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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Clostridium difficile 연  설사증은 항생제 련 병원 감염 설사에 매우 요하며, 최근 병원 내 C. 

difficile 감염 발생률은 계속 증가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변 총 1,329 

검체를 검사 하여, C. difficile 발생률과 감염 특성을 분석하 다. 체 1,329 검체  독소 A/B검사(EIA)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검체는 총283건이었다. 4년간 평균 양성률은 21.2% 으며, 연령 분포에서는 70세 이

상에서 가장 높았다. 내시경 소견에서 PMC 57.7%, 정상 소견 19.5% 으며, 조직학  소견에서는 PMC 

26.8%, AAC 52.2% 다. C. difficile 은 PMC 와 련이 있으나,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소견에서는 

정상에서 PMC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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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sease (CDAD) is an important nosocomial infectious 

diarrhea and is associated with antibiotic use. Recently, incidence of C. difficile has been 

increasing in hospitals. A total of 1,329 stool specimens were examined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08. This study analyzed the incidenc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 difficile 

infections on them. Out of 1,329 stool specimens, 283 specimens showed toxin A/B positive, 

using EIA. The positive rate was 21.2%; with the highest incidence among and above the 70 

years old. On endoscopy, psedo membranous colitis was found in 57.7%, and 19.5% of patients 

were normal. Pathologic finding showed PMC in 26.8% of patients, AAC in 52.2%. C. difficile 

was associated with PMC, however, endoscopic and pathologic findings tests showed normal 

to 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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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Clostridium difficile은 기성 그람 양성 간균으로 

포자를 형성하며 막성 장염(Pseudomembranous 

colitis, PMC)이나 항생제 련 설사(Antibiotic 

associated diarrhea, AAD)의 주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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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은 미국 내 일부 병원에

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Methici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보다 더 흔할지도 모

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측정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년 

15,000~30,000명의 사망자가 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

여[2], 감염에 한 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Clostridium difficile는 1935년 Hall과 O'Tolles가 처

음으로 건강한 신생아와 아의 변에서 분리하 으

며, Clostridium difficile라는 특이한 이름은 순수 배양

에서 천천히 자라고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붙여진 이

름이다[3]. C. difficile는 변에 흔히 나오는 

Clostridium sporogenes나 그 밖의 다른 균들과 쉽게 

감별이 되지 않고 일반 인 배양방법으로는 검출이 어

려워 장염의 원인균으로는 소홀하게 여겨져 왔으나, 

1978년에 막성 장염 환자의 변에서 C. difficile가 

세포독소의 원인으로 동정되어 심한 장질병을 일으

키는 원인균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4] C. difficile 감

염과 련된 병리생리학, 염병학  리에 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C. difficile는 항생제 련 설사의 흔한 원인균으로 항

생제 련 설사의 약 15～25%를 차지한다[1][5]. 항생제

사용과 장염발생의 련은 clindamycin colitis의 보고

로 처음 알려졌고 clindamycin 뿐만 아니라 penicillin, 

cephalosporin 등 거의 모든 항생제가 발생과 련이 있

다는 사실이 밝 졌으며[1][6][7], fluoroquinolones와 

cephalosporins의  세계 인 사용의 증가는 이 두 가

지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가진 C. difficile 유행성 종의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8]. 한 항결핵제 투여에 

의한 막성 장염이 보고된 이후 Clostriduim 

difficile과 rifampicin의 연 성도 제기 되었다[7].

C. difficile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이 세균이 생성

하는 독소 때문이며, 주요 병원성을 나타내는 독소는 

Toxin A(enterotoxin)와 Toxin B(cytotoxin)이고

[6][9][10], 일부 균주에서는 binary toxin인 

CDT(actin-specific ADP-ribosyltransferase)라는 독

소를 생성하기도 한다[11-13].

C. difficile는 변으로 배설된 후 포자를 형성하면 

체외에서도 수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특히 병원에

서는 이 세균을 배출하는 환자들에 의해서 침구, 변기, 

문 손잡이 같은 병원 환경에 C. difficile가 오염될 가능

성이 크고, 환자 는 의료 종사자의 손을 통해서 새로

운 환자가 이 균에 감염될 험성도 높다[6].

