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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의 임상검체에  분리된 폐렴막대균에 

CTX-M형 Extended-Spectrum β-lactamases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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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다양한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ESBL)  생 하는 폐 막 균   및 산  균에 한 감염

 료에 어 움  가 시키고 다. 본 연 에 는 충청지역에  리  폐 막 균  상  ESBL  

검 하고 항균  감수  양상  사하 다. 또한 같  클 에  래하 는지  하  해 repetitive element

sequence-based (REP)-PCR  수행하 다. 충청지역에  리  폐 막 균 102균주  21균주가 CTX-M-14 및/또는 

CTX-M-15  생 하는 것  나타났   균주들  3  cephalosporin 계열 항균 에 해 70% 상   

내  보 다. 본 연 에  리  CTX-M  ESBL생  폐 막 균  다양한 클  래 었  그  

는 지역사 에 산 어  었다. 러한 폐 막 균  감염 및 산  방지하  해 는 감염 리

 강 가 필 하다. 아울러   과  내 균  리  해 는 내  생물학  사  통계학  

 통해 통합   베 스  니 링 할 필 가  것  사료 다.

주 어 : ESBL, 폐 막 균, CTX-M, REP-PCR, 클

Abstract The emergence and dissemination of extended-spectrum β-lactamse (ESBL) producing Klebsiella 

pneumoniae isolates make it more difficult to treatment of bacterial infections. In our study, we detected ESBL 

genes and investigate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K. pneumoniae isolates in Chungcheong province. In 

addition, clonality among the isolates was analyzed by repetitive element sequence (REP)-PCR. Twenty-one of 

102 K. pneumoniae isolates produced CTX-M-14 and/or CTX-M-15 and showed high level (over 70%) 

resistance to third cephalosporins. CTX-M type ESBL producing K. pneumoniae strains isolated in our study 

showed diverse clonality and some of the isolates have been disseminated in the community. Enhancing 

infection control will be needed to prevent dissemination of the K. pneumoniae isolates. In addition, for more 

effective control of resistant bacteria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monitor the database constructed through 

convergence of biological investig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of antimicrobial resistance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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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β-lactam계열의 항균제는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해수 십년 동안 범 하게 사용되어온항균제 하

나이다. 그러나 지속 인 항균제의 사용으로 3세

cephalosporins aztreonam 등과 같은 oxyimino기를

포함하는 β-lactam 계열의 항균제를 분해할 수 있는 다

양한 extended-spectrum β-lactamases (ESBLs)가 그람

음성 막 균에 출 하게되었다[1]. ESBL 생성 그람음성

막 균은 항균제 선택압력을 유발하여 치료에 어려움을

가 시키는데, 특히 원내감염 기회감염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폐렴막 균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2].

폐렴막 균은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표 인 균종으

로 류 감염, 인공호흡기를 통한 폐렴, 요로 감염, 복

강내 감염 등 다양한 감염질환을 유발한다. 한 폐렴막

균은 병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세균감염의 원인균으로 작용한다. 이 균이 ESBL 유 자

를 획득하여 ESBLs를 생성할 경우 병의 이완율과 사망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ESBL 생성 폐렴

막 균은 여러 나라에서 빈번하게 분리되고있는데 가장

많이 생성하는 ESBL형은 CTX-M형으로 CTX-M형

ESBL 생성 페렴막 균에 의한 감염은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다[4].

CTX-M형 ESBLs는 Ambler class A에 속하는 효소

로 ceftazidime, cefotaxime, aztreonam등의 항균제에

고도내성을 유발한다[5]. CTX-M형 ESBL 생성 균주들

은 1980년 후반 일본, 유럽, 남아메리카 등에서 처

음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세계 으로 확산되

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뿐 아니라 외래환자에게서 범

하게 분리되고 있다. 특히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

카 등의 지역에서는 임상검체로부터 분리된 ESBL 생성

장내세균 다수가 CTX-M형 ESBLs를 생성한다고

했다[4].

최근까지 알려진 CTX-M형 ESBLs는 50종류 이상으

로아미노산서열에기 하여크게CTX-M-1, CTX-M-2,

CTX-M-8, CTX-M-9, CTX-M-25 등의 5개의 그룹

으로나뉜다[6]. CTX-M형 ESBL 유 자의 특징 하나

는 라스미드, 트 스포존 integrons 등과 같은 유

자 운반체를통해 서로 다른개체로 달될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CTX-M형 ESBLs는 짧은 시

간 안에 범 하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제내

성 균주의 출 확산을 래하기도 한다[7].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에 치한 3개의 학병원에

