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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Metallo-β-lactamase 생성 그람음성 간균의 

carbapenem 내성 불안정성

Carbapenem제는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ESBL)나 AmpC 

β-lactamase에 안정하므로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하 으나 metallo-β- 

lactamase (MBL)를 생성하여 이 항균제에 내성인 세균이 출현하

다. 감염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내성기전의 연구를 위해서는 감염 세

균의 항균제 감수성을 정확히 시험해야 한다.  

   그람음성 간균은 반고체 casein hydrolysate agar 및 이 배지와 조

성이 비슷한 반고체 cystine tryptic agar (CTA)에서 1년 이상 실온 

보존된다. 그러나 VIM-2 유전자 보유 세균중에 CTA에 실온 보관 후 

imipenem 내성을 소실하는 균주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흔한 VIM-2 

유전자 보유 세균에서는 그 내성이 접합에 의해서 전달됨이 보고되었

으나, 내성 유전자가 plasmid에 위치하는 지는 규명되지 못하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분리된 VIM-2 및 IMP-1 MBL 생성

균을 대상으로 실온 보관에 따른 IMP-1 및 VIM-2 유전자의 소실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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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유전자 소실에 따른 항균제 최소억제농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VIM-2 유전자의 위치가 염색체인지 plasmid인지를 규명하고 유전자 

소실에 따른 fitness에 대한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세균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환자의 임상검체에서 

1995-2000년에 분리하 고, MBL 생성은 Hodge 시험과 double disk 

synergy 시험으로 시험하 으며, blaIMP-1과 blaVIM-2 allele 및 class 1 

integron은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검출하 다. 내성전

달은 P. aeruginosa PAO 4089Rp를 써서 filter mating법으로 시험하

다. 실온 보관 중 imipenem 내성을 잃은 균주의 냉동보존 균주를 

계대배양하고 imipenem 내성임을 확인한 후 CTA 시험관에 접종하여 

실온에 보관하고 시일에 따른 내성소실을 시험하고 항균제 감수성은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NCCLS) 법

으로 시험하 다. 

  VIM-2 유전자의 위치가 plasmid와 염색체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규

명하기 위하여 Xba I  및 I-Ceu I 으로 절단한 염색체 DNA 및 

plasmid DNA를 DIG DNA Labeling and Detection Kit를 사용하여 

hybridization하 다. 

  Fitness를 비교하기 위한 시험에서 세균증식으로 인한 탁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CTA에서 agar를 제거한 Cystine trypticase broth  

(CTB)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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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온에서 CTA에 보존된 VIM-2 및 IMP-1 생성 P. aeruginosa 8

균주와 A. baumannii 2균주 중에는 3일 후에도 내성을 잃은 것이 있

었고, 15주 후에는 90%의 균주가 내성을 소실하 다. 

  Imipenem 내성을 잃은 균주의 세포의 비율은 시일이 경과할수록  

많아졌고, 15주 후에는 균주에 따라서  0-92%의 다양한 소실율을 보

다. 

  Imipenem 내성을 잃은 균주에서는 Hodge 시험, double disk 

synergy 시험이 음성으로 변하 고,  blaVIM-2 혹은  blaIMP-1 유전자가 

소실되었음이 PCR로 확인되었고, blaVIM-2 혹은  blaIMP-1 유전자를 소

실한 경우 imipenem의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범위

는 P. aeruginosa의 경우 32-128  ㎍/ml에서 0.5-8 ㎍/ml로 낮아졌고 

A. baumannii의 경우 32 ㎍/ml에서 0.25-4 ㎍/ml으로 낮아졌다.

  Xba I 혹은 I-Ceu I 으로 절단한 염색체 DNA를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한 agarose gel을 blaVIM-2 probe로 

hybridization한 결과 blaVIM-2 유전자는 약 50-400 kb의 plasmid에 위

치한다고 추정되었다.

  세균이 증식할 때 MBL 생성균주의 부담이 MBL 비 생성균주 보다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지 못하 고, 따라서 항균제가 없는 조건에

서 내성균주 모두에서 내성인자가 쉽게 소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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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VIM-2 및 IMP-1 생성 Pseudomonas spp. 및 

Acinetobacter spp. 균주 중에는 실온에 보존시 내성 유전자를 빠르게 

소실하는 것이 있었으며, 소실된 균주는 imipenem의 MIC가 8 ㎍/ml 

이하로 낮아지고 blaVIM-2 유전자는 plasmid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MBL 유전자 보유 세균의 fitness는 감수성 균주보다 현저

히 낮지 않으므로 항균제가 없는 조건에서도 지속될 수 있으나 실온

에서 보존된 균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차츰 내성 세포를 소실한

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유전자 검출이나 감수성 시험 등을 즉시 

할 수 없을 때는 냉동 보존했던 균주로 시험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carbapenem, metallo-β-lactamase, 내성소실, 녹농균, 

            그람음성 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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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o-β-lactamase 생성 그람음성 간균의 

carbapenem 내성 불안정성

<지도교수 이경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임    식

Ⅰ. 서론

   β-lactam 계열 항균제는 세균 감염증 치료에 가장 흔히 쓰이고 있

다. β-lactam 항균제에는 penicillin계, cephalosporin계, cephamycin계, 

monobactam계 및 carbapenem계 등이 있다
1
. 항균제를 감염증 치료에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그 효과가 탁월하 으나 항균제의 사용을 

계속함에 따라서 내성균이 출현하 고, 근년의 내성균 증가는 세균 

감염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2,3
. 따라서 내성균에 관한 연구는 감

염증 치료를 돕기위한 필수적인 분야가 되었다.

  내성균의 출현은 병원성 세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변이하

여 생기는 경우와 β-lactam제 생성 세균 등 자연계에 있는 비 병원성 

세균에 있던 내성 유전자가 병원성 세균에 전달되고 확산되었기 때문

으로 추정되고 있다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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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apenem 항균제는 그람음성 간균이 생성하는 여러 가지 β- 

lactamase에 안정하므로 다른 β-lactam제에 내성인 세균에 의한 감염

증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carbapenem의 사용이 계속됨에 

따라서 Rassmussen과 Bush가 예측했던 대로 내성인 세균이 출현하

고 확산되기 시작하 다
5
. 그람음성 간균의 carbapenem 내성 기전

에는 몇 가지가 있다. 즉, penicillin binding protein (PBP)의 변화, 약

제의 투과성 감소, 약제의 유출 증가, 효소에 의한 약제의 불활화 등

이 있는데,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효소에 의한 carbapenem의 불활

화이다
3
.

  세균 중에는 carbapenemase를 선천적으로 생성하여 carbapenem에 

자연내성인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Chryseobacterium spp. 

등의 균종과, 이 효소의 유전자를 다른 세균으로부터 얻어서 내성을 

나타내는 획득내성인 균종이 있다
5,6
. 획득성 carbapenem 내성 병원성 

균종은 대부분이 Pseudomonas spp.와 Acinetobacter spp.이지만
7-10 

, 

Enterobacteriaceae의 일부 균종에도 확산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11-13
. 

  Carbapenemase는 분자 class A (기능군 2f에 속하는 serine-β- 

lactamase)와 class B에 속하는 것이 있다
5,6
. 병원성 세균에서 관찰되

는 것은 대부분이 획득성 class B 효소 (기능군 3)이고, Zn
2+
이 있어

야 활성을 나타내는 metallo-β-lactamase (MBL)이며, 이 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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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vulanic acid나 tazobactam으로 저해되지 않는다.  MBL 중에서는 

subclass 1에 속하는 IMP형과 VIM형 β-lactamase를 생성하는 세균

이 감염을 흔히 일으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최근에는 IMP 또는 VIM β-lactamase 생성균이 유럽이나 동양에서  

보고되고 있고
8,9,14,15

 일부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6
. 또한 

이들 β-lactamase 유전자는 변이가 계속 진행되어서 IMP-13, VIM-7 

등이 출현하 으며
17,18

 새로운 MBL인 SPM-1과 GIM-1이 출현하 다

19,20
.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VIM-2 MBL을 생성하는  P. aeruginosa 등이 

1995년부터 있었고
9
, 국내 여러 병원에서 2003년에 분리된 imipenem 

내성 Pseudomonas spp.의 11.1%와 Acinetobacter spp.의 15.1%는 

IMP-1 또는 VIM-2 MBL 생성균이었다
16
. 

 IMP 및 VIM형 MBL 생성균은 내성 유전자 cassette가 class 1 

integron 중에 삽입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transposon에 위치할 수 

있어 다른 세균의 염색체 또는 plasmid로 전달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21,22
. 이들 중 integron이 plasmid에 위치하는 것은 접합에 의해서도 

다른 세균에 전달될 수 있음을 뜻하고, P. aeruginosa, P. putida, 

Acinetobacter spp., Enterobacter cloacae, Serratia marcescens
 
등 

여러 균종에서 IMP 및 VIM 효소 생성균이 관찰됨이 이를 뒷받침한

다
9,10,12,13

. 그러나 국내에 흔한 VIM-2 유전자 보유 세균에서는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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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접합에 의해서 전달됨이 보고 되었으나 그 유전자가  염색체에 

위치하는지 plasmid에 위치하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못하 다
9
.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내성인 항균제로는 그 세균 감염의 치료 

실패율이 높다
3,23

. 따라서 내성균이 흔한 현재는 감염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감염을 일으킨 세균의 감수성을 시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Carbapenemase 생성균 감염의 경우에도 환자의 사망률이 더 

높음이 보고되었으며
24 

carbapenem 내성의 정확한 시험이 필요하다. 

