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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비용을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 배양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만성 부비동염의 치료 원칙은 감염을 치료하고 비강의 생리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약물치료에 있어서 최근 항생제 남용과 

그에 따른 내성 균주 증가로 인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 부비동염에서의 1차 항생제 치료는 광범위 

항생제의 경험적 처방이었으나, 최근에는 만성 부비동염의 주요 원인 균주 

대부분이 β-lactamase를 생성하게 되었고 3차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항생제를 복용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만성 부비동염의 항생제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용을 동반한 81명의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 중비도에서는 

면봉 도말로 부비동에서는 흡인 천자로 검체를 채취 후, 호기성 및 혐기성 

배양하여 분리된 균주에 대하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Penicillin G, oxacillin, cefixime, cefdinir, cefditoren, cefpir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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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otetan, amikacin, clindamycin, levofloxacin, gatifloxacin, 

clarithromycin, azithromycin(BBL, Sparks, MD, USA)등 3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항생제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 발육 저지농도와 항생제 

감수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리된 균주 가운데 Haemophilus influenzae는 

46%가 ampicillin내성이었으며, Staphylococcus aureus의 14%가 

oxacillin내성이었고, 이러한 MRSA는 대부분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였다. 

Streptococcus pneumoniae는 cefa계열 항생제에 0-50%의 내성율을 보였으며 

macrolide계열에도 75%의 내성을 보였다. Moraxella spp.는 penicillin을 

제외한 모든 약제에 감수성을 보였으며, 혐기성 균주의 대부분은 

cefixime을 제외한 cefa계열에 내성을 보이지 않아 항생제 내성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 penicillin 내성율은 S. aureus는 93%, S. 

pneumoniae는 25%, Moraxella spp.는 100%를 나타내어 1차 약제로써 

penicillin은 부적절함을 알 수 있었고, quinolone계열은 MRSA와 일부 

Prevotella spp.균주에 대해서만 내성을 보였고, macrolide계열은 

S.pneumoniae와 S. aureus 일부에서만 내성을 보여 대부분의 균주에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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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용이 동반된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

과 ampicillin을 제외한 ampicillin/sulbactam 및 cefa계열, macrolide계열 

항생제가 일차 약제로 투여 가능하고 환자의 증상 개선이 없을 때,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이차 항생제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성 부

비동염에 대한 항생제 내성율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핵심되는 말 : 만성 부비동염, 비용, 배양균, 항생제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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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 배양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지도 교수 이정권>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종 범 

I. 서론 

 만성 부비동염은 알레르기비염, 면역결핍, 섬모운동이상, 점액분비이상, 

비강의 구조적 이상 등의 요인으로 부비동내 세균감염에 의하여 점막의 

비후, 점액농성 비루 및 비용 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분비물의 저류와 

부비동 자연공의 폐쇄로 인한 혐기 상태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서식을 

용이하게 하여 만성 부비동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1 

 만성부비동염의 원인균은 배양방법과 분리방법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고되었지만 호기성 균으로는 α-hemolytic  Streptococcus, 

Staphylococcus aureus, Moraxella catarrhalis와 Haemophilus 

influenzae등이며 흔한 혐기성 균으로는 Peptostreptococcus spp., 

Prevotella spp., Bacteroides spp., Fusobacterium등이 있다. 2 

만성 부비동염의 치료 원칙은 감염을 치료하고 비강의 생리상태를 



 5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치료가 우선적이다. 

그러나 항생제 남용과 그에 따른 내성 균주 증가에 따라 만성 부비동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과 후천성 

면역결핍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항생제 내성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과거처럼 

새로운 항생제에 의한 내성 극복은 어려운 상황이다.3-4 

만성 부비동염에서의 항생제 치료는 주요 원인 균주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의 경험적 처방이었으나 만성 부비동염의 주요 원인 균주 가운데 

Haemophilus influenzae, Moraxella catarrhalis의 대부분이 β-lactamase 

생성균으로 알려져 있고,5-7 Streptococcus pneumoniae의 배양 균주 가운데 

penicillin내성을 비롯한 항생제 내성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8-10 또한 