서 분리된폐렴막 균을 상으로 ESBLs의 유 형을 확

인하고 균주사이의 역학 연 성을 조사하 다. 본 연

구결과는 충청지역에서 분리되는 폐렴막 균 사이에 확

산되어 있는 ESBLs의 양상을 제고하기 한 기 자

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재료 및 방법 

2.1 균주 수집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충청지역에 치한 3

개의 학병원에 의뢰된 임상검체로부터 분리된 폐렴막

균 102균주를 상으로 하 다. 균주는 항균제 감수성

결과와 무 하게 미생물검사실에서 분리된 순서 로 수

집하 으며 동일한 환자에서 두 번 이상 분리된 균주는

수집 상에서 배제시켰다. 분리된 균주를 VITEK GNI

card (bioMerieux Vitek Inc., Hazelwood, MO, USA)를

이용하여 생화학 방법으로 동정 하 다.

2.2 ESBL 생  시험

분리된 폐렴막 균이 ESBLs를 생성하는지 알아보기

해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지침에 따라 ESBL 생성 확인시험을 시행하 다[8]. 두

개의 Mueller-Hinton 한천 배지(Difco, Cockeysville, MD,

USA)에 McFarland 0.5 탁도의 균액을 각각 바른 후 한

개의 배지에는 cefotaxime (BBL, Cockeysville, MI, USA,

30 ㎍)과 cefotaxime/clavulanic acid (CTC) (BBL, 30/10

㎍) 디스크를그리고나머지한개의배지에는 ceftazidime

(BBL, 30 ㎍)과 ceftazidime/clavulanic acid (CZC) (BBL,

30/10 ㎍) 디스크를 놓고 35℃에서 배양하 다. 16-18시

간 후 억제 를 측정하여 CTC 는 CZC에 의한 억제

가 cefotaxime 는 ceftazidime에 의한 억제 보다 각

각 5 mm 이상 클 경우 ESBL 생성 양성 균주로 정하

다.

2.3 항균  내   검

ESBL 생성이 확인된 균주를 상으로 ESBL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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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을 해 기존의 시발체<Table 1>를 사용하여 합

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 다[9]. 상 균주를 brain heart

infusion (Difco) 액체배지에 종 한 뒤 37℃에서 18-24

시간 배양 한 후 배양액으로부터 DNA 추출시약(바이오

니아, , 한국)을 사용하여 염색체 DNA를 추출하

다. 합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기 해 Taq buffer (2.5

μL), 10 mM dNTP mix (0.5 μL), 0.7U Taq DNA 합효

소(바이오니아), 증류수를 혼합하여 총 부피 20 μL의

반응용액을 만든 후 DNA 추출액 3 μL와 10 pmol농도의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를 각각 1 μL 분주하

다. Gene Amp PCR System 9600 (Perkin-Elmer Cetus

Corp., Norwalk, CT, USA)으로 94℃에서 5분간 반응시

킨 후, 94℃에서 20 , 55℃에서 20 , 72℃에서 40 씩

30회 증폭 반응시키고, 72℃에서 5분간 연장 반응시켰다.

합효소연쇄반응에서 생성된 증폭산물은 ethidium

bromide가포함된 1% agarose gel에서 30 분간 기 동

하여 band를 확인하 다. 증폭산물을 DNA 추출시약(바

이오니아)로분리후,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 (P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와ABI

PRISM 3730xl DNA analyzer (PE Applied Biosystems)

를 이용하여 염기 서열을 분석하 다.

Primer Sequence (5’→3’) Gene

TEM-F ATAAAATTCTTGAAGACGAAA
blaTEM

TEM-R GACAGTTACCAATGCTTAATCA

SHV-F GGGTTATTCTTATTTGTCGC
blaSHV

SHV-R TTAGCGTTGCCAGTGCTC

CTX-M-1F GACGATGTCACTGGCTGAGC
blaCTX-M1-like

CTX-M-1R AGCCGCCGACGCTAATACA

CTX-M-2F GCGACCTGGTTAACTACAATCC
blaCTX-M2-like

CTX-M-2R CGGTAGTATTGCCCTTAAGCC

CTX-M-8F AGACCTGATTAACTACAATCCCATTA
blaCTX-M8-like

CTX-M-8R ACTTTCTGCCTTCTGCTCTGGC

CTX-M-9F GCTGGAGAAAAGCAGCGGAG
blaCTX-M9-like

CTX-M-9R GTAAGCTGACGCAACGTCTG

Abbreviations: F, sense primer; R, antisense primer

<Table 1> Oligonucleotides used in this study for 

detection of ESBL genes

2.4 항균  감수  시험

ESBL 생성 확인시험에서 양성으로 정된 균주를

상으로 CLSI 지침에 따라 ampicillin, cefotaxime,

ceftazidime, tobramycin, amikacin, gentamicin, nalidixic

acid, ciprofloxacin, levofloxacin (BBL)에 한 감수

성을 Mueller-Hinton 한천(Difco)을 사용하여 디스크 확

산법으로 확인하 다[8]. 정확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기 해 Escherichia coli ATCC 25922를 동일한

방법으로 동시에 시험하여 생성된 디스크 억제 가 정해

져 있는 허용범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 다.