β-lactamase를 생성하는 균주에 대한 β-lactam제의 최소억제농도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는 접종된 세균 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25
. 예를 들면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ESBL)

를 생성하는 세균은 제3 세대 cephalosporin의 MIC가 낮을 수 있어서 

보통의 해석기준으로는 감수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나 접종 세

균 수를 많게 하면 MIC가 현저히 높아진다. 따라서 β-lactamase 생

성균의 경우에는 MIC 시험과 함께 β-lactamase 생성을 시험하는 것

이 β-lactam제의 임상적 중요성을 예측케 한다고 할 수 있다. 

  임상분리균주가 MBL을 생성하는 지를 검출하는 방법이 아직은 

NCCLS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26
. 이 효소 생성균을 선별하거나 감별

하는 방법에는 Hodge 시험과 double disk synergy 시험이 보고 되었

다
27,28

.

  세균을 장기간 변이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결건조나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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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시험을 위해 비교적 단기간 보존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방법이 불편하며, 그람음성 간균은 실온에서 반고체 

casein hydrolysate agar에 1년 이상 보존된다. 이 배지와 조성이 비

슷한 반고체 cystein tryptic agar (CTA)도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세균은 보존 중에 plasmid를 소실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29
.      

Takahashi 등은 병원에서 분리된 A. baumannii 균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던 중 약 1년 정도 실온보관 중인 imipenem 내성 A. 

baumannii 28균주 중에 19균주가 감수성으로 변한 것을 보고하 다
30
.  

  본 연구자는 VIM-2 유전자 보유 균주를 CTA에 실온보관 후 외국

에 수송하여 감수성 시험에 사용한 바 imipenem에 내성이었던 균주

중에 일부 균주가 imipenem에 감수성으로 바뀌었고, 그 원인은 내성

을 소실하 기 때문임을 확인한 바 있다
31
.   

  임상검체에서 세균을 분리하 을 때 간단한 시험은 분리 즉시 마칠 

수 있으나 복잡한 시험, 특히 연구를 위한 시험은 보관했던 균주로 

시험하는 것이  보통이다. MBL 생성균의 경우에도 내성 유전자를 소

실하면 잘못된 검사결과를 초래하여 환자치료나 연구결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세균이 내성 유전자를 추가로 보유함은 감수성 균주보다 부담을 더 

갖게 되기 때문에 감수성 세균 보다 증식이 느려서 fitness가 저하되

므로, 점차 감수성 세균으로 바뀜이 보고된 바 있다
32
. 그러나 V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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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보유균의 fitness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분리된 VIM-2 및 IMP-1 MBL 생성

균을 대상으로 실온 보관에 따른 IMP-1 및 VIM-2 유전자의 소실 빈

도와 유전자 소실에 따른 항균제 최소억제농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VIM-2 유전자의 위치가 염색체인지 plasmid인지를 규명하고 유전자 

소실에 따른 fitness에 대한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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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세균  

  시험 세균은 세브란스 병원환자의 임상검체에서 1995-2000년에 분

리하 다. 균종 동정을 위해서는 전통적 방법
33 

또는 ATB 32 GN 

System (bioMerieux SA, Marcy l'Etoile, France)을 사용하 다. 시험 

세균은 20% skim milk에 부유하여 -76
o
C에 보관하 다. 

   Hodge 시험에는  지시 세균으로 E. coli ATCC 25922를 사용하

다
34
. 접합시험의 recipient로는 P. aeruginosa PAO 4089Rp

7
 를 사용

하 다. 감수성 시험의 정도관리를 위해서는 E. coli ATCC 25922와 

P. aeruginosa ATCC 27853을 사용하 다. 전기 동에 의한 plasmid

의 크기 비교를 위해서는 E. coli V517균주를 사용하 다. 

  

2.  배지

  그람음성 간균 분리용 배지로는 MacConkey agar (BBL, Becton 

Dickinson Microbiology Systems, Cockeysville, MD, USA)를, 감수

성 시험과 세균 수 시험을 위해서는 Mueller-Hinton agar (BBL)를 

사용하 다. 세균을 -76
o
C에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20% skim 

milk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를 작은 시험관에 분주하

여 사용하 고, 실온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고체인 cystine try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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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r (CTA, BBL)를 작은 시험관에 넣어서 사용하 다. Fitness를 비

교하기 위한 시험에서 세균증식으로 인한 탁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서는 CTA에서 agar를 제거한 cystine tryptic broth (CTB)를 사용하

다.

3. 항균제 감수성 시험 

  Carbapenem 감수성 시험을 위해서는 10 ㎍의 imipenem 디스크를 

써서 디스크 확산법으로 시험하 다
26
. MBL 유전자 소실의 감수성에 

대한 향을 보기 위해서는 내성인 균주와 내성을 잃은 균주 쌍을 대

상으로 최소억제농도를 한천희석법으로 시험하 다
26
. 항균제는 

imipenem (Merck/Sharp & Dohme, Rahway, NJ), meropenem 

(Sumitomo, Tokyo, Japan), ceftazidime 및 clavulanic acid 

(GlaxoSmithKline, Greenford, United Kingdom), piperacillin (Wyeth, 

Pearl River, NY), cefotaxime (Aventis, Frankfurt, Germany), 

cefepime 및  aztreonam (Bristol-Myers Squibb, Princeton, NJ)을 사

용하 다. 항균제를 규정된 용제로 녹인 후, 멸균하고 50
o
C로 식힌 

Mueller-Hinton agar에 넣어서 2배수 단계의 항균제 최종농도가 되는 

평판을 만들었다. 20시간 배양한 세균을 McFarland 0.5관 탁도로 맞

추고 이것을 식염수로 1/10으로 희석한 후 Steers replicator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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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INC, Chester, PA, USA)를 써서 1-2 μl를 접종하 다. 접종

한 배지는 35
o
C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육안으로 세균 증식을 관찰하

다.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킨 최소의 항균제 농도를 MIC로 판독하

되 1개의 집락은 무시하 다. 정도관리를 위해서는 E. coli ATCC 

25922와 P. aeruginosa ATCC 27853을 동시에 시험하고 그 MIC가 

NCCLS의 허용범위에 드는 지를 확인하 다. 

4. Metallo-β-lactamase 생성균 선별 시험

  Imipenem 내성 균주 중 MBL 생성균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Hodge 

시험과 double disk synergy 시험을 사용하 다
27,34

.  Hodge 시험은 

지시세균 E. coli ATCC 25922를 McFarland 0.5관 탁도에 맞춘 것을 

면봉으로 Mueller-Hinton agar에 접종하여 말리고, 그 위에 시험세균

을 한 줄로 그어서 접종하고 중앙에 10 ㎍ imipenem 디스크를 놓고 

20시간 배양하 다. 시험 세균 증식선에 따라서 지시세균인 E. coli가 

현저히 증식되면 양성으로 판단하 다.

  Double disk synergy 시험은 시험세균을 McFarland 0.5관 탁도에 

맞추어 Mueller-Hinton agar에 접종하고 10 ㎍ imipenem 디스크와 

1900 ㎍의 EDTA 또는 760 ㎍ EDTA + 2 mg sodium 

mercaptoacetic acid (SMA) 디스크를 10 mm 간격으로 놓고 35
o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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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배양한 후 두 디스크 사이에 억제대가 커지면 양성으로 판독

하 다. 

5. Metallo-β-lactamase 유전자와 integron 검출

  blaIMP-1 과 blaVIM-2 allele을 검출하기 위한 primer는 각각 IMP1-F 

(5'-CAT GGT TTG GTG GTT CTT GT-3')와 IMP1-R(5'-ATA 

ATT TGG CGG ACT TTG GC-3'), VIM-2 FR-F(5'-ATG TTC 

AAA CTT TTG AGT AA-3')와 VIM-2 FR-R (5'-CTA CTC 

AAC GAC TGA GCG-3')을 사용하 다
10,22

.
 
백금침으로 시험 세균을 

채취하여 100 μl의 증류수에 부유한 뒤 5분간 끓이고 2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한 상청액을 template로 사용하 다. 상청액 1 μl, 

20 pmol의 primer 각각 1 μl, 1 U의 Taq DNA polymerase가 들어있

는 PreMix (Bioneer, 청원)에 증류수 17 μl을 첨가하여 총 20 μl이 되

게 하여 PCR을 시행하 다. 증폭은 Mastercycler gradient 5331 

(Eppendorf, Hamburg, Germany)을 사용하여 predenaturation 94°C 5

분, denaturation 94°C 1분, annealing 57°C 40초, extension 72°C 50

초의 조건으로 총 30회 반응을 하 다.

