643명 중 60명에게서 구인두 폐구균을

분리하 으며, 혈청형 분석과정에서 이 중 한 소아가 3가지의

혈청형을 동시에 보균한 것으로 확인되어 총 62개의 폐구균 혈

청형을 분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세포 항체를

이용한 다중구슬 분석법에 의한 혈청형 분석을 이용하면 기존의

Quellung 분석 방법보다 더 빠르고 객관적으로 혈청형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동시에 섞여 있던 3가지의 폐

구균 혈청형을 정확하게 분리, 확인하여 최근 많은 연구의 초점

이 되고 있는 한 사람에서의 다혈청형 동시 보균을 확인하 고

이에 관한 연구 방법으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구균은 피막 다당질의 혈청학적 특성에 의하여 현재까지 90

여 가지의 혈청형이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 혈청형은 다당질

상호간에 물리화학적 성질 및 항원성의 유사성이 있다. 그런데

혈청군 6, 14, 18, 19 및 23에 속하는 혈청형들이 임상 검체 분

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 혈청형의

분포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12, 13)
. 한 예로 미국의 Boston

City Hospital에서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는 혈청형 1이 폐구

균 폐렴의 50% 이상을 차지하 으나 1978년 이후에는 혈청형 1

에 의한 폐렴은 거의 없어졌다
11)
. 최근 이 병원에서는 혈청군 6,

14, 18, 19, 23 이 분리된 균주의 대부분을 차지하 으며 폐구균

중이염의 경우 이 5가지 혈청군에 속하는 혈청형이 63% 정도를

차지하 고, 폐구균 균혈증의 76%를 차지하 다
11)
. 1984년부터

1993년까지 Conneticut에 있는 소아들에게서 침습성 감염을 유

발한 폐구균의 혈청형 분석에 관한 전향적 연구에 의하면 혈청

형 14가 전체의 29%를 차지하 고 4, 6B, 9V, 14, 18C, 19F 와

23F의 7가지 혈청형이 침습성 감염의 84% 및 2세 미만의 침습

감염의 86%를 차지하 다
19)
. 우리나라에서는 Lee 등

6)
에 의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폐구균 131균주에 대한 혈청형 분석에

서 혈청형 6A, 6B, 14, 19F와 23F가 전체의 67%를 차지하 다.

본 연구에서는 62균주에 대한 혈청형 분석에서 혈청형 6A,

19A, 19F, 23F, 11A/11D/11F가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

었으며 혈청형 19A의 경우 국내에서 1998년 이전에는 4%를 차

지하 으나 본 연구에서 12%로 확인되어 상대적 빈도가 높아졌

다
12)
.

7가 단백 결합 백신에는 혈청형 4, 6B, 9V, 14, 18C, 19F 및

23F의 7가지 혈청형이 포함되며 교차반응 혈청형을 고려하면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과 같은 혈청군에 속하는 6A, 9A, 9L,

9N, 18F, 18A, 18B, 19A, 19B, 19C, 23A, 및 23B 등도 포함된

다
20)
. 본 연구에서는 구인두 검체에서 얻은 폐구균 62균주 중

27.4%가 7가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이었으며 교차 반응 혈청형

을 고려하면 56.5%가 포함되었다. 2000년 이후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이 아에게 기본 접종으로 사용된 미국에서는 백신

혈청형에 의한 폐구균 감염은 감소하 음이 보고되었다
21)
. 그러

나 백신 관련주로서 7개 백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련주에

의해 예방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었던 19A에 의한 침습성 폐구균

감염의 예가 증가됨이 보고되고 있다
21)
. 이와 같은 결과는 폐구

균 예방 접종이나 백신 개발 및 그 효과의 판단을 위해서는 지

역사회에서 감염의 원인되는 여러 가지 폐구균 질환에서 우세한

혈청형분포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혈청형 변화의 역학

감시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22)
.

본 연구에서는 보균자 한 명에서 23F, 6A및 10A/10B/39/

33C의 3가지 폐구균 혈청형이 동시에 발견되어, 여러 혈청형의

폐구균이 동시에 보균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다혈청형 동시

보균율이 오스트리아 소아에서 7.5%
23)
, 파푸아뉴기니에서 29.5%

로 보고되고 있다
24)
. 현재 여러 혈청형이 보균될 수 있음이 확인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혈청형들을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

다. 주된 다수의 혈청형을 알아 낸 뒤에, 동시에 보균되고 있는

소수의 혈청형을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더 예민하고 정확

한 혈청형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 구슬 분석법이 이와 같은 연구를 시행하기에는 매우 적절

한 방법이다.