C. difficile로 인한 감염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은 설사(77%), 발열(37.7%), 빈맥(25%), 복통

(53.8%), 식욕 부진 (59.2%), 오심(37%)등이며[5-7], 항

생제 사용에 한 규제가 미흡하 던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환자들이 C. 

difficile에 의한 설사증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

다. 최근 CDAD의 발생률과 심각성이 격히 증가하고 

있어[14], 일개 병원 자료를 통해 C. difficile 련 질병 

발생률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다. 

표 인 진단법에는 변배양법, 변에서 세포독

소 검정법, 세포독소에 의한 효소면역검정법, 라텍스 응

집법[3][6][7], 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한 독소유 자 검출법, 가스크로

마토그래피법 등이 있는데[1], C. difficile은  변배양

이 까다로워 임상에서는 빠르고 간단한 세포독소에 의

한 효소면역검정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방법

을 통해 측정된 독소량을 분석하여 년도별 양성률 추이 

 성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고,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상의 진단명과 독소량과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항생제 연  설사  기타 설사 증상으로 2005년 1월

부터 2008년12월 까지 4년 동안 경북지역 일개병원에

서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검사가 의뢰되었던 

환자의 변 1,329 검체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양성이었던 283명을 상으로 하 다. 

2. 검사 방법
2.1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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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o. of cases (%)

Male(%) Female(%) Total(%)

2005 21(41.2) 30(58.8) 51(100.0)
2006 32(42.1) 44(57.9) 76(100.0)
2007 29(41.4) 41(58.61) 70(100.0)
2008 40(46.5) 46(53.5) 86(100.0)
Total 122(43.1) 161(56.9) 283(100.0)

효소면역법(enzyme immunoassay, EIA)을 이용한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 & B 검사를 시행하여 

O.D 0.08이하이면 음성, 그 이상이면 양성으로 정하

으며, 검사 결과 toxin value를 분석에 용하 다.

2.2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양성이었던 283명  

에서 S결장경 혹은 장 내시경을 시행한 123 의 내

시경  소견과 67 의 조직검사 소견을 의무기록을  통

해 후향 으로 조사하 다. 

3. 연구방법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양성 환자 283명 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포는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이 에서 S결장경 혹은 장 내시경을 시행한 123

의 내시경  소견과 67 의 조직검사 소견의 질환군 

분류는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 Normal, 항균제 

는 항암제 련 장염인 경우는 AAC, 백 (Whitish 

plaque) 등 내시경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PMC, 그리고 

기타 질환군으로 정의하 고, 진단에 따른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농도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모든 자료분석은 Windows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고, P<0.05 인 경우 유의하다

고 정하 다. 

III. 결 과

1.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양성률 
(2005년 ~ 2008년)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간 의뢰된 1,329명의 검체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검체는 총283건이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체 216명  51명(23.6%), 2006년에는  374명  76명

(20.3%), 2007년에는 339명  70명(21.2%), 2008년에는 

409명  86명(21.0%)에서 양성 반응을 보 으며, 4년

간 평균 21.2%의 양성률을 나타내었다[Table 1].

year

number of cases

total negative positive
positive    
rate(%)

2005 216 165 51  23.6%
2006 374 298 76  20.3%
2007 339 260 70  21.2%
2008 409 323 86  21.0%
Total   1,329   1,046   283  21.2%

Table 1. Positive rate(%) for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2005~2008

 2. 성별 분포
 2005년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양성 51  

 남성 21 (41.2%) 여성 30 (58.8%), 2006년 

양성 76명  남성 32 (42.1%) 여성 44 (57.9%),

2007년 양성 70명  남성 29 (41.4%) 여성 41

(58.61%), 2008년 양성 40명  남성 40 (46.5%)

여성 46 (53.5%)로 나타나 총 283   남성 122

(43.1%), 여성 161 (56.9%)의 분포를 보 다

[Table 2].