  PCR 증폭 산물의 검출은 1%의 agarose gel 100 ml에 0.005%의 농

도로 ethidium bromide을 첨가하여 만든 gel에 10 x loading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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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ra, Otsu, Japan) 1 μl을 첨가한 PCR 증폭 산물 10 μl을 넣고 

Mupid system (Seoulin Bioscience, 서울)로 100 V에서 30분간 전기 

동하 다. 증폭산물의 크기 추정을 위해서는 500 bp의 DNA ladder 

(Takara)를 사용하 다. Band는 UVI pro (Uvitec ltd., Cambridge,  

England)로 관찰하 다. 

  Class 1 integron 검출을 위한 primer는 5'CS-F (5'-CTT CTA 

GAA AAC CGA GGA TG-3')와 3'CS-R (5'-CAT CCG CAT 

TAA AAT CTA CT-3')을 사용하 다
8
. 백금침으로 시험세균을 채

취하여 100 μl의 증류수에 부유시키고 5분간 끓인 후 2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한 상청을 template로 사용하 다. MgCl2 2.5 mM, 

dNTP 0.2 mM, 10 x LA PCR buffer 10 μl가 들어있는  시약에 

template 1 μl와 20 pmol의 primer를 각각 넣어서  총량 100 μl이 되

게 하 다. 반응은 thermal cycler (Eppendorf)를 사용하여 hot start

법으로 시행하 다. 즉, 94°C로 12분간 predenaturation 한 뒤에 3 U

의 LA Taq DNA polymerase (Takara)를 넣고 이어서 denaturation 

94°C 1분, annealing 56°C 1분, extension 72°C 5분의 과정을 35회 반

복하 다. 증폭산물은 blaVIM-2 PCR과 같은 방법으로 관찰하 다.

6. 접합에 의한 내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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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전달은 filter mating법
23
으로 시험하 다. 즉, 5 ml의 Brain 

heart infusion (BHI, BBL) 배지에 recipient인 P. aeruginosa PAO 

4089Rp와 시험세균을 각각 접종하여 37
o
C에서 20시간 배양한 후 50 

μl의 시험균주 배양액과 0.5 ml의 recipient 배양액을 섞고 멸균된 

membrane filter로 여과하 다. Filter를 Mueller-Hinton agar에 놓고  

37
o
C에서 20시간 배양한 후 증식된 세균을 식염수 2 ml에  부유시켰

다. 이것을 rifampin 100 ㎍/ml과 imipenem 2 ㎍/ml가 들은 

Mueller-Hinton agar에 접종하 다. 증식된 recipient가 MBL을 생성

하는지를 double disk synergy 시험으로 확인하고 MBL 유전자를 가

지고 있는지를 PCR로 확인하 다. 

7. Imipenem 내성 소실 빈도 시험

  같은 MBL 생성균을 실온과 -76
o
C의 두 곳에 보관하 다. 실온 보

관 중 imipenem 내성을 잃은 균주의 냉동보존 균주를 MacConkey 

agar에 계대배양하고 imipenem 내성임을 확인한 후 CTA 시험관에 

접종하고 실온에 보관하 다. 3일, 1주, 2주, 4주 및 15주 경과 후에 

CTA에서 균을 채취하여 식염수에 부유시킨 후 10배수 (10
-1
-10

-7
) 단

계 희석하 다. 각 희석액 100 μl를 Mueller-Hinton agar에 접종하고 

18-24시간 동안 35
o
C에 배양한 후 독립된 집락이 30-300개 생긴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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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락 100개를 선택하여 imipenem 감수성을 디스크확산법으로 

시험하여 감수성과 내성 집락의 비율을 계산하 다.

8.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

  실험균주들을 각각 LB broth 5 ml에 접종하고 20시간 배양한 뒤, 

1.4 ml를 취하여 12000 rpm으로 5분간 원심하 다. 침사에 

saline-EDTA 용액 (0.15 M NaCl, 10 mM EDTA-Na2, pH 8.0) 1 ml

를 첨가하여 다시 12000 rpm으로 5분간 원심하 다. 37
o
C의 Pett IV 

용액 (1 M NaCl, 10 mM EDTA, pH 8.0)을 130 μl씩 첨가하여 보온

시켰다. Lysozyme (10 mg/ml) 1 μl와 2% Incert agarose (Cambrex 

Bio Science Rockland, Inc., Rockland, ME, USA) 140 μl을 넣고 섞

은 후 mold에 넣고 굳힌 뒤 4
o
C에 보관했다. Mold에서 떼어낸 plug를 

3등분 하여 lysis solution [1 M NaCl, 0.1 M EDTA pH 8.0, 10 mM 

TrisּHCl pH 8.0, 0.5% polyoxyethylene 20 cetylether (Sigma, St. 

Louis, MO, USA), 0.2% deoxycholate (Sigma), 0.5% 

N-lauroyl-sarcosine (Sigma)] 1 ml와 lysozyme (10 mg/ml) 1 μl를 

넣고 rotator (Cole-Parmer Instrument, Chicago, IL, USA)로 1시간 

회전시켰다. 용균이 끝나고 ES용액 (0.25 M EDTA pH 8.0, 1% 

N-lauroyl-sarcosine) 1.5 ml와 proteinase K 15  μl을 넣고 50
o
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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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반응시켰다. 다음날 1 mM phenylmethylsulfonyl-fluoride가 

들은 TE buffer (1 mM EDTA, 10 mM TrisּHCl) 1.5 ml를 첨가하

여 4시간 회전시켰다. TE buffer 1.5 ml로 10분간 회전을 3회 반복한 

뒤 처리된 plug의 1/2를 잘라서 1.5 ml의 TE buffer (10 mM Trisּ

HCl pH 8.0, 0.1 mM EDTA pH 8.0)에 넣고 1시간 회전시켰다. 

Buffer를 제거하고 Xba I (Takara) restriction buffer (Tris 10 mM, 

MgCl2 7 mM, NaCl 100 mM, 2-mercaptoethanol 7 mM) 1.5 ml씩 

또는 I-Ceu I (New England Biolabs, Beverly, MA, USA) 1 x NE 

buffer (potassium acetate 50 mM, Tris-acetate 20 mM, magnesium 

acetate 10 mM, dithiothreitol 1 mM) 1.5 ml씩 넣고 30분간 회전시켰

다. 용액을 제거한 후 한 균주당 Xba I 30 U, 10 x M buffer 10 μl, 

0.1% bovine serum albumin 10 μl, DW 78 μl 또는 I-Ceu I  7.5 U, 

10 x NE  buffer 4 10 μl, 100 x BSA 10 μl, DW 78.5 μl 를 넣고 

plug가 용액에 잘 잠기게 한 뒤 37
o
C에서 20시간 처리하 다. Plug에 

100 mM EDTA 100 μl를 첨가하거나 (Xba I), 65
o
C에서 20분 처리하

여 (I-Ceu I) 효소반응을 중단시키고 4
o
C에 보관했다. 1%의 agarose 

gel (Sigma)을 0.5 x TBE buffer (Tris base 5.4 g, boric acid 2.75 

g, 0.5 M EDTA 2 ml, DW 993 ml)로 만들고  plug의 1/2를 well에 

넣고, 40
o
C 정도의 2% Incert agarose로 well의 공간을 메웠다. 0.5 x 

TBE buffer 2000 ml를 동조 (CHEF DR II; Bio-Rad, Her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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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USA)에 넣고 14
o
C로 6 V에서 시작 0.5초, 마지막 30초 (Xba-I) 

또는 시작 9초, 마지막 90초 (I-Ceu I)의 switch time 조건으로 20시

간 전기 동하 다. Ethidium bromide 0.5 μl/ml로 30분간 염색한 후 

UVI pro (Uvitec, Ltd.)로 band를 확인하 다. 

9. Plasmid 추출

  Alkaline lysis법
35
으로 plasmid를 분리하 다. 즉, MBL 생성균을 

10 ml LB broth에 18시간 배양한 후 8000 rpm으로 원심침전하고, 침

사에 50 mM glucose와 25 mM Tris·HCl (pH 8.0), 10 mM EDTA 

(pH 8.0) 혼합액 (용액 I) 200 μl를 넣어서 섞고 4
o
C 30분간 두었다. 

0.2 N NaOH와 1% sodium dodecyl sulfate (SDS)의 혼합액 (용액 II) 

400 μl를 넣고 5-6회 뒤집어 섞고 4
o
C에서 5분 이내로 반응시켰다. 5 

M potassium acetate 60 ml, glacial acetic acid 11.5 ml, H2O 28.5 

ml의 혼합용액 (용액 III) 300 μl을 첨가하고 부드럽게 5-6회 뒤집어 

흔든 뒤 10분간 4
o
C 13000 rpm으로 원심 침전하 다. 상청액을 새 시

험관에 옮긴 뒤, phenol chloroform isoamyl alcohol 400 μl을 넣고 실

온에서 10분간 섞고 4
o
C 에서 1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침전하

다. 침사에 600 μl의 isopropanol을 넣고 -20
o
C에서 하루 밤 두었다가 

4
o
C에서 13000 rpm으로 원심침전 후 상청액을 버리고 침사에 1 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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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thanol을 넣고 4
o
C에서 13000 rpm으로 원심침전 한 후 상청액

을 버리고 침사에 TE buffer (10 mM Tris, pH 8.0과 1 mM EDTA) 

100 μl와 RNase (2 mg/ml) 1 μl를 넣고 37
o
C에서 30분간 두었다. 

