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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microbial resistance among Pseudomonas (P.) aerugino-

sa isolated from dogs and cats. A total of 45 (6.2%) P. aeruginosa was isolated from 710 dogs and 

21 cats with clinical signs. Resistance to one or more of the antimicrobials tested was observed in 26 

(57.8%) P. aeruginosa. Resistance to cefepime was the most frequent (44.4%), followed by ofloxacin 

(22.2%), levofloxacin (17.8%), norfloxacin (8.9%), ciprofloxacin (6.7%), ceftazidime, aztreonam, coli-

stin, polymixin B and gentamicin (4.4%, respectively), while resistance to piperacillin/tazobactam, imi-

penem, tobramycin and amikacin was 2.2%, respectively. All isolates were susceptibility to doripenem 

and meropenem.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should be a crucial step in selection of appropriate 

antimicrobial therapy in veterinary medicine. Also, the prudent use of antimicrobials and continuous 

monitoring for companion animal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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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seudomonas (P.) aeruginosa는 포도당 비발효 호기

성 그람음성 간균이면서 기회감염균으로 사람에서 원

내 감염의 주요 원인균이며(Chastre와 Trouillet, 2000), 

개와 고양이에서는 외이도염, 자궁축농증 및 요로감

염증, 결막염, 폐렴 및 심내막염 및 피부염과 관련이 

있다(Markey 등, 2013). 

  항생제는 사람과 동물의 세균 감염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

는 다제 내성균의 출현은 증가하고 있고 그 내성 기전

도 매우 복잡하여 세균 감염증에 있어 효과적인 항생

제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개와 고양이는 

예전부터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 반려동물

에서 항생제 내성은 직·간접적으로 사람 및 환경에 전

파될 수 있어 One Health 차원에서도 중요하다(Normand 

등, 2000). 세계보건기구(WHO) 및 동물보건기구(OIE)

에서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항생제 

사용과 내성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에 국내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은 농림

축산검역본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본부)에서 

2003년부터 축산용 항생제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

로 추진해오다가, 2008년부터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반려동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

았다. 이후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

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서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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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 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해

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을 도

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P. aeruginosa는 β-lactamase 산생, 외막 투과의 변화 

및 efflux pump 등의 기전으로 penicillins, 1세대, 2세

대 cephalosporins, macrolides, chloramphenicols, 일부 

aminoglycosides와 fluoroquinolones, tetracyclines 및 

sulfonamides 등과 같은 항생제에 대해 자연내성과 획

득내성을 가진다(Livermore 등, 2001; Giguere 등, 2013). 

또한 P. aeruginosa는 integron, transposon 및 plasmid 

같은 이동성 유전자의 수평적 전파뿐만 아니라 DNA 

gyrase와 DNA topoisomerase IV에서 점 돌연변이를 통

해 내성 유전자를 획득할 수 있다(Livermore, 2002; 

Linder 등, 2005). 최근 carbapenems, aminoglycosides 

및 fluoroquinolones 등 세 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 내성 P. aeruginosa의 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Perez 등, 2007). 특히 P. aeruginosa

는 다양한 항생제 내성 패턴을 지니고 있어 경험적 항

생제 선택은 치료 효과를 불확실하게 하므로 항생제 

감수성 시험은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국내 개와 고양이에서 분리된 P. aeru-

ginosa에서 항생제 내성에 관한보고는 거의 없다(Park 

등, 2020). 이번 연구는 대구지역 개와 고양이에서 분

리한 P. aeruginosa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양상을 

조사하여 반려동물에서 항생제 내성관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구지역 동물병원

에 내원 또는 입원중인 개와 고양이의 치료약제 선정

을 위해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의뢰한 개와 고양이의 

귀(n=253), 코(n=17), 눈(n=85), 피부(n=131), 뇨(n=171), 

생식기(n=46) 및 기타(n=28) 등에서 채취한 스왑시료 

731건(개, 710; 고양이, 21)으로부터 P. aeruginosa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균 분리 및 동정

  멸균면봉에 스왑한 시료를 Blood agar (Oxoid, UK)

와 MacConkey agar (Oxoid, UK)에 접종하여 37°C에서 

24시간 배양 후 의심되는 집락은 Trypticase soy agar 

(Oxoid, UK)에서 순수 분리 후 VITEK 2 compac 

(BioMerieux, France)와 MALDI-TOF MS (Bruker Dal-

tonics, Bremen, Germany)를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항생제 감수성 시험

  항생제 감수성 시험은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

ards Institute (CLSI, 2017)의 기준에 준하여 디스크 확

산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사용한 항생제 디스크

(Oxoid, UK)는 piperacillin/tazobactam, ceftazidime, ce-

fepime, aztreonam, doripenem, imipenem, meropenem, 

colistin, polymixin B, gentamicin, tobramycin, amika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norfloxacin, ofloxacin 등 16