Table 2. Sex distribution for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positive, 2005~2008

 3. 연령별 분포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양성 총 283   19

세 이하는 2 (0.7%), 20~39세는 9 (3.2%), 40~59세는 

38 (13.4%), 60~69세는 69 (24.4%), 70세 이상은 165

(58.3%)로 나타나 체 연령군  70세 이상에서 가

장 높은 양성률을 보 으며, 평균 연령은 69.4±13.4세로 

나타났다[Table 3][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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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ge

total
<19 20-39 40-59 60-69 70< mean±SD

2005 1(2.0) 2(3.9) 5(9.8) 12(23.5) 31(60.8) 69.2±15.7 51(100.0)

2006 1(1.3) 3(3.9) 10(13.2) 7(9.2) 55(72.4) 69.8±15.0 76(100.0)

2007 0(0.0) 1(1.4) 13(18.6) 20(28.6) 36(51.4) 68.9±10.9 70(100.0)

2008 0(0.0) 3(3.5) 10(11.6) 30(34.9) 43(50.0) 69.7±12.0 86(100.0)

Total 2(0.7) 9(3.2) 38(13.4) 69(24.4) 165(58.3) 69.4±13.4 283(100.0)

Table 3. Age distribution for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positive, 2005~2008 

endoscopic
findins

No. of
cases(%)

toxin value
P-value

min max mean±SD

Normal 24(19.5%) 0.10 3.73 1.42±1.39

0.051
AAC 20(16.2%) 0.09 3.64 1.06±1.37

PMC 71(57.7%) 0.09 3.62 1.84±1.28

others 8(0.06%) 0.09 3.49 0.95±1.26

Total 123(100.0%) 0.09 3.73 1.57±1.30
* Others include ulcer, proctitis, adenomatous polyp, adenoma and cancer.

Table 4. Endoscopic findings and the distribution of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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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ge distribution for toxin positive. 

4. 내시경적 소견과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value

내시경 소견에서 정상 정이 24 (19.5%)로 toxin 

value의 분포는 최소 0.10, 최  3.73이었다. AAC 진단

은 20 (16.2%)로 toxin value의 분포는 최소 0.09, 최  

3.63이었고,  PMC 진단의 경우 71 (57.7%)로 최소 

0.09에서 최  3.62의 분포를 보 으며, 그 외 진단은 8

(0.06%)로 최소 0.09, 최  3.49로 나타났다. PMC 의 

경우 toxin value의 평균이   가장 높은 1.84±1.28로 나

타났으나, 진단에 따른 toxin value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5. 조직학적 소견과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value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양성 총 283   조

직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총 67명 이었으며, 내시경 검

사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 기에, 조

직학  소견에서 정상 정인 경우는 없었다. AAC 

정이 35 (52.2%)로 toxin value의 분포는 최소 0.09, 최

 3.47이었다. PMC 진단은 18 (26.8%)로 toxin value

의 분포는 최소 0.10, 최  3.55 으며, 그 외 14

(20.8%)에서 toxin value는 최소 0.09, 최  3.62의 분포

를 보 다.

PMC 의 경우 toxin value의 평균이 가장 높은 

1.94±1.36로 나타났으나, 진단에 따른 toxin value의 평

균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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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logic
findins

No. of
cases(%)

toxin value
 P-value

min max mean±SD

Normal - - - -

0.117
AAC 35(52.2%) 0.09 3.47 1.16±1.19
PMC 18(26.8%) 0.10 3.55 1.94±1.36
others 14(20.8%) 0.09 3.62 1.58±1.52
Total 67(100.0%) 0.09 3.62 1.46±1.32

* Others include ulcer, proctitis, adenomatous polyp, adenoma and cancer.

Table 5. Histologic findings and the distribution of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B value

IV. 고  찰

C. difficile은 원내감염의 주요한 원인균으로 작용하

며, 이것이 분비하는 독소는 항생제 련 설사와 막

성 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항생제 오용  남용을 막는 것이 요하다[15]. 