Ethidium bromide의 농도가 0.005%인 1% agarose gel에 넣고  

Mupid system (Seoulin Bioscience, 서울)로 100 V에서 30분간 전기 

동한 후 UVI pro (Uvitec, Ltd.)로 관찰하 다. 

10. Hybridization

  PFGE, integron PCR 산물 및 plasmid 추출물을 전기 동한 

agarose gel에 있는 DNA를 Trans-Bolt SD Semi-Dry Transfer Cell 

(BioRad)을 사용하여 nylon membrane (Bio-Rad)에 옮겼다
35
. 조건은 

30분간 0.6 A (PFGE gel), 또는 0.25 A (integron, plasmid gel)이었

다. DNA를 옮긴 membrane을 NaOH에 5분간 반응시키고 80
o
C에서 

30분간 고정시켰다. Membrane을 hybridization 관에 넣은 뒤 

prehybridization buffer (5 x SSC, blocking reagent 1%, N-lauroyl-

sarcosine 0.1%, SDS 0.02%) 20 ml로 68
o
C에서 1시간 회전시켰다. 

Membrane을 1시간 회전시킨 뒤에 prehybridization buffer를 버리고 

68
o
C의 prehybridization buffer 20 ml (PFGE 검체) 또는 15 ml 

(integron과 plasmid 검체)에 DIG DNA Labeling and Detection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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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을 사용하여 표지한 

blaVIM-2 probe 50 μl (PFGE 검체) 또는 15 μl (integron과 plasmid 검

체)를 첨가하여 68
o
C에서 하룻밤 회전시켰다. 이어서 20 x SSC (3 M 

NaCl, 0.3M Na-citrate, pH 7.0)를 희석한 2 x SSC에 0.1% SDS가 

첨가된 50 ml로 5분간 흔들어 씻어낸 뒤 0.1% SDS가 첨가된 0.1 x 

SSC 용액 50 ml로 68
o
C에서 15분간씩 2회 회전시켰다. Tween 20 

0.3%를 첨가한 buffer 1 (0.1 M Maleic acid, 0.15 M NaCl, pH 7.5) 

100 ml로 1분간 씻어낸 뒤 용액을 버리고 buffer 2 blocking solution 

(blocking agent 10 g, buffer 1 100 ml)의 50 ml로 30분간 흔들어 씻

었다. 용액을 버린 뒤 30 ml의 buffer 2  (PFGE 검체) 또는 12 ml의 

buffer 2 (integron과 plasmid 검체)에 conjugate 50 μl (PFGE 검체) 

또는 5 μl (integron과 plasmid 검체)을 첨가하여 30분간 흔들며 반응

시켰다. 100 ml의 buffer 1 로 15분씩 2회 흔들어 씻은 뒤 용액을 버

리고 buffer 3 (100 mM TrisּHCl, 100 mM NaCl, 50 mM MgCl2, 

pH 9.5) 20 ml로 2분간 씻었다. 용액을 제거한 뒤 15 ml의 buffer 3 

(PFGE 검체)  또는 8 ml의 buffer 3 (integron과 plasmid 검체)에 발

색시약 NBT/BCIP 200 μl (PFGE 검체) 또는 100 μl (integron과 

plasmid 검체)을 넣고 어두운 곳에서 반응시켰다. 발색된 band를 확

인한 후에 buffer 4 (10 mM TrisּHCl, 1 mM EDTA) 50 ml로 5분

간 씻어서 반응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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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itness assay

  MBL 유전자 소실 세포의 점진적 증가원인이 MBL 내성 유전자를 

가진 세포의 fitness가 낮기 때문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P. 

aeruginosa 중 내성 소실율이 높았던 균주와 내성 소실율이 낮았던  

균주의 내성균주와 내성 소실 균주를 Mueller-Hinton agar에 35
о
C 20

시간 배양한 후 그 감수성을 확인하 다. 이 균주들을 식염수에 접종

한 후 각각 10배수 (10
-4
-10

-7
) 단계 희석하 다. 희석액을 CTB 2 ml

와  Mueller-Hinton agar에 각각 접종하 다. CTB에 접종된 세균을 

35
о
C에 배양하면서 흡광도 (OD)의 변화를 spectrophotometer 

(UV-1601PC; Shimadzu Corp., Tokyo, Japan)로 650 nm에서 측정하

다. Mueller-Hinton agar에 35
o
C에 20시간 배양 한 후 30-300개 집

락이 증식된 배지에서 집락 수를 세고 희석배수를 곱하여 CTB에 접

종된 세균 수를 추정하 다. 균주간의 집락지름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Mueller-Hinton agar에 생긴 독립된 집락중 40개의 지름을 

ocular micrometer로 측정하고 SPSS 10.0.7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independent-sample T test로 통계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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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Imipenem 내성 소실율 

  blaVIM-2 또는 blaIMP-1 보유 Pseudomonas spp.와 Acinetobacter 

spp. 84균주를 CTA 시험관에 접종후 균주에 따라서 4개월-1년간 실

온에 보존한 후에 imipenem 내성 소실을 디스크 확산법으로 시험하

다 (Table 1). blaVIM-2 양성인 P. aeruginosa 54균주 중 4균주는 감

수성으로 변하 다. blaVIM-2 양성이었던 P. aeruginosa 15균주, P. 

putida 10균주 중 1균주, Acinetobacter spp. 16균주 중 1균주 및 

blaIMP-1 양성이었던  Acinetobacter spp. 4균주 중 1균주는 imipenem

에 큰 억제대를 보 으나 억제대 안에서 다수 혹은 소수의 집락이 관

찰되었고 (Fig. 1, 2), imipenem 내성 및 감수성 균주를 각각 분리할 

수 있었다. 순 배양한 imipenem 내성 균주 모두에서는 blaVIM-2 혹은 

blaIMP-1 유전자가 PCR로 검출되었다. 그러나 감수성으로 변한 균주 

모두에서는 MBL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double disk synergy 시

험에서 음성이었다 (Fig. 3). 따라서 감수성으로 변한 것은 MBL 유전

자 소실 때문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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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oss of imipenem resistance and MBL gene during 
storage of gram-negative bacilli in CTA tubes at room 
temperature

Organism 

(No. of isolates)
MBL type

No. of isolates which lost resistance 

Partial Complete Total (%)

P. aeruginosa (54) VIM-2 15 4  19 (35.1)

P. putida (10) VIM-2 1 0   1 (10.0)

Acinetobacter spp. (16) VIM-2 1 0     1 (6.3)

Acinetobacter spp. (4) IMP-1 1 0   1 (25.0)

Total (84) 18 4  22 (26.1)

Storage time was approximately 4-12 months.

Fig. 1. A strain, which lost most of MBL-producing cells. 

Small number of MBL-producing cells grew inside the inhibition zone 

produced by imipenem disk. 



- 25 -

        

Fig. 2. A strain, which lost part of MBL-producing cells. 

Large number of MBL-producing cells grew inside the inhibition zone 

produced by imipenem disk, but mixed appearance is apparent. 

              

Fig. 3. Imipenem-EDTA double disk synergy tests. Above: a 

strain with negative test after losing MBL gene. Below: a counter part 

MBL gene-positive isolate showing positive test. Disks: left, EDTA; right, 

imipe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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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allo-β-lactamase 유전자 소실 빈도 

  MBL 유전자가 소실되었던 균주중 P. aeruginosa 8균주와 A. 

baumannii 2균주를 선택하여 MBL 유전자 소실빈도를 시험하 다. 즉 

냉동보존 균주를 계대 배양하여 imipenem에 내성임을 확인한 후에 

CTA 시험관에 접종하여 실온에 두고 내성 소실을 disk법으로 시험하

다. 실온 보관한 10균주 중 3일 후에는 4균주가, 1주 후에는 5균주

가, 2주 후에는 7균주가, 4주 후에는 8균주가, 그리고 15주 후에는 9균

주의 일부 세포가 내성을 소실하 다 (Table 2). 