종 이었다. 공시균을 Mueller-Hinton broth (Oxoid, UK)

에 접종하여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균 농도를 

McFarland No. 0.5로 조정한 후 멸균면봉을 이용하여 

Mueller-Hinton agar (Oxoid, UK) 평판배지에 고르게 

도포한 다음 항생제 디스크를 dispenser (Oxoid, UK)로 

접종하였다. 접종한 배지는 35±2°C에서 16∼18시간 

배양 후 균 억제대의 크기를 측정하여 내성 여부를 판

정하였다. 항생제 감수성 시험을 위한 표준균주로 E. 

coli ATCC 25922를 사용하였다. 

결    과

균 분리 및 동정

  대구지역 동물병원에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위해 

의뢰된 개와 고양이의 임상시료에서 731건에서 총 685

주(개, 672주; 고양이, 13주)의 세균을 분리하였다(Not 

data). 이들 분리균주 중 P. aeruginosa는 개에서 42주

(5.7%), 고양이에서 3주(0.4%) 등 총 45주(6.2%)이었

다. 부위별로는 귀에서 36주(14.2%)로 가장 많이 검출

되었고 다음으로 코(5.9%), 생식기(4.3%), 눈(2.4%), 피

부(1.5%) 순이었다(Table 1).

항균제 감수성 

  분리한 P. aeruginosa 45주에 대해 사람과 동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16종의 항생제에 대해 감수성 시

험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efepime에 대한 

내성률이 44.4% (20주)로 가장 높았고, 다음 o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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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45 Pseudomonas aeruginosa isolated from 

dogs and cats 

Samples No. of samples No. of isolates (%)

Ear 253 36 (14.2)

Nose 17 1 (5.9)

Genitalia 46 2 (4.3)

Eye 85 2 (2.4)

Skin 131 2 (1.5)

Urine 171 1 (0.6)

Others* 28 1 (3.6)

Total 731 45 (6.2)

*Body fluid, Gallbladder, Mouth, Udder.

Table 2. Antimicrobial resistance patterns of 45 Pseudomonas aeruginosa isolates

Antimicrobial agents
Zone diameter breakpoints* (mm) No. of isolates (%) 

S I R S I R

β-lactams 

Piperacillin/ tazobactam ≥21 15∼20 ≤14 44 (97.8) 0 (0.0) 1 (2.2)

Ceftazidime ≥18 15∼17 ≤14 43 (95.6) 0 (0.0) 2 (4.4)

Cefepime ≥18 15∼17 ≤14 14 (31.1) 11 (24.4) 20 (44.4)

Aztreonam ≥22 16∼21 ≤15 35 (77.8) 8 (17.8) 2 (4.4)

Doripenem ≥19 16∼18 ≤15 45 (100) 0 (0.0) 0 (0.0)

Imipenem ≥19 16∼18 ≤15 43 (95.6) 1 (2.2) 1 (2.2)

Meropenem ≥19 16∼18 ≤15 45 (100) 0 (0.0) 0 (0.0)

Lipopeptides

Colistin ≥11 - ≤10 43 (95.6) 0 (0.0) 2 (4.4)

PolymyxinB ≥12 - ≤11 44 (97.8) 0 (0.0) 2 (4.4)

Aminoglycosides

Gentamicin ≥15 13∼14 ≤12 38 (84.5) 5 (11.1) 2 (4.4)

Tobramycin ≥15 13∼14 ≤12 43 (95.6) 1 (2.2) 1 (2.2)

Amikacin ≥17 15∼16 ≤14 44 (97.8) 0 (0.0) 1 (2.2)

Fluoroquinolones

Ciprofloxacin ≥21 16∼20 ≤15 34 (75.6) 7 (15.6) 3 (6.7)

Levofloxacin ≥17 14∼15 ≤13 32 (71.1) 5 (11.1) 8 (17.8)

Norfloxacin ≥17 13∼16 ≤12 40 (88.9) 1 (2.2) 4 (8.9)

Ofloxacin ≥16 13∼15 ≤12 30 (66.7) 5 (11.1) 10 (22.2)

*S, susceptible; I, intermediate; R, resistant.