2.5 Repetitive element sequence-based 

(REP)-PCR  용한  

CTX-M 형 ESBL 유 자를 포함하고 있는 폐렴막

균을 상으로 REP1 (5'- IIIGCGCCGICATCAGGC-3')

과 REP2 (5'-ACGTCTTATCAGGCCTAC-3')로 명명

된 서열을 시발체로 하여 REP-PCR을 수행하 다[10].

항균제 내성 유 자를 검출할 때와 동일한 조성으로 혼

합액을 만든 뒤 Gene Amp PCR System 9600

(Perkin-Elmer Centus)으로 94℃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94℃에서 40 , 45℃에서 1분, 68℃에서 7분씩 35회

증폭 반응시키고, 68℃에서 15분간 연장 반응시켰다. 증

폭반응이끝난 반응액을각각 10 μL씩 ethidium bromide

가 포함된 2% agarose gels에 넣고 40분 동안 기 동

한 후 BioDoc-14 Imagingsystem (UVP, Cambridge,

UK)을 이용하여 밴드를 분석하 다. 밴드의 강도와상

없이 밴드의 분자량과 개수로각 균주를 비교하며, 두 개

이상의 밴드 차이가 있으면 역학 상 계가 없는 것

으로 단하 다[10].

3. 결과 

3.1 ESBL 생  폐 막 균 동

충청지역에 치한 3개의 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의뢰된 임상검체로부터 분리된 폐렴막 균은 총 102 균

주 다. 이 균주들을 상으로 ESBL 생성 확인시험을

시행한 결과 30.1%에 해당하는 31균주가 ESBLs를 생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균주들을 상으로 ESBL 유

자를 검출하기 해 합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한 결과

총 21균주가 CTX-M형 ESBLs를 검출하기 한 반응에

서 양성반응을 보 다. blaCTX-M1-like와 blaCTX-M9-like를 확

인하기 한 반응에서 각각 15균주가증폭산물을 생성하

으며 9균주는 두 반응 모두에서 증폭산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laTEM, blaSHV, blaCTX-M2-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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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TX-M8-like를 검출하기 한 합효소연쇄반응에서는

증폭산물이 찰되지 않았다. CTX-M형 ESBLs의 유

형을 결정하기 해 염기서열분석을 실시한 결과

blaCTX-M1-like반응에서 증폭된 생성물은 모두 blaCTX-M-15

로, 그리고 blaCTX-M9-like반응에서 증폭된 생성물은 모두

blaCTX-M-14로 확인되었다<Table 2>.

Iso

lates

Speci

mens
ESBL genes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AMCT CA NNAK CN NA CI LE

A8 Sp blaCTX-M-14 blaCTX-M-15 R R R R R R I S S

A10 U blaCTX-M-14 　 R R S R R R I S S

A13 U 　 blaCTX-M-15 R R R R R R R R R

A18 U blaCTX-M-14 blaCTX-M-15 R R R R R R R R R

A21 U 　 blaCTX-M-15 R R R R R R R R R

A22 Sp blaCTX-M-14 blaCTX-M-15 R R R R R R R R S

B24 U blaCTX-M-14 blaCTX-M-15 R R S R R R S S S

B27 U blaCTX-M-14 　 R R S R R R I S S

B30 Sp blaCTX-M-14 blaCTX-M-15 R R R R R I R R R

C15 U blaCTX-M-14 　 R R R R R R R R R

C16 Sp blaCTX-M-14 　 R R R R R R R R R

C17 Sp blaCTX-M-14 　 R R R R S R R R R

C18 Sp blaCTX-M-14 blaCTX-M-15 R R I S S S R R I

C19 B blaCTX-M-14 blaCTX-M-15 R R R R R R R R R

C20 Sp 　 blaCTX-M-15 R R R S S S I I S

C22 U blaCTX-M-14 　 R R S I I R I I I

C24 Sp blaCTX-M-14 blaCTX-M-15 R R R R R R R R R

C25 U blaCTX-M-14 blaCTX-M-15 R S S R R S I I S

C28 U 　 blaCTX-M-15 R R R S S S I S S

C29 Sp 　 blaCTX-M-15 R R R R S S I I S

C30 U 　 blaCTX-M-15 R R R R S R R R R

Abbreviations: ESBL,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AM, ampicillin;

CT, cefotaxime; CA, ceftazidime; NN, tobramycin; AK, amikacin; CN,

gentamicin; NA, nalidixic acid; CI, ciprofloxacin; LE, levofloxacin;

Sp, sputum; U, urine; B, body fluid; S, susceptible; I, intermediate

resistant, R, resistant.