  내성을 소실한 균주의 감수성 세포와 내성세포의 비율을 시간별로 

본 바 blaVIM-2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P. aeruginosa 8균주는 3일 후

에는 0-5% (평균 1.1%)의 세포가, 1주 후에는 0-18% (평균 4.4%)가, 

2주 후에는 0-7% (평균 2.6%)가, 4주 후에는 0-15% (평균 7.2%)가 

15주 후에는 0-92% (평균 21.4%)가 내성을 소실하 다. blaIMP-1 또는 

blaVIM-2 유전자를 가졌던 A. baumannii 2균주는 3일 후에는 0-1% 

(평균 0.5%)의 세포가, 1주 후에는 3-8% (평균 5.5%)가, 2주 후에는 

3-5% (평균 4.0%)가, 4주 후에는 5-8% (평균 6.5%)가, 15주 후에는 

33-55% (평균 44.0%)가 내성을 소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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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ortion of cells which lost imipenem resistance 

during storage in CTA tubes at room temperature

Isolate

No.
Species

MBL

type

 Colonies (%) with loss of resistance at1 

3 days 1 wk
2
 2 wk 4 wk 15 wk

1 P. aeruginosa VIM-2 3 6 7 11 28

2 P. aeruginosa VIM-2 0 0 2 9 9

3 P. aeruginosa VIM-2 0 0 1 15 92

6 P. aeruginosa VIM-2 5 18 6 15 20

7 P. aeruginosa VIM-2 1 11 5 7 19

8 P. aeruginosa VIM-2 0 0 0 1 2

9 P. aeruginosa VIM-2 0 0 0 0 1

12 P. aeruginosa VIM-2 0 0 0 0 0

13 A. baumannii VIM-2 1 3 3 5 33

5 A. baumannii IMP-1 0 8 5 8 55

1 
One hundred colonies were tested for each isolate.

2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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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allo-β-lactamase 유전자 소실로 인한 imipenem의 

   MIC 저하

  VIM-2 혹은 IMP-1 유전자를 가진 P. aeruginosa 8균주와 A. 

baumannii 2균주 및 이 균주들로부터 유래된 내성을 소실한 균주에 

대한 여러 β-lactam 항균제의 MIC를 비교하 다 (Table 3, 4).  MBL 

양성균주에 대한 imipenem의 MIC 범위는 32-128 ㎍/ml이었고 MBL 

유전자 소실 균주에 대해서는 0.5-8 ㎍/ml로 낮아졌다. NCCLS 해석

기준을 근거로 해석할 때 MBL 양성균주는 imipenem에 모두 내성이

었으나, MBL 유전자 소실균주는  감수성인 균주가 90%, 중간인 균주

가 10% 다.

  MBL 양성 균주에 대한 meropenem의 MIC 범위는 8->128 ㎍/ml

이었으나 MBL 유전자 소실균주에 대해서는 0.5-8 ㎍/ml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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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MICs of antimicrobial agents for 

MBL-producing clinical isolates and MBL-gene lost 

counterpart strains 

AA Strain

MIC (㎍/ml) for strains: 

 P. aeruginosa   ACI

1 2 3 6 7 8 9 12  5 13

IMP
Isolate 64 128 128 32 128 32 32 32 32 32

Lost 4 8 0.5 0.5 0.5 1 1 2 0.25 4

MER
Isolate 16 >128 >128 8 >128 32 32 8 32 16

Lost 0.5 NT 8 1 8 1 0.5 0.5 0.5 4

CAZ 
Isolate >128 128 >128 128 128 >128 128 64 128 64

Lost 2 NT 4 4 4 4 2 16 4 16

CAZ-
 CLV

Isolate >128 128 >128 128 128 >128 128 64 128 64

Lost 2 NT 4 4 4 4 4 16 4 8

PIP
Isolate 128 >256 256 >256 >256 >256 256 64 256 256

Lost 2 NT >256 256 >256 16 8 64 32 256

CTX
Isolate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Lost 16 NT 32 64 32 32 16 64 16 16

FEP
Isolate 64 64 64 64 32 64 64 32 128 16

Lost 8 NT 8 16 16 16 16 16 8 8

AZT
Isolate 16 32 16 16 16 16 8 32 4 8

Lost 4 NT 16 16 16 16 8 32 4 16

Abbreviations: AA, antimicrobial agents; IMP, imipenem; MER, 

meropenem; CAZ, ceftazidime; CAZ-CLV, ceftazidime-clavulanic acid; PIP, 

piperacillin; CTX, cofotaxime; FEP, cefepime; AZT, aztreonam; ACI, 

Acinetobacter baumannii; NT, no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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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sceptibility of MBL-producing clinical isolates and 

MBL gene-lost strains to imipenem and meropenem

AA
Strain 

(No. of isolates)

MIC range 

(㎍/ml)

% of isolates

Susceptible Intermediate Resistant

IMP Isolate (10)  32-128
1

0 0 100

MBL lost (10)  0.5-8
1

90 10 0

MER Isolate (10)  8->128
2

0 22 78

MBL lost (10) 0.5-82 78 22 0

1  
One isolate was inhibited by 128 ㎍/ml of imipenem. After losing       

  MBL, it became inhibited by 8 ㎍/ml. 
2  
Two isolates were inhibited by 128 ㎍/ml of meropenem. After losing   

   MBL they became inhibited by 8 ㎍/ml.

Abbreviations: AA, antimicrobial agents; IMP, imipenem; MER,           

   merope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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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tallo-β-lactamase 유전자의 위치

  VIM-2 유전자의 위치가 plasmid인지 염색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 hybridization을 시행하 다. blaVIM-2 양성 분리균주와 그 내성 소

실균주의 DNA를 Xba I으로 처리하여 PFGE한 것을 blaVIM-2 probe로 

hybridization한 결과 균주에 따라서 약 50-400 kb의 위치에 양성반응

을 보이는 band가 관찰되었으나 그것이 염색체 DNA인지 plasmid인

지는 구별이 불가능하 다 (Table 5).

  blaVIM-2 양성인 8균주에서 plasmid를 추출하여 blotting한 

membrane을 blaVIM-2 probe로 hybridization한 결과 모두 음성 결과를 

보여서 (Table 5), 이 유전자가 plasmid에 있지 않거나, 거대 plasmid

이거나, copy수가 적어서 plasmid 분리가 어려울 가능성 등을 시사하

다.    

  blaVIM-2 양성 P. aeruginosa 2균주 및 P. putida 2균주의 분리주와 

그 transconjugant, 그리고 blaVIM-2 양성 P. aeruginosa 2균주 및 A. 

baumannii 2균주의 분리주, 음성대조로 recipient인 P. aeruginosa 

PAO 4089Rp의 염색체 DNA를 I-Ceu I 으로 처리하여 PFGE한 것을 

blaVIM-2 probe로 hybridization한 결과에서 염색체 위치의 DNA band

에서는  양성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그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

지 않음을 시사하 다. 그러나 염색체 band가 없는 다른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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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ization band가 관찰되었다.

  DNA band의 크기는 P. aeruginosa 2균주의 분리주와 

transconjugant 모두 약 400 kb, P. putida 2균주의 분리주와 

transconjugant 모두 약 50 kb이었다. A. baumannii 분리주는 2균주

중의 1균주만이 양성반응을 보 는데 그 band 크기는 약 150 kb이었

다.  Recipient 균주에서는 양성반응이 없었다 (Table 6).

Table 5. Detection of MBL gene by PCR and hybridization 

from MBL-producing isolates and MBL gene-lost strains

Isolate No. 

(MBL type

in isolates) 

MBL gene

detection by

PCR

Hybridization with blaVIM-2 probe

 Integron PCR PFGE  Plasmid1 

Isolate R Lost
2
 Isolate R Lost Isolate R Lost Isolate

1 (VIM-2) +
3

-
4

+ - + - -

3 (VIM-2) + - + - + - -

6 (VIM-2) + - + - + - -

7 (VIM-2) + - + - + - -

8 (VIM-2) + - + - + - -

9 (VIM-2) + - + - + - -

12 (VIM-2) + - + - + - -

13 (VIM-2) + - + - + - -

1
 Plasmid was not detected from any of the isolates, but the gels were   

  transferred and used for hybridization.
2 
R Lost, MBL gene-lost strain. 

3 
Positive reaction.

4 
Negativ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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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tection of MBL gene by PFGE and hybridization 

from VIM-2-producing clinical isolates, transconjugants, and 

a recipient control

 

Isolates No. Species  Hybridization
  Band size 

(kb)

 3  Isolate P. aeruginosa  +
1

400

    Transconjugant P. aeruginosa + 400

 6  Isolate P. aeruginosa + 400

    Transconjugant P. aeruginosa + 400

52  Isolate   P. putida + 50

    Transconjugant P. aeruginosa + 50

53  Isolate   P. putida + 50

    Transconjugant P. aeruginosa + 50

 9  Isolate P. aeruginosa + 400

12  Isolate P. aeruginosa + 400

13  Isolate A. baumannii  -
2

-

21  Isolate A. baumannii + 150

Recipient
P. aeruginosa

PAO 4089Rp
- -

1 Positive reaction.
2 Negative reaction.

5. VIM-2 및 IMP-1 생성 균주의 fitness 

   MBL 생성균주의 fitness를 세균의 증식속도로 추정하기 위해  P. 

aeruginosa 중 내성 소실율이 높았던  no. 3 균주와 내성소실율이 낮

았던 no. 8 균주의 내성인 분리주(3R, 8R) 및 내성 소실균주(3S, 8S)

를 대상으로 시험하 다. Fitness 실험에 사용된 접종균수는 3R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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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8.5 x 10
4
 CFU/ml, 3S 균주는 2.7 x 10

4
 CFU/ml이었고, 8R 

균주의 경우 4.0 x 10
5
 CFU/ml, 8S 균주는 2.1 x 10

5
 CFU/ml이었다. 

각 세균을 CTB 배양후 OD로 비교한 시험에서, 24시간 배양 후의 

OD는 no. 3 균주의 경우 3R 균주는 0.719이었고, 3S 균주는 0.722이

었다. no. 8 균주의 경우 8R 균주는 0.015, 8S균주는 0.018 이었다 

(Table 7). 따라서 CTB 에서의 증식속도로 fitness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다. 