항생제 내성이 거의 없었던 혐기성 균주 가운데서도 β-lactamase생성 

균주가 발견되는 등 만성 부비동염의 치료시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항생제 내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만성 부비동염의 

치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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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비강내 분비물에서 가장 흔하게 배양되는 Staphylococcus 

aureus가 분비하는 외독소가 초항원(superantigen)으로 작용하여 T-helper 

림프구의 cytokine 증가와 호산구의 활동 및 생존에 영향을 주어 광범위한 

비용을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항생제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3  

그러나 만성 부비동염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오염균에 의한 결과의 오류 및 검사방법에 의한 오류, 외래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검사 비용 등의 문제로 많이 시행되지는 

못하였고, 만성 부비동염의 항생제 치료도 외국의 항생제 내성 자료와 

처방하는 의사의 개인적 경험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여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3차 병원에 내원한 만성 부비동염 

환자의 배양균에 대하여 3차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각각의 배양균에 대한 항생제의 감수성을 알아보고 

만성 부비동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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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대상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만성 부비동염 및 비용으로 진단 

받고 부비동 수술을 받은 81명의 환자로 성인(17세 이상) 61명, 소아(17세 

미만)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에 시행한 부비동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상악동에 완전 혼탁소견을 보였고, 비내시경 검사상 비용이 

관찰되었으며 수술 전 최소한 2 주 이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검체 채취나 운반상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수술 후 

조직 병리 검사상 종양이나 진균 감염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2. 검체 채취 및 배양 

모든 검체 채취는 수술실에서 진행하였으며 균 배양을 위하여 먼저 

Povidone-Iodine (Betadine®)으로 외비, 비 전정부위를 충분히 소독한 후 

내시경하에서 중비도를 면봉으로 도말하여 수송배지에 넣은 후 세균 분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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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에 접종하였으며, 상악동의 검체는 중비도 개방술 후에 주사기로 

흡입한 다음 공기를 제거하고 고무 마개로 막은 후 세균 분리용 배지에 

접종하였으며 검체 채취 후 접종까지의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였다. 

 호기성 세균의 배양은 MacConkey agar와 blood agar에 접종 한 후 35℃, 

5% CO2의 조건하에서 48시간까지, Thioglycollate-broth는 접종 후 7일까지 

배양후 관찰하였다. 혐기성 세균의 배양은 brucella agar, phenyl ethyl 

alcohol blood agar (PEBA), kanamycin vancomycin laked blood (KVLB) 

배지에 검체 접종 후 혐기성 배양기 속에서 35℃, 4일간 배양하면서 세균을 

배양하였다. 오염군으로 추정되는 coagulase 음성 Staphylococcus와 

diphteroid 및 Propiobacterium acnes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항생제 감수성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Muller-Hinton agar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를 사용한 한천 희석법으로 시행하였다. 시험 항균제로 penicillin 

G, oxacillin, cefixime, cefdinir, cefditoren, cefpiramide, cefote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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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kacin, clindamycin, levofloxacin, gatifloxacin, clarithromycin, 

azithromycin (BBL, Sparks, Md, USA)을 사용하였다. 항생제 각각의 용매에 

용해하여 증류수로 희석한 후 사용하였다. 배양한 균 부유액을 계단 희석된 

각 약제를 함유시킨 평판 배지에 접종한 후 37℃에서 20시간 배양 후 접종 

부위의 균 발육 유무를 보아 최소 발육 저지농도를 판정하였으며, 검사 

방법 및 내성균의 판정은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의 기준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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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분리된 균주의 최소 발육 저지농도  

 균 배양이 이루어졌던 81명의 환자 중 중비도 68주, 상악동 64주의 균주

가 분리되었으며, 호기성 균으로는 Haemophilus influenzae(28주), 

Staphylococcus aureus(14주), Streptococcus pneumoniae(8주), 

Moraxella spp.(4주), Enterobacter aerogenes(6주), Pseudomonas 

aeruginosa(4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시행되었고 혐기성 균으로

는 Peptostreptococcus spp.(12주), Prevotella spp.(6주)가 시행되었으

며 각각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해석의 기준(break point)과 최소 발육 