<Table 2> Characterizations of CTX-M type ESBL

producing Klebsiella pneumoniae

3.2 항균  감수  양상

CTX-M형 ESBLs를 생성하는 폐렴막 균 21균주를

상으로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한 결과 가장 높은 감수

성율을 보인 항균제는 levofloxacin으로 42.9%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amikacin (28.6%)이 높은 감수성율을 보

다. Ceftazidime, gentamicin, ciprofloxacin에 한 감

수성율은 23.8%로 동일하 으며 tobramycin에 해서

는 14.3%의 감수성율을 보 다. Cefotaxime nalidixic

acid에 한 감수성율도 4.8%로 동일하 으며 ampicillin

에 해서는 모든 균주가 내성을 보 다<Table 2>.

3.3 ESBL 생  폐 막 균  역학  연

CTX-M형 ESBLs를 생성하는 21균주의 폐렴막 균

이 같은 클론에서 유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REP-PCR을 수행한 결과 총 11개의 밴드 패턴(A-K형)

이 확인되었다. 그 A형과 H형 밴드 패턴을 보인 균주

가 각각 4균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 B형 밴드 패턴을 보인 균주가 3균주로 많았으며 C형

과 J형을 보인 균주도 각각 2균주 다. 그 외의 균주들은

모두 각각 다른 클론에서 유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Fig. 1] Repetitive element sequence-based 

(REP)-PCR patterns of genomic DNA 

from twenty-one CTX-M type ESBL 

producing Klebsiella pneumoniae isolates.

Lane M is 1kb DNA size marker. 

4. 고찰 및 결

다양한 CTX-M형 ESBLs가 세계 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CTX-M형 ESBLs를 생성하는 세균 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렴막 균은 가장 빈번하게 ESBLs

를 생성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에서도

충청지역 3개의 종합병원에서 분리된 폐렴막 균 102균

주 31균주(30.1%)가 ESBLs를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그 CTX-M형 ESBLs를 포함하고 있는 균

주는 21균주로 20.1%에 해당하는 균주가 CTX-M형

ESBLs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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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들과 유사한데,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약 22-31%정도의 폐렴막 균이 ESBLs를 생성하고 있

으며, 가장 빈번하게 생성하는ESBLs는 CTX-M형 이라

고 했다[12, 13, 14]. 한 본 연구에서는 2종류의 ESBLs

즉 CTX-M-14 CTX-M-15만이 검출되었는데 이

의 보고들도 CTX-M형 ESBLs CTX-M-14와

CTX-M-15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검

출된다고 하 다[12,14,15,16,17].

한편, TEM SHV형 ESBLs는 이번 연구에서는 하

나도 검출되지 않았는데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최근 들

어 이 효소들의 검출빈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 다.

TEM SHV형 ESBLs는 1990년 후반까지 빈번하게

폐렴막 균에서 검출되었으나 CTX-M형 ESBLs가 확

산되면서 상 으로 TEM SHV형 ESBLs의 검출빈

도는 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이 의 연구자들은 ESBLs를 생성하는 폐렴막 균이

ESBLs를 생성하지않는 폐렴막 균에비해 항균제에

한 내성율이 높으며 특히 3세 cephalosporin 계열에

한 항균제 내성율은 70% 이상이라고 보고하 다[18]. 본

연구에서도3세 cephalosporin 계열항균제인cefotaxime

ceftazidime에 한 내성율이 각각 95.2% 71.4%로

이 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게다가 CTX-M

형 ESBLs를 생성하는 폐렴막 균 21균주 33.3%에

해당하는 7균주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9개의 항균제 모

두에 내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CTX-M형 ESBL 생성

폐렴막 균이 3세 cephalosporin 계열 항균제 뿐 아니

라 다양한 항균제에 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에서 분리된 폐렴막 균에 확

산되어 있는 ESBLs는 주로 CTX-M형으로 CTX-M형

ESBL 유 자를 포함하고 있는 균주들은 부분의 항균

제에내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REP-PCR

을 통해 A형, B형, C형 밴드 패턴을 보인균주들이 충

청지역에 치한 2개의 학병원에서 동시에 분리되었음

을 확인하 는데 이는 동일한 클론에서유래된 폐렴막

균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청지역에 확산되어 있는 CTX-M형 ESBL 생성 폐렴

막 균의 감염 범 한 확산을 막기 해서는 지속

인 감염 리, 내성유 자의 조사 모니터링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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