  Mueller-Hinton agar에 생긴 집락의 지름으로 증식속도를 추정한 

시험에서 20시간 배양 후 각 균주당 40개의 집락지름을 측정하 다.  

집락의 평균 지름은 3R 균주와 3S 균주의 경우 각각 1.29 mm와 1.25 

mm, 8R 균주와 8S 균주는 각각 1.23 mm와 1.25 mm이었다.  균주간

의 집락 지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independent-sample T test 한 

결과 p value가 3R 균주와 3S 균주의 경우 0.179, 8R 균주와 8S 균주

의 경우 0.472이었고, 두 경우 모두 유의수준인 0.05 보다 높은 값을 

보 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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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itness assay of MBL-producing clinical isolates 

with higher and lower rates of resistance loss

Isolates 

No.

MBL 

gene

Inoculum 

amount 

(CFU/ml)

  OD 650 nm Mean colony 

diameter

(mm)
10 h 24 h

3 Positive 8.5 x 10
4
 0.006 0.719      1.29

2

Lost 2.7 x 10
4
 0.004 0.722 1.25

8 Positive 4.0 x 10
5
 0.008 0.015  1.23

3

Lost 2.1 x 10
5
 0.006 0.018 1.25

1 mean of 40 colonies.
2 p=0.179 by T test between MBL-producing clinical isolate and          

  MBL gene-lost strain.
3 p=0.472 by T test between MBL-producing clinical isolate and          

  MBL gene-lost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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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Carbapenem은 ESBL이나 AmpC β-lactamamse 생성 세균에 대해

서도 항균력이 있으므로 특히 원내 감염 환자의 치료에 대단히 유용

한 β-lactam제이다
3
. 그러나 다른 항균제의 사용에서 경험한 바와 같

이 carbapenem의 임상 사용으로 이 항균제를 분해하는 내성균이 출

현할 것이 예견되었었다
5
. 우리나라 환자에서 분리되는 P. aeruginosa

와 Acinetobacter spp. 중에는 imipenem 내성균이 근년에 증가하 고, 

그 중에는 VIM-2 효소와 IMP-1 효소 생성균이 있다
16
.  Hirakata등

24

은 IMP-1 생성 P. aeruginosa가 분리된 환자의 사망률은 다른 균들

보다 높다고 이 내성의 중요성을 보고하 다. 따라서 MBL 생성균의 

정확한 검출이 필요하다. 

  세균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결건조 하거나 냉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잡한데, 그람음성 간균은 casein hydrolysate 반

고체 배지 또는 이와 유사한 CTA 시험관에 실온에서 비교적 장기간 

보존된다. 세균은 보관 중에 내성 plasmid를 소실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29
.  본 연구에서  VIM-2  또는 IMP-1 생성균을 CTA에서 실온

에 4개월-1년간 보관하면 많은 균주들이 imipenem 내성을 잃게 되었

고 일부 균주는 내성을 완전히 잃으며 내성을 잃은 세포에서는 내성

유전자도 소실됨을 PCR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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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기간에 따른 내성소실율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10균주

를 사용한 시험에서 실온에 3일간 보관 후에도 40%의 균주의 일부 

세포가 감수성으로 변하 으며 15주 후에는 90%의 균주의 일부 세포

가 감수성으로 변하 다 (Table 2). 감수성으로 변한 세포의 비율은 

균주에 따라서 현저히 달랐으며 VIM-2 생성균의 경우는 15주 후에 

0-92%이었고, IMP-1 생성균의 경우는 15주 후에는 55%의 세포가 내

성을 소실하 다. 이 결과는 VIM-2 또는 IMP-1 생성균이 실온에 보

관될 때 쉽게 내성을 소실함을 뜻하며 따라서 실온에 보관하 다가 

실험에 사용할 때는 imipenem 감수성을 확인해야 함을 뜻한다고 하

겠다. Takahashi 등은 Acinetobacter spp.가 보존 중에 특히 IMP 유

전자를 쉽게 소실함을 보고하 다
30
.

  β-lactamase의 생성 세균에 대한 β-lactam제의 MIC는 세균 세포막 

porin의 감소나 항균제 유출력 증가로 높아진다
3
. 따라서 같은 β- 

lactamase를 가진 여러 세균에 대한 항균제의 MIC가 같지는 않다.  

VIM-2 혹은 IMP-1 유전자를 가진 P. aeruginosa 8균주와 A. 

baumannii 2균주에 대한 imipenem의 MIC가 32-128 ㎍/ml로 다양하

음은 β-lactamase 이외의 요인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이들 VIM-2 혹은 IMP-1 생성 세균이 내성유전자를 소실한 후에는 

imipenem이나 meropenem의 MIC가 현저히 감소하 다. 그러나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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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정도가 균주에 따라서 imipenem은 0.25-8 ㎍/ml, meropenem은 

0.5-8 ㎍/ml로 차이가 컸었는데 이는 porin의 상태와 항균제 유출력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mipenem의 MIC는 OprD porin의 

소실로 높아지고, meropenem의 MIC는 MexAB-OprM 유출계의 과도 

발현으로 높아짐이 보고되었다
36-38

. 이 실험 결과로는 실온에 보존했

던 균주가 내성을 소실하 음을 모르고 감수성 시험을 하면 그 MIC

를 내성균주의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imipenem의 MIC가 8 ㎍/ml 

(중간 감수성)이면 내성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

으므로 내성소실 여부를 MIC 수준 한가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겠다 (Table 4). 따라서 다른 성상을 시험하기 전에 실온에 보존했

던 균주와 분리 당시 균주의 항균제 디스크 억제대의 지름이 비슷한

지 확인하거나 Hodge 법으로나 double disk synergy법으로 MBL 생

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Plasmid가 크거나 copy수가 적으면 그 분리가 쉽지 않다
29
. 또한 

plasmid가 여러 개 관찰되면 목표 유전자가 어느 plasmid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다. Hybridization은 유전자의 위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다
39
. IMP-1과 VIM-1 생성균은 그 유전자가 plasmid에 위치함

이 보고되었고
7,40

, 따라서 접합에 의한 내성의 전달이나 세균 보존 중 

감수성으로 변함이 plasmid의 소실 때문으로 이해된다. 유전자가 

transposon에 있는 것은 염색체 또는 plasmid로도 전이될 수 있다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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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VIM-2 유전자를 보유한 plasmid를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합에 의해서 내성이 전달되고 또한 내성을 소실하는 균주

가 있었다. 

   보통의 방법으로 검출하기 어려운 plasmid는 염색체 DNA의 

PFGE 검체에서 검출하기도 한다
42
. 본 연구에서 Xba I으로 절단한 

염색체 DNA를 hybridization 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band가 있

었으나 그 크기가 약 50-400 kb로 plasmid 크기의 범위이었으며 따라

서 그것이 염색체 band 인지 plasmid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Table  

6). 

  I-Ceu I는 염색체 DNA는 절단하지만 plasmid는 절단하지 않는다

43
. VIM-2 생성균주, 내성이 전달된 transconjugant 및 접합에 사용한 

recipient의 염색체 DNA를 I-Ceu I으로 처리하여 PFGE한 것을 

blaVIM-2 probe로 hybridization한 결과에서는 염색체 DNA band가 양

성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성균주에서만 염색체 band가 없는 

다른 위치에서 hybridization된 약 50-400 kb의 band가 관찰되어서 

VIM-2 유전자는 plasmid에 있다고 해석되었고, 접합에 의한 내성의 

전달 및 내성의 소실은 plasmid의 획득이나 소실 때문으로 해석되었

다.  

   내성 세균은 감수성 세균 보다 내성 유전자를 추가로 보유함으로 

부담이 늘어나고 따라서 증식속도가 늦어지고 항균제가 없는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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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 세균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상대적인 수가 차츰 감소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32
. 내성으로 인한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성균주

와 감수성 균주를 섞고 항균제가 없는 액체배지에서 배양하고 일정한 

시간 후에 각 균주의 집락 수를 측정하여 내성균주의 세균 수가 1세

대시간당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내성균주와 감수성균

주를 배양한 후에 각각의 세균 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TB에서 증식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OD차이로 구별하

고자 하 으나 그 차이가 구별이 되지 못하 다. 이 시험에 있어서의 

또 한가지 제한점은 배양온도가 실온이 아니고 35
o
C이었던 점이다. 