그러나 균의 배양은 48~72시간의 긴 시간을 요하며, 

기성 배양 조건이 맞아야하므로 일반 병원에서 C. 

difficile 균주를 배양   분리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

어서, 임상에서는 빠르고 간단한 효소면역검정법을 이

용한 독소검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C. difficile이 생

성하는 독소 , 주요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Toxin 

A(enterotoxin)와 Toxin B(cytotoxin)이고, 일부 균주

에서는 binary toxin(CDT)이라는 독소를 생성하기도 

한다[13].

최근 toxin A 음성이면서 toxin B 는 양성인 C. 

difficile 균주에 의한 병원감염이 보고 되고 있어 toxin 

A 혹은 toxin B  하나의 독소 검사만으로는 C. 

difficile 감염의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 없고, 환자

의 임상 증상과 련해서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와 

함께 해석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독소 즉, toxin A 혹은 toxin B  어느 것이라

도 존재하면 검출되는 독소검사를 시행하 고, 그 결과

를 다른 진단검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toxin value와 

진단명과의 련성을 살펴보고 진단에 도움이 되는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C. difficile 균의 4년간 평균 감염 발생률

은 21.2%로 나타나 항생제 련 설사의 15~25%를 차지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비슷한 비율을 보 다[5].

McFarland 등[16]은 C. difficile 검출률이 변 배양

검사에서 입원 시에는 7.0%인데 비해 입원 에는 

19.0%로 높아 이 균이 요한 원내 감염균이라고 하

고, Lamont는 2002년에 미국 병원입원환자의 30%이상

이 C. difficile에 감염되었고, 가장 흔한 원내감염 의 

하나인 C. difficile colitis를 일으킨다고 보고하 으며, 

미국에서 매년 C. difficile에 감염된 성인은 략 100

0～1200만으로 추정되며, 이  약 1/3이 증상을 나타냈

다고 하 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입원 횟수가 더 잦

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심해졌다고 한다[1].

한, C. difficile 에 의한 감염은 고령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의 경우, Anand 등

[17]은 환자 부분이 65세 이상이라 하 고, 

Zilberberg 등[18]은 2000 ～ 2005년 미국에서 성인 C. 

difficile 련 입원환자와 환자 사망률의 증가에 하여 

연구한 결과  Clostridium difficile 련 질환

(Clostridium difficile associated disease, CDAD)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2000년 36,417,565명에서 2005년 

39,163,834명으로 매년 약 1.3% 증가한 것에 비하여 

Clostridium difficile 련 질환으로 퇴원한 성인의 수

는 2000년 134,361명에서 2005년 291,303명으로 거의 

160,000명이 증가되었고 5년간 117% 증가율을 보여 매

년 평균 약 23%의 증가를 보 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50  이후의 환자가 57.5~71%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홍유라 등[1]의 연구에서 환자의 76.4%가 50  이상이

었다. 본 연구에서도 58.3%의 환자가 70세 이상이었으

며, 60세 이상 기 에서 80%이상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보다 더 높았다. C. difficile에 의한 감염증은 

Clindamycin, ampicillin, cephalosporin 등 항생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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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면억억

제 환자와 고령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발생 빈

도는 차 증가하고 있다[1]. 항생제 규제가 있는 미국

에서도 MRSA보다 C. difficile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

는데, 항생제 사용에 한 규제가 미흡한 우리나라에는 

C. difficile에 련된 질병이 앞으로 더 많이 발병할 것

으로 추측된다. 