Table 3. Phenotypes of antimicrobial resistance in 45 Pseudomonas 

aeruginosa isolates  

Multiplicity 

of resistance
Resistance patterns*

No. of 

isolates (%)

 1 FEP 12 

OFL 2

CT 1

2 FEP, OFL 1

LEV, OFL 1

TZP, FEP 1

3 FEP, LEV, OFL 1

GM, LEV, OFL 1

4 CAZ, FEP, ATM, LEV 1

CIP, LEV, NOR, OFL 1

5 FEP, CIP, LEV, NOR, OFL 1

CAZ, FEP, ATM, CT, PB 1

FEP, IPM, LEV, NOR, OFL 1

6 GM, TB, CIP, LEV, NOR, OFL 1

*FEP, cefepime; OFL, ofloxacin; CT, colistin; LEV, levofloxaccin; 

TZP, piperacillin/tazobactam; GM; gentamicin; CAZ, ceftazidime; 

ATM, aztreonam; CIP, ciprofloxacin; NOR, norfloxacin; PB, polymixin

B; IPM, imipenem; TB, tobramycin.

22.2% (10주), levofloxacin 17.8% (8주), norfloxacin 8.9% 

(4주), ciprofloxacin 6.7% (3주), ceftazidime, aztreonam, 

colistin, polymixin B 및 gentamicin에 각각 4.4% (2주) 

그리고 piperacillin/tazobactam, imipenem, tobramycin 

및 amikacin에 각각 2.2% (1주)의 순으로 낮았다. 반면 

doripenem과 meropenem에는 전 균주가 감수성이었다. 

이들 공시균에 대한 약제내성을 내성 약제수별로 비

교해 보면 공시균의 57.8% (26주)가 사용된 한 종류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었다(Table 3). 이 중에

서 2종 이상의 내성을 가진 다제 내성균은 11주 (42.3%)

이었다. 이들 내성균의 내성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

으나 특이적으로 많은 분포 비율을 가진 내성형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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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P. aeruginosa는 흔히 개와 고양이에서 외이도염, 자

궁축농증 및 요로감염증(Markey 등, 2013)을 일으키며 

이들 감염증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와 고양이에서 분리된 P. aeru-

ginosa에서 항생제 내성 양상에 관한보고는 드물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와 고양이 임상시료에서 P. 

aeruginosa는 6.2%가 검출되었다. 이는 Park 등(2020)

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국내 동물병원의 개에서 

분리한 17.2%보다는 낮았으나, 중국의 개에서 6.7% 

(Lin 등, 2012) 및 크로아티아의 개에서 5.8% (Seol 등, 

2002)의 성적과는 유사하였다. Petersen 등(2002)은 개

의 귀에서 27.8%, 피부에서 7.5%, Lin 등(2012)은 개의 

피부와 귀에서 각각 12.2% 및 11.1%, Park 등(2020)은 

건강한 개의 귀에서 6.1%, 감염된 개의 귀에서 15.8%

를 보고하여 P. aeruginosa는 여러 병변부위 중 귀에

서 가장 흔히 분리되었다. 더욱이 P. aeruginosa가 귀

에서 가장 많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P. aeruginosa가 

외이도염의 주요 원인균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

도 P. aeruginosa는 귀에서 14.2%로 가장 많이 분리되

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귀에서 분리된 36주

의 P. aeruginosa는 모두 개에서 분리된 것으로 고양

이에서는 한주도 분리되지 않았다.

  P. aeruginosa는 β-lactam 제제의 일부를 포함한 여

러 항균제에 자연 내성이지만 ceftazidime, piperacillin 

및 ticarcillin 등에는 비교적 강한 항균력을 지닌다

(Chamberland 등, 1992). 이번 조사에서 P. aeruginosa

의 57.8%가 사용된 한 종류 이상의 약제에 내성을 나

타내었다. 특히 P. aeruginosa는 cefepime, ofloxacin 및 

levofloxacin에 대한 내성률은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

로 사용된 약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이를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구지역 개와 

고양이에서 분리된 P. aeruginosa 21주를 대상으로 실

시한 이전 결과(Cho 등, 2013)와 비교해 볼 때 ceftazi-

dime, aztreonam 및 imipenem에 대한 내성률은 큰 차

이가 없었으나, cefepime에 대한 내성률은 4.8%에서 

44.4%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이는 동물병원에서 과거

에 비해 cefepime 항생제의 사용량이 많아졌음을 의미

한다. 이번 조사에서 cefepime에 대한 내성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이도염에 걸린 개에서 분리

한 P. aeruginosa에서 cefepime에 39.4%의 내성률을 보

고한 Mekić 등(2011)의 성적과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Park 등(2017)이 국내 개에서 분리한 Pseudomonas 속

균에서 보고한 100% 감수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인정

되었다. 이는 항생제 사용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β-lactam계 항생제인 ceftazidime, aztreonam, 

piperacillin/tazobactam 및 imipenem에는 4.4%〜2.2%의 

매우 낮은 내성률을 나타내었고, doripenem과 mer-

openem에는 전 균주가 감수성이었다. 이는 이전 연구

자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Harada 등, 2012; Lin 등, 

2012; Yukawa 등, 2017). 그러나 Park 등(2017)의 az-

treonam에 33%, Seol 등(2002)의 ceftazidime에 23.0%

의 내성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러 연구자들이 개에서 유래 P. aeruginosa에서 

polymyxin B와 colistin에 매우 낮은 내성률을 보고하

였다(Hariharan 등, 1995; Pedersen 등, 2007; Arais 등, 

2016). 이번 연구에서도 lipopeptide계 항생제인 colistin

과 polymixin B에 상당히 낮은 내성률을 나타내었다. 