실온에서는 세균의 증식이 너무 느려서 이 온도에서 시험하지 못하

다. 세균의 집락 크기도 증식속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내성 균주

의 집락크기가 감수성 균주보다 작은지 보기 위한 시험에서 내성균주

와 내성소실균주의 집락지름의 차이를 T test로 비교한 결과 두 균주

간의 p value가 3R균주와 3S균주의 비교에서는 0.179, 8R균주와 8S균

주의 비교에서는 0.472로 두 경우 모두 유의수준 0.05 보다 크게 나타

났으므로 내성균주와 내성소실균주간의 집락 지름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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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근래 MBL 생성 carbapenem 내성세균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세균

에 의한 감염증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내성세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감염세균의 항균제 감수성을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carbapenem 내성세균 중에 CTA에 실온보관 후 imipenem 내성을 소

실한 균주가 있음을 경험하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분리

된 VIM-2 및 IMP-1 MBL 생성균을 대상으로 실온 보관에 따른 

IMP-1 및 VIM-2 유전자의 소실 빈도와 이들 유전자 소실에 따른 부

담에 대한 향을 알아보고, 항균제 최소억제농도의 변화와 VIM-2 

유전자의 위치가 염색체인지 plasmid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1. VIM-2 및 IMP-1을 생성하여 imipenem에 내성인 P. aeruginosa

와 Acinetobacter spp.를 CTA 반고체배지 시험관에 보존할 때 실온

에서 장기간 생존하지만 내성을 1주내에 소실하는 균주가 있다. 

  2. 실온에서 CTA에 보존된 VIM-2 및 IMP-1 생성 P. aeruginosa 

8균주와 A. baumannii 2균주 중에는 3일 후에도 내성을 잃은 것이 있

었고, 15주 후에는 90%의 균주가 내성을 소실했다. 

  3. Imipenem 내성을 잃은 균주에서는 Hodge 시험, double disk 

synergy 시험이 음성으로 변하 고,  blaVIM-2 혹은  blaIMP-1 유전자가 

소실되었음이 PCR로 확인되었다. 

  4. blaVIM-2 혹은  blaIMP-1 유전자를 소실한 경우 imipenem의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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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P. aeruginosa의 경우 32-128 ㎍/ml에서 0.5-8 ㎍/ml로,  A. 

baumannii의 경우 32 ㎍/ml에서 0.25-4 ㎍/ml으로 낮아졌다.

  5. Xba I 혹은 I-Ceu I 으로 절단한 염색체 DNA를 PFGE한 

agarose gel을  blaVIM-2 probe로 hybridization 한 결과 blaVIM-2 유전

자는 약 50-400 kb의 plasmid에 위치한다고 추정되었다.  

  6. Fitness 시험에서 세균이 증식할 때 MBL 생성균주의 부담이 비

생성 균주보다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얻지 못하 고, 따라서 항균제

가 없는 조건에서 내성균주 모두에서 내성인자가 쉽게 소실되지는 않

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약하면 VIM-2 및 IMP-1 생성 Pseudomonas spp. 및 

Acinetobacter spp. 균주 중에는 실온에 보존시 내성 유전자를 빠르게 

소실하는 것이 있으며, 소실된 균주는 imipenem의 MIC가 8 ㎍/ml 이

하로 낮아지고, blaVIM-2 유전자는 plasmid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MBL 유전자 보유 세균의 fitness는 감수성 균주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므로 항균제가 없는 조건에서도 지속될 수 있으나 실온에서 

보존된 균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차츰 내성 세포를 소실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유전자 검출이나 감수성 시험 등을 즉시 할 

수 없을 때는 냉동 보존했던 균주로 시험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43 -

참고문헌

1. Livermore DM, Williams JD. β-lactams; mode of action and 

mechanisms of bacterial resistance. In; Lorian V, editors. 

Antibiotics in laboratory medicine. 4th ed.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1996. p.502-578. 

2. Neu HC. The crisis in antibiotic resistance. Science 

1992;257:1064-1073.

3. Livingstone D, Gill MJ, Wise R. Mechanism of resistance to the 

carbapenems. Antimicrob Agents Chemother 1995;35:1-5. 

4. Okeke IN, Edelman R. Dissemination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across geographic borders. Clin Infect Dis 2001;33:364-369.

5. Rasmussen BA, Bush K. Carbapenem-hydrolyzing β-lactamases. 

Antimicrob Agents Chemother 1997;41:223-232.

6. Bush K, Jacoby A, Medeiros AA. A functional classification 

scheme for β-lactamases and its correlation with molecular 

structure. Antimicrob Agents Chemother 1995;39:1211-1233.

7. Watanabe M, Iyobe S, M Inoue, Mitsuhashi S. Transferable 

imipenem resistance in Pseudomonas aeruginosa. Antimicrob 

Agents Chemother 1991;35:147-151.



- 44 -

8. Riccio ML, Franceschini N, Boschi L, Caravelli B, Cornaglia G, 

Fontana R, et al. Characterization of the metallo-β-lactamase 

determinant of Acinetobacter baumannii AC-54/97 reveals the 

existence of  blaIMP allelic variants carried by gene cassettes of 

different phylogeny.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0;44:1229-1235.

9. Lee K, Lim JB, Yum JH, Yong D, Chong Y, Kim JM, et al. 

blaVIM-2 cassette-containing novel integrons in metallo-β- 

lactamase-producing Pseudomonas aeruginosa and Pseudomonas 

putida isolates disseminated in a Korean hospital.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2;46:1053-1058.

10. Yum JH, Yi K, Lee H, Yong D, Lee K, Kim JM, et al.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metallo-β-lactamase-producing 

Acinetobacter baumannii and Acinetobacter genomospecies 3 from 

Korea: identification of two new integrons carrying the blaVIM-2 

gene cassettes. J Antimicrob Chemother 2002;49:837-840.

11. Yigit H, Queenan AM, Anderson GJ, Domenech-Sanchez A,  

Biddle JW, Steward CD, et al. Novel Carbapenem-hydrolyzing β- 

lactamase, KPC-1, from a carbapenem-resistant strain of Klebsiella 

pneumoniae.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1;45:1151-1161.



- 45 -

12. Yum JH, Yong D, Lee K, Kim HS, Chong Y. A new integron 

carrying VIM-2 metallo beta-lactamase gene cassette in a Serratia 

marcescens isolate. Diag Microbiol Infect Dis 2002;42:217-219. 

13. Jeong SH, Lee K, Chong Y, Yum JH, Lee SH, Choi JH, et al.  

Characterization of a new integron containing VIM-2, a metallo-β-

lactamase gene cassette, in a clinical isolate of Enterobacter 

cloacae. J Antimicrob Chemother 2003;51:397-400. 

14. Tsakris A, Pournaras S, Woodford N, Palepou MFI, Babini GS, 

Douboyas J, et al. Outbreak of infections caused by Pseudomonas 

aeruginosa producing VIM-1 carbapenemase in Greece. J Clin 

Microbiol 2000;38:1290-1292.

15. Yan JJ, Ko WC, Tsai SH, Wu HM, Wu JJ. Outbreak of 

infection with multidrug-resistant Klebsiella pneumoniae carrying 

blaIMP-8 in a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Taiwan. J Clin Microbiol 

2001;39:4433-4439. 

16. Lee K, Ha GY, Shin BM, Kim JJ, Kang JO, Jang SJ, et al.  

Metallo-β-lactamase-producing Gram-negative bacilli in KONSAR 

group hospitals in 2003: continued prevalence of VIM-2-producing 

Pseudomonas spp. and increase of IMP-1-producing Acinetobacter 

spp. Diag Microbiol Infect Dis. In press 2004.



- 46 -

17. Toleman MA, Biedenbach D, Bennett D, Jones RN, Walsh TR. 

Genetic characterization of a novel metallo-beta-lactamase gene, 

blaIMP-13, harboured by a novel Tn5051-type transposon 

disseminating carbapenemase genes in Europe: report from the 

SENTRY worldwide antimicrobial surveillance programme. J 

Antimicrob Chemother  2003;52:583-590.

18. Toleman MA, Rolston K, Jones RN, Walsh TR. blaVIM-7, an 

evolutionarily distinct metallo-beta-lactamase gene in a 

Pseudomonas aeruginosa isolate from the United States.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4;48:329-332.

19. Toleman MA, Simm AM, Murphy TA, Gales AC, Biedenbach 

DJ, Jone RN, et al.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SPM-1, a novel 

metallo-beta-lactamase isolated in Latin America: report from the 

SENTRY antimicrobial surveillance programme. J Antimicrob 

Chemother 2002;50:673-679.

20. Patzer J, Toleman MA, Deshpande LM, Kaminska W, 

Dzierzanowska D, Bennett PM, et al. Pseudomonas aeruginosa 

strains harbouring an unusual  blaVIM-4 gene cassette isolated from 

hospitalized children in Poland. J Antimicrob Chemother 

2004;53:451-456.



- 47 -

21. Arakawa Y, Murakami M, Suzuki K, Ito H, Wacharotayankun 

R, Ohsuka S, et al. A novel integron-like elenment carrying the 

metallo-β-lactamase gene blaIMP. Antimicrob Agents Chemother 

1995;39:1612-1615.