- 154 -



Korean J Pediatr : 제 50 권 제 2 호 2007년

지역과 시기에 따라 폐구균의 혈청형 분포가 다를 수 있으므

로, 백신의 개발 시 특정 지역과 시기에 따른 혈청형의 파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그동안 시행된 표준 방법인

Quellung 방법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면역탁본법(Immunoblot)이나 PCR을 이용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10, 25-27)

. 그러나 이 방법들도 결과가 정량

적이지 않고 결과 해석을 위해서는 오랜 경험의 숙련된 연구자

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적으로도 20개 이상의 혈청형이 흔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혈청형을 동시에 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Quellung 분석 방법은 현재 폐구균 혈청형 분석의 기준 방법

으로 사용되고 있다
28)
. 이 방법은 혈액한천배지에 자란 5-7개

폐구균 집락을 brain heart infusion broth 에 섞어 37℃ 5%

CO2에서 12-18시간 증균한 균액 1.5 µL와 덴마크 Statens

Serum Institut에서 공급하는 폐구균 항혈청 1.5 µL을 유리 슬

라이드에 혼합한 후 커버슬라이드를 덮고 위상차 현미경에서

immersion oil을 사용하여 1,000배 배율로 관찰하여 폐구균 피

막의 부푼 정도를 보면서 판독하는 것이다
12)
. 이는 노동력을 요

하고 숙련된 경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석을 위해 검체의 양

이 많이 필요하여 기술자에 의한 오류도 늘 가능한 위험 요소이

다
29)
.

이번 연구에서 실행한 다중구슬 분석법의 가장 큰 장점은 특

정 혈청형 특이 시약인 혈청형 특이 단세포 항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세포 항체들은 구적인 기준 혈청형

시약이 될 수 있다. 또한 토끼 항혈청을 사용하여 보편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면도 있다
14)
. 다른 장점으로는 결과

분석이 매우 빠르고 대부분의 세균 용해물을 20배 희석을 해서

도 판독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며, 폐구균 혈청형 분석에 있

어 재현이 가능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Quellung 분석이 관

찰자의 주관적 해석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

우 매력적인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임상적으로 질병

을 일으키는 폐구균 혈청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3가 폐구

균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들에 6A를 추가한 혈청형들을 구슬들

에 부착해 놓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폐구균 혈청

형을 판독하는데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종합해 보면 다중구슬

분석법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더 빠르고 경제적이며 정확한

혈청형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중구슬 분석법은 세균의 혈청형 분석에 있어 많

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양의 세균을 다루면서 정확하고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향후 폐구균 혈청형 연구

를 위한 기준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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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 적:폐구균은 유아와 소아에서 세균성 수막염, 중이염,

폐염 등의 주요한 원인균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여러 항균제

내성을 보이는 폐구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의 도입과 함께 폐구균의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다. 백신이

특이 혈청형에 대한 항체를 유도하기 때문에 백신에 해당하지

않는 혈청형의 폐구균의 감염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폐구균 질환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상 검체나 인두에서 분리된 폐구균의 혈청형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효과적이고 정확한 다중

구슬 분석법을 이용하여 폐구균 혈청형을 분석하 다.

방 법: 2005년 1-2월 동안 서울 지역의 10개 유아원에서 9세

이하 소아 643명을 대상으로 calcium alginate 면봉으로 구인두

점막을 문질러 검체를 얻고 60명의 소아에서 폐구균을 분리하

다. 이들 60명에서 다중구슬 분석법으로 혈청형을 분석하여 62

균주의 혈청형을 분리하 다. 다중구슬 분석법은 폐구균 다당질

과 혈청형 특이 항체로 덮혀진 두 종류의 라텍스 세트를 이용하

다. 이 두 세트는 24가지 혈청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혈청

형들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질환을 일으키는 폐구균 혈청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혈청형들이다.

결 과:이번 연구에서 분리된 62균주에서 혈청형 6A, 19A,

19F, 23F, 11A/11D/11F이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중구슬 분석법으로 62 균주의 혈청형을 정확하고 빠르게 연구

할 수 있었다.

결 론:다중구슬 분석법은 폐구균 혈청형 분석에 정확하고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향후 폐구균 혈청형 연구을

위한 기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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