항생제 련 의심 설사변 1,329 검체  독소 검사 양

성 환자는 283명 이었으나, 환자의 나이(고령), 환자의 

상태(출 성 소인, 호스피스  환자실 입원 등), 검

사 거부 등으로 내시경 검사는 123명에서 시행되었고, 

조직검사는 내시경 검사 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시행하

고, 출 성 소인이 있는 환자는 검사가 불가능했기에, 

총 67건에서 행해졌다. C. difficile 독소 검사 양성인 환

자만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내시경 소견상 정상 

정이 19.5%, AAC 진단은 16.2%, PMC 진단의 경우 

57.7% 고, 조직검사 결과 AAC 정이 52.2%, PMC 

진단은 26.8%로 상이한 결과를 보 다. PMC 의 경우 

toxin value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하 으나, 

진단에 따른 toxin value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아 C. difficile 독소 검사만으로 PMC 진단을 내릴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조직검사 결과 AAC 

정 환자의 toxin value의 분포가 최소 0.09, 최  3.47

이었고, PMC 진단 환자의 toxin value의 분포는 최소 

0.10, 최  3.55로 비슷하게 나타나 toxin value의 높고 

낮음으로도 측하기는 곤란했다. 따라서, 재 의료기

에서 검사여건 는 환자상태에 따라 toxin 검사만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

사 없이 toxin 검사 단독으로 PMC를 진단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며, 환자의 증상뿐 아니라 여러 진단검사 결

과를 병행 해석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지 까지 C. 

difficile의 toxin value에 한 연구는 없었기에 진단명

에 따른 toxin value에 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후향  연구의 한계로 

독소 음성이면서 AAD 는 PMC 진단이 내려지는 경

우와 서로 비교해 볼 수 없었고, 투여된 항생제와 toxin 

value 와의 련성을 살펴볼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은 추

후 연구되어야할 부분이다.

최근 Clostridium difficile 련 질환의 증가로 그 

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주로 병원 내에서 감염이 이루

어지는 C. difficile를 방하기 해서는 손 씻기, 감염된 

환자의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요하며, 실제

로 일개 학병원 신경외과 환자실에서 CDAD 련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활동을 시작함

으로써 C. difficile의 련 질병은 차 감소되는 추세

를 보 다[5]. C. difficile 련 설사는 다른 원인균에 의

한 설사와는 달리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설사로 인해 

유발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입원기간의 연장  의료비

용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18], C. 

difficile 련 설사의 방 뿐 아니라 각종 검사에 따른 

해석  리가 매우 요하다.  

참 고 문 헌

[1] 홍유라, 정석훈, 김경보, 이상호, 최경 , 박선자, 

박무인, 병찬, “Clostridium difficile B 독소 유

자 직 검출법에 의한 항생제 연  설사증과 

의막성 장염의 진단”, 감염과 화학요법, 제35권, 

제5호, pp.241-248, 2003.

[2] http://www.ascp.org/MainMenu/NewsReleases/ 

Ascp-Hot-Topic-Clostridium difficile.aspx

[3] J. Brazier, “The diagnosis of 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sease,” Journal of 

Antimicrobial Chemotherapy, Vol.41, pp.29-40, 

1998.

[4] M. Delme´e, “Laboratory diagnosis of 

Clostridium difficile disease,” Clinical 

Microbiol Infect, Vol.7, pp.411-416, 2001.

[5] 박은숙, 장경희, 윤 옥, 이정신, 김태곤, 여한승, 

김선호, 신정원, 이경원, 김 명, “일개 학병원 

신경외과 환자실에서 Clostridium difficile 련 

설사 감소를 한 CQI활동”, 한국의료QA학회지, 

제8권, 제1호, pp.10-21, 2000.

[6] 김흥빈, 김남 , 최희정, 오명돈, 김의종, 최강원, 

“항생제 사용과 련된 Clostridium difficile 감염



설사증 환자에서 Clostridium difficile toxin value 분석 265

증”, 한화학요법학회지, 제15권, 제1호, 

pp.45-51, 1997. 

[7] 김양기, 이 목, 어수택. “Rifampicin에 의한 

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sease 1 ”, 

순천향의 논문집, 제10권, 제2호, pp.609-613, 

2004.

[8] 이충렬, 이 규, 조용석, 유효민, 김원호, 이경원, 

“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sease에 한 

임상  고찰”, 한소화기학회지, 제33권, 제3호, 

pp.338-347, 1999.

[9] H. Kato, N. Kato, K. Watanabe, N. Iwai, H. 