22. Poirel L, Naas T, Nicolas D, Collet L, Bellais S, Cavallo JD, et 

al. Characterization of VIM-2, a carbapenem-hydrolyzing metallo- 

β-lactamase and its plasmid- and integron-borne gene from a 

Pseudomonas aeruginosa clinical isolate in France.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0;44:891-897.

23. Rice LB,  Bonomo RA. Genetic and biochemical mechanisms of 

bacterial resistance to antimicrobial agents. In: Lorian V, editor. 

Antibiotics in laboratory medicine. 4th ed.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1996. p.453-501.

24. Hirakata Y, Yamaguchi T, Nakano M, Izumikawa K, Aoki S, 

Kondoh A, et al. Clinical and bacteriological characteristics of 

IMP-type metallo-β-lactamase-producing Pseudomonas aeruginosa. 

Clin Infect Dis 2003;37:26-32.

25. Queenan AM, Foleno B, Gownley C, Wira E, Bush K. Effects 

of inoculum and β-lactamase activity in AmpC- and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ESBL)-producing Escherichia coli 



- 48 -

and Klebsiella pneumoniae clinical isolates tested by using NCCLS 

ESBL methodology. J Clin Microbiol 2004;42:269-275.

26.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Performance stan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fourteenth informational supplement. Wayne, Pa: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2004.

27. Lee K, Lim YS, Yong D, Yum JH, Chong Y. Evaluation of the 

Hodge test and the imipenem-EDTA double-disk synergy test for 

differentiating metallo-β-lactamase-producing isolates of 

Pseudomonas spp. and Acinetobacter spp. J Clin Microbiol 

2003;41:4623-4629.

28. Arakawa Y, Shibata N, Shibayama K, Kurokawa H, Yagi T, 

Fujiwara H, et al. Convenient test for screening metallo-β- 

lactamase-producing gram negative bacteria by using thiol 

compounds. J Clin Microbiol 2000;38:40-43.

29. Dale JW. Extrachromosomal inheritance In: Dale JW, editors. 

Molecular genetics of bacteria. 2nd ed.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1994. p.133-161. 

30. Takahashi A, Yomoda S, Kobayashi I, Okubo Y, Tsunoda    

M, Iyobe S. Detection of carbapenemase-producing Acinetobacter 



- 49 -

baumannii in a hospital. J Clin Microbiol 2000;38:526-529. 

31. Lim YS, Yong D, Yum JH, Lee K, Chong Y. Difficulties in the 

detection of resistance gene and the determination of imipenem 

resistance of the metallo-beta-lactamase producing gram-negative 

bacilli. 42nd Intersci Conf Antimicrob Agents Chemother Abstr  

2002; D-530;139.  

32. Levin BR, Lipsitch M, Perrot V, Schrag S, Antia R, Simonsen 

L, et al. Population genetics of antibiotic resistance. Clin Infect Dis 

1997;24:9-16. 

33. Kiska DL, Gilligan PH. Pseudomonas In Murray PR,  Baron 

EJ, Pfaller MA, Tenover FC, Yolken RH. editors. Manual of 

clinical microbiology. 7th ed. Washington, DC: Amer Soc  

Microbiol;1999. p.517-525.

34. Lee K, Chong Y, Shin HB, Kim YA, Yong D, Yum JH.  

Modified hodge and EDTA-disk synergy tests to screen metallo-β- 

lactamase-producing strains of Pseudomonas and Acinetobacter 

species. Clin Microbiol Infect 2001;7:88-91.

35. Sambrook J, Russell DW.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3rd ed. Cold Spring Harbor, NY: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2001.



- 50 -

36. Koehler T, Pechere JC. In vitro selection of antibiotic 

resistance in Pseudomonas aeruginosa. Clin Microbiol Infect 

2001;7:7-10.

37. Domenech-Sanchez A, Martinez L, Hernandez-Alles S, Conejo 

MC, Pascual A, Tomas JM, et al. Role of Klebsiella pneumoniae 

OmpK35 porin in antimicrobial resistance.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3;47:3332-3335.

38. Livermore DM, Woodford N. Carbapenemases; a problem in 

waiting? Curr Opin Microbiol 2000;3:489-495.

39. Hermans PWM, Saha SK, Van Leeuwen WJ, Verbrugh HA,  

Van Belkum A, Goessens WHF. Molecular typing of Salmonella 

typhi strains from Dhaka (Bangladesh) and development of DNA 

probes identifying plasmid-encoded multidrug-resistant isolates. J 

Clin Microbiol 1996;34:1373-1379.

40. Lombardi G, Luzzaro F, Docquier JD, Riccio ML, Perilli M, 

Coli A, et al. Nosocomial infections caused by multidrug-resistant 

isolates of Pseudomonas putida producing VIM-1 metallo-β- 

lactamase. J Clin Microbiol 2002;40:4051-4055.

41. Salyers AA, Amabile-Cuevas CF. Why are antibiotic resistance 

genes so resistant to elimination? Antimicrob Agents Chemother 



- 51 -

1997;41:2321-2325.

42. Thungapathra M, Amita, Sinha KK, Chaudhuri SR, Garg P, 

Ramamurthy T, et al. Occurrence of antibiotic resistance gene 

cassettes aac(6')-Ib, dfrA5, dfrA12, and ereA2 in class 1 integrons 

in non-O1, non-O139 Vibrio cholerae strains in India.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2;46:2948-2955.

43. Liu SL, Hessel A, Sanderson KE. Genomic mapping with I- 

Ceu I, an intron-encoded endonuclease specific for genes for 

ribosomal RNA, in Salmonella spp., Escherichia coli, and other 

bacteria. Proc Natl Acad Sci USA 1993;90:6874-6878.



- 52 -

Abstract 

Unstability of carbapenem resistance 

in metallo-β-lactamase-producing gram-negative bacilli

Young Sik L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ngwon Lee)

  Carbapenems are active even against ESBL and AmpC β- 

lactamase-producing gram-negative bacilli, but resistant bacteria to 

this antimicrobial agents emerged. Accurate determination of 

susceptibility is necessary for proper treatment of infected patients 

and for investigation of resistance mechanism. Gram-negative 

bacilli can be stored in CTA at room temperature, but we 

experienced loss of imipenem resistance among MBL-producing 

isolates. Resistance was transferred by conjugation from isolates 

producing VIM-2, which is the most prevalent MBL typ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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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location of the gene on plasmid has not been 

documented. 

  The aims of study were to determine frequency of loss of 

IMP-1 and VIM-2 genes during storage in CTA at room 

temperature, change of MIC of antimicrobial agents, the location of 

MBL gene and change of cost due to loss of the gene.  

  Bacteria were isolated from clinical materials at Severance 

hospital in 1995-2000. MBL-production was tested by the Hodge 

and double disk synergy tests.  blaIMP-1 and blaVIM-2 allele, and 

class 1 integron were detected by PCR. Resistance transfer was 

tested by filter mating using a recipient strain P. aeruginosa PAO 

4089Rp. Loss of resistance was tested  in CTA at room 

temperature.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was tested by the NCCLS 

method.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VIM-2 gene electrophoresis-separ-

ated plasmid DNA and Xba I- or I-Ceu I-digested and 

PFGE-separated genomic DNA were hybridized using DIG DNA 

Labeling and Detection Kit. To compare the fitness of resistance- 

lost strains to that of resistant isolates, OD was measured 

spectrophotometrically. When VIM-2- and IMP-1-produc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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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 aeruginosa and Acinetobacter spp. were stored in CTA at 

room temperature, some isolates lost imipenem resistance after 3 

days and 90% after 15 weeks. Proportion of resistance lost cell 

increased with time and the rates were 0-92% after storage for 15 

weeks depending on strains. Loss of MBL and blaVIM-2 or blaIMP-1 

were confirmed from resistance lost cells by the Hodge and double 

disk synergy test, and by PCR, respectively. Loss of resistance 

genes resulted in decrease of MIC of imipenem from 32-128 ㎍/ml 

to 0.5-8 ㎍/ml for P. aeruginosa and from  32 ㎍/ml to 0.25-4 ㎍

/ml for Acinetobacter spp. Hybridization of Xba I- or I-Ceu 

I-digested and PFGE separated genomic DNA suggested the MBL 

gene is on plasmid. 

  Fitness study did not show evidence that carriage of MBL gene 

is an increased cost to the organism, suggesting resistant strain 

can persist in the absence of antimicrobial pressure. 

  In conclusion, some VIM-2- or IMP-1-producing isolates of 

Pseudomonas spp. and Acinetobacter spp. rapidly lose the 

resistance gene when stored in CTA at room temperature and MIC 

of imipenem decrease below 8 ㎍/ml.  Therefore, when resistance 

gene detection or susceptibility test is delayed, use of freezer-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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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s is necessary. blaVIM-2 is considered to be carried on plasm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carbapenem, metallo-β-lactamase, resistance loss,      

              Pseudomonas aeruginosa, gram-negative baci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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