저지농도는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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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MIC) of antimicrobial agents 

for bacteria isolated from patients with chronic sinusitis with 

polyp  

MIC(㎍/mL) Antimicrobial 

Agent 

Breakpoint 

(㎍/mL) Range 50% 90% 

H. influenzae (28) 
  Ampicillin 

  Amp-Sulbactam 

  Cefixime1 

  Cefdinir 

  Cefditoren1 

  Cefpiramide2 

Levofloxacin 

Gatifloxacin 

Clarithromycin 

Azithromycin 

 

S. aureus (14) 
   Penicillin G 

   Oxacillin 

   Cefixime3 

   Cefdinir 

   Cefditoren3 

   Cefpiramide4 

   Cefotetan 

Amikacin 

Clindamycin 

Levofloxacin 

Gatifloxacin 

Clarithromycin 

Azithromycin 

 

S. pneumoniae (8) 
   Penicillin G 

   Cefixime5 

   Cefdinir 

   Cefditoren6 

   Cefpiramide6 

Clindamycin 

Levofloxacin 

Gatifloxacin 

Clarithromycin 

Azithromycin 

 

Moraxella spp.7 (4)  

Penicillin G8 

 

≤1,2,≥4 

≤2/1,-,≥4/2 

≤1,-,- 

≤1,-,- 

≤1,-,- 

≤2,-,- 

≤2,-,- 

≤1,-,- 

≤8,16, ≥32 

≤4,-,- 

 

 

≤0.12,-,≥0.25 

≤2,-, ≥4 

≤1,2, ≥4 

≤1,2, ≥4 

≤1,2, ≥4 

≤8,16-32, ≥64 

≤16,32, ≥64 

≤16,32, ≥64 

≤0.5,1-2, ≥4 

≤2,4, ≥8 

≤2,4, ≥8 

≤2,4, ≥8 

≤2,4, ≥8 

 

 

≤0.06,0.12-1, ≥2 

≤0.5,1, ≥2 

≤0.5,1, ≥2 

≤0.5,1, ≥2 

≤1,2, ≥4 

≤0.25,0.5, ≥1 

≤2,4, ≥8 

≤1,2, ≥4 

≤0.25,0.5, ≥1 

≤0.5,1, ≥2 

 

 

≤0.12,-, ≥0.25 

 

≤0.06->128 

≤0.06-2 

≤0.06-1 

≤0.06-1 

≤0.06-1 

≤0.06-8 

≤0.06-0.12 

≤0.06-0.5 

≤0.06-16 

≤0.06-4 

 

 

0.12-64 

0.5->128 

8->128 

0.25->128 

1->128 

2->128 

8->128 

2->128 

≤0.06->128 

0.25->128 

0.12->128 

0.25-4 

0.5->128 

 

 

≤0.06-4 

0.25-.16 

≤0.06-8 

≤0.06-0.5 

≤0.06-8 

0.12->128 

1-2 

0.5 

0.12-2 

1->128 

 

 

0.25-32 

 

2 

1 

≤0.06 

0.25 

≤0.06 

1 

≤0.06 

≤0.06 

8 

2 

 

 

8 

2 

32 

0.5 

1 

4 

16 

4 

<0.06 

0.25 

0.12 

0.5 

0.5 

 

 

 

 

 

 

 

 

 

 

 

 

 

 

 

 

>128 

2 

0.25 

1 

0.5 

4 

≤0.06 

≤0.06 

16 

4 

 

 

64 

>128 

>128 

>128 

>128 

>128 

>128 

16 

>128 

>128 

128 

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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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fixime6 

  Cefdinir8 

  Cefditoren6 

  Cefpiramide6 

  Cefotetan8 

Amikacin8 

Clindamycin8 

Levofloxacin8 

Gatifloxacin8 

Clarithromycin8 

Azithromycin8 

 

E. aerogenes (6) 
  Cefixime 

  Cefdinir 

  Cefditoren9 

  Cefpiramide10 

Cefotetan 

Amikacin 

Levofloxacin 

Gatifloxacin 

 