Nakamura, T. Yamamoto, K. Suzuki, S. M. 

Kim, Y. Chong, and E. B. Wasito, 

“Identification of Toxin A-Negative, Toxin 

B-Positive Clostridium difficile by PCR.,”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Vol.36, No.8, 

pp.2178-2182, 1998.

[10] D. Simon, Be´langer, Boissinot M, Clairoux N, 

Francois J, Picard, Michel G, Bergeron. “Rapid 

Detection of Clostridium difficile in Feces by 

Real-Time PCR,”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Vol.41, No.2, pp.730-734, 1998. 

[11] H. J. Kim, T. V. Riley, M. S. Kim, C. K. Kim, 

D. E. Yong, K. W. Lee, Y. S. Chong, J. W. Park, 

    “Increasing Prevalence of Toxin A-Negative, 

Toxin B-Positive Isolates of Clostridium 

difficile in korea: Impact on Laboratory 

Diagnosis,”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Vol.46, No.3, pp.1116-1117, 2008. 

[12] H. Martin, B. Willey, D. E. Low, H. R. 

Staempfli, A. McGeer, P. Boerlin, M. Mulvey, 

and J. S. Weese, “Characterization of 

Clostridium difficile Strains Isolated from 

Patients in Ontario, Canada, from 2004 to 2006,”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Vol.46, No.9, 

pp.2999-3004, 2008.  

[13] M. Rupnik, “How to detect Clostridium difficile 

variant strains in a routine laboratory,” Clin 

Microbiol Infect, Vol.7, pp.417-420, 2001.  

[14] J. Bartlett and T. Perl, “The new Clostridium 

difficile - What Does It Mea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353, No.23, 

pp.2503-2505, 2005.  

[15] 신보문, 유수진, 오혜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  독소 B 검출을 한 효소면역법의 비

교.”, 한진단검사의학회지, 제29권, 제2호, 

pp.122-126, 2009.   

[16] L. V. McFarland, M. E. Mulligan, R. Y. Y.  

Kwork, and W. E. Stamm, “Nosocomial 

acquisition of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N 

Engl J Med, Vol.320, pp.204-210, 1989.

[17] A. Anand, B. Bashey, T. Mir, and A. E. Glatt,  

“Epidemiology, clinical manifestations, and 

outcome of Clostridium difficile- associated 

diarrhea.” Am J Gastroenterol, Vol.89, 

pp.519-523, 1993.

[18] M. Zilberberg, A. Shorr, and M. Kollef, 

“Increase in Adult Clostridium difficile-related 

Hospitalizations and Case-Fatality Rate, United 

States, 2000-2005,”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14, No.6, pp.929-931, 2008.  

[19] T. Wilkins and D. Lyerly, “Clostridium difficile 

Testing: after 20 Years, Still Challenging,”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Vol.41, No.2, 

pp.531-534, 2003. 

저 자 소 개

권 세 영(Se-Young Kwon)                   정회원  
▪2001년 8월 : 경북 학교 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2005년 2월 : 경북 학교 학원 

보건학과(보건학 박사수료)

▪ 2007년 9월 ～ 재 : 구보건

학 임상병리과 외래교수

 < 심분야> : 임상병리, 질병 리, 건강교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5266

윤 인 숙(In-Sook Yoon)                     정회원
▪1971년 2월 : 경북 학교 문리과

학 생물학과 졸업(이학사)

▪1985년 2월 : 경북 학교 보건

학원(보건학석사)

▪1993년 8월 : 구가톨릭 학교  

일반 학원 생물학과(이학박사)

▪1978년 7월 : 미국, 뉴져지, Plainfield, Muhlenberg 

Hospital, School of Medical Technology- 

MT(ASCP)

▪1979년 7월 : 미국. 뉴져지, Plainfield, Muhlenberg 

Hospital, School of Cytotechnology - CT(ASCP)

▪1981년 9월 ～ 재 : 구보건 학 임상병리과 교수

 < 심분야> : 임상병리학, 세포병리학, 생물학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