Aminoglycoside계 항생제인 gentamicin, tobramycin 및 

amikacin에 대한 내성률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나 이전 

연구자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Hariharan 등, 1995; 

Martín Barrasa 등, 2000; Yukawa 등, 2017; Park 등, 

2020).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구지역에서 

aminoglycoside계 항생제는 아직까지는 개와 고양이의 

P. aeruginosa 감염증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Mekić 등(2011)은 gentamicin에 

43.3%, Lin 등(2012)은 gentamicin과 tobramycin에 각각 

14.8%, amikacin에 11.1%, 그리고 Seol 등(2002)은 ami-

kacin에 12.6%, gentamicin에 16.9%, Eliasi 등(2020)은 

gentamicin, tobramycin 및 amikacin에 각각 18%, 12% 

및 16%의 내성률을 보고하여 이번 조사에서보다 높

았다. 

  Fluoroquinolone계 항생제는 개에서 외이도염과 요

로감염증의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번 조사에서 cefepime을 제외하고는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에 높은 내성률을 나타내었고, 그중에서도 oflox-

acin에 가장 높은 내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에서 분리한 P. aeruginosa에서 ofloxacin 

내성에 관한보고는 없어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내

성률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반면 enrofloxacin

에 높은 내성률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가 되고 

있다(Martín Barrasa 등, 2000; Wildermuth 등, 2007; 

Mekić 등, 2011; Bourély 등, 2019). 이는 수의분야에서 

개의 치료를 위해 enrofloxacin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fluo-

roquinolone계 항생제 중에서 ciprofloxacin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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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률이 6.7%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크로아티

아의 2.2% (Pintarić 등, 2017), 브라질의 4.8% (Arais 

등, 2016)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국내 개에서 13.1%와 

22% (Park 등, 2017; Park 등, 2020), 미국의 16% (Rubin 

등, 2008), 스페인의 13%, 일본의 20.5% (Harada 등, 

2012), 중국의 14.8% (Lin 등, 2012)의 내성률보다는 

낮게 나타나, 국가 간 항생제 내성률의 차이가 인정되

었다. 한편 Park 등(2020)은 levofloxacin에 14.3%, Lin 

등(2012)은 levofloxacin과 norfloxacin에 각각 14.3%, 

Rubin 등(2008)은 levofloxacin에 21%의 내성률을 보고

하여 이번 조사와 비교 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연

구자들에 따라 사용하는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의 

종류는 달라 단순한 내성률의 비교는 어렵다. 향후 추

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증의 치료에 있어 항생제 처방은 필수적이다. 

질병 치료 시 원인균에 대한 검사를 하지만 결과가 나

오는데 수일이 걸리며 다수의 병원에서는 세균 배양

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의존

하게 된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동물병원에서 P. aeru-

ginosa 감염증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이번 연구의 결과 개와 고양이에서 분리된 

P. aeruginosa의 항생제 내성률은 높지 않았으나, 반려

동물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항생제가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고 동물유래 항생제 내성균 또는 내성 유

전자가 사람으로의 전달될 수 있다. 특히 개와 고양이

는 사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으로의 전파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물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개와 고양이에서 항생제의 신

중한 사용과 더불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반려동

물과 소유자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조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구지역 동물병원

에 내원 또는 입원중인 개와 고양이 임상시료 731건

에서(개, 710; 고양이, 21) P. aeruginosa를 분리하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 

aeruginosa는 개에서 42주(6.1%), 고양이에서 3주(0.5%) 

등 총 45주(6.6%)가 분리되었으며, 부위별로는 귀에서 

36주(14.2%)로 가장 많이 분리되었다. Cefepime에 대

한 내성률이 44.4% (20주)로 가장 높았고 다음 oflox-

acin 22.2% (10주), levofloxacin 17.8% (8주), nor-

floxacin 8.9% (4주), ciprofloxacin 6.7% (3주), ceftazi-

dime, aztreonam, colistin, polymixin B 및 gentamicin에 

각각 4.4% (2주) 그리고 piperacillin/tazobactam, imipe-

nem, tobramycin 및 amikacin에 각각 2.2% (1주)의 순

으로 낮았다. 반면 doripenem과 meropenem에는 전 균

주가 감수성이었다. 공시균의 57.8% (26주)가 사용된 

한 종류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었으며, 2종 

이상의 약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 내성균은 11주(42.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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