P. aeruginosa (4) 
Cefixime11 

  Cefdinir11 

  Cefditoren11 

  Cefpiramide
10
 

  Cefotetan11 

Amikacin 

Levofloxacin 

Gatifloxacin 

 

Peptostreptococus spp (12) 
Cefixime12 

  Cefdinir
12
 

  Cefditoren
12
 

  Cefpiramide
12
 

Cefotetan 

Clindamycin 

Levofloxacin8 

Gatifloxacin8 

 

Prevotella spp.(6) 

Cefixime12 

  Cefdinir
12
 

  Cefditoren
12
 

  Cefpiramide
12
 

Cefotetan 

Clindamycin 

Levofloxacin11 

Gatifloxacin11 

≤1,2,≥4 

≤1,2,≥4 

≤1,2,≥4 

≤8,16-32,≥64 

≤16,32,≥64 

≤16,32,≥64 

≤0.5,1-2, ≥4 

≤2,4, ≥8 

≤2,4, ≥8 

≤2,4, ≥8 

≤2,4, ≥8 

 

 

≤1,2,≥4 

≤1,2,≥4 

≤1,2,≥4 

≤8,16-32, ≥64 

≤16,32, ≥64 

≤16,32, ≥64 

≤2,4, ≥8 

≤2,4, ≥8 

 

 

≤1,2,≥4 

≤1,2,≥4 

≤1,2,≥4 

≤8,16-32, ≥64 

≤16,32, ≥64 

≤16,32, ≥64 

≤2,4, ≥8 

≤2,4, ≥8 

 

 
≤16,32, ≥64 

≤16,32, ≥64 

≤16,32, ≥64 

≤16,32, ≥64 

≤16,32, ≥64 

≤2,4, ≥8 

≤2,4, ≥8 

≤2,4, ≥8 

 

 
≤16,32, ≥64 

≤16,32, ≥64 

≤16,32, ≥64 

≤16,32, ≥64 

≤16,32, ≥64 

≤2,4, ≥8 

≤2,4, ≥8준용 

≤2,4, ≥8준용 

0.25 

≤0.06-0.5 

≤0.06-1 

0.25-2 

0.25-2 

0.25-2 

2-16 

≤0.06-0.5 

≤0.06-0.25 

≤0.06-2 

≤0.06-0.5 

 

 

0.5-2 

0.5-8 

0.5-1 

1-4 

16->128 

2 

≤0.06-0.12 

≤0.06-0.12 

 

 

32->128 

>128 

8-32 

1-4 

>128 

4-8 

0.5-4 

0.5-4 

 

 
1-64 

≤0.06-4 

≤0.06-16 

≤0.06-8 

≤0.06-8 

≤0.06-64 

0.25-4 

≤0.06-1 

 

 
≤0.06-4 

≤0.06-2 

≤0.06-8 

≤0.06-32 

≤0.06-1 

≤0.06-0.25 

≤0.06-32 

≤0.06-8 

 

 

 

 

 

 

 

 

 

 

 

 

 

 

 

 

 

 

 

 

 

 

 

 

 

 

 

 

 

 

 

 

 
32 

1 

8 

4 

0.5 

0.5 

0.5 

0.25 

 

 

 

 

 

 

 

 

 

 

 

 

 

 

 

 

 

 

 

 

 

 

 

 

 

 

 

 

 

 

 

 

 
64 

2 

16 

8 

2 

64 

2 

1 

 



 13 

1  Haemophilus spp.에 대한 cefixme breakpoint 준용. 

2  Haemophilus spp.에 대한 cefotaxim breakpoint 준용. 

3  Staphylococcus spp.에 대한 cefdinir breakpoint 준용. 

4  Staphylococcus spp.에 대한 cefotaxime breakpoint 준용. 

5  S.pneumoniae.에 대한 cefdinir breakpoint 준용. 

6  S.pneumoniae.에 대한 cefotaxime breakpoint(nonmeningitis) 준용. 

7
 Moraxella spp.: M. catarrhalis 2주, M. lacunata 1주, Moraxella sp. 1주. 

8  Staphylococcus spp.에 대한 breakpoint 준용. 

9
 Enterobacteriaceae에 대한 cefixime breakpoint 준용. 

10 Enterobacteriaceae에 대한 cefotaxime breakpoint 준용. 

11 Enterobacteriaceae에 대한 breakpoint 준용. 

12 
혐기성 세균에 대한 cefotaxime breakpoint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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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emophilus influenzae의 항생제 감수성 

28주의 시험 균주 가운데 β-lactamase 생성 균주가 13주로 46%였으며, 

cefpiramide를 제외한 cefa계열의 항생제와 quinolone계열 모두에 100%감수

성이었다. Clarithromycin에는 79%가 감수성이었으나 azithromycin에는 

100%감수성을 보였다(표 2). 

 

표 2.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Haemophilus influenzae (N=28) 

Susceptibility (%) 
Antimicrobial agent 

S I R 

  Ampicillin 43 11 46 
  Amp-Sulbactam 100 - 0 
  Cefixime 100 - - 
  Cefdinir 100 - - 
  Cefditoren

1
 100 - - 

  Cefpiramide
2
 75 25(LS)3 0 

  Levofloxacin 100 - - 
  Gatifloxacin 100 - - 
  Clarithromycin 79 21 0 
  Azithromycin 100 - - 

1
 Cefixime breakpoint 준용. 

2  
Cefpiramide는 비경구 제재이므로 cefotaxime breakpoint 준용. 

3
  LS, less susceptible. 

S:susceptible, I:intermediate, R: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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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phylococcus aureus의 항생제 감수성 

Penicillin에는 93%가 내성이었고, 모든 균주가 cefixime에 내성을 보였다. 

Oxacillin내성인 균주(MRSA)는 14%였으며, cefa계열, macrolide계열, 

quinolone계열 모두에 71-86%의 감수성을 보였다.(표 3). 

 

표 3.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Staphylococcus aureus (N=14) 

Susceptibility (%) 
Antimicrobial agent 

S I R 

  Penicillin G 

  Oxacillin 

7 
86 

- 
- 

93 
143

 

  Cefixime
1
 0 0 100 

  Cefdinir 86 0 14 

  Cefditoren
1
 86 0 14 

  Cefpiramide
2
 86 0 14 

  Cefotetan 

  Amikacin 

  Clindamycin 

86 
93 
86 

0 
0 
0 

14 
7 
14 

  Levofloxacin 86 0 14 

  Gatifloxacin 86 0 14 

  Clarithromycin 71 29 0 

  Azithromycin 71 0 29 
1
  Cefdinir breakpoint 준용. 

2
  Cefotaxime breakpoint 준용. 

3
 Oxacillin-resistant S.aureus (ORSA)는 methicillin-resistant S.aureus 

(MRSA)를 뜻함. Methicillin이 불안정하여 oxacillin으로 시험함. 

S:susceptible, I:intermediate, R: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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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eptococcus pneumoniae 의 항생제 감수성 

Penicillin감수성인 균주가 50%에 달했지만 cefa계열 항생제에 0-50%까지

의 다양한 내성율을 보인 것이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Clindamycin과 

macrolide계열에 모두 75%의 높은 내성율을 보였으나 quinolone계열에는 

100%감수성을 보였다(표 4). 

 

표 4.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Streptococcus pneumoniae (N=8) 

Susceptibility (%) 
Antimicrobial agent 

S I R 

  Penicillin G 50 25 25 
  Cefixime

1 50 0 50 
  Cefdinir 75 0 25 
  Cefditoren

1 100 0 0 
  Cefpiramide

2 75 0 25 
  Clindamycin 25 0 75 
  Levofloxacin 100 0 0 
  Gatifloxacin 100 0 0 
  Clarithromycin 25 0 75 
  Azithromycin 0 25 75 

1
 Cefdinir breakpoint 준용. 

2
 Cefotaxime breakpoint(nonmeningitis) 준용. 

S:susceptible, I:intermediate, R: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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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raxella spp.의 항생제 감수성 

Penicillin에는 100% 내성을 보였으나 clindamycin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

생제에100%감수성을 보였다(표 5). 

 

표 5.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Moraxella spp.1 (N=4) 

Susceptibility (%) 
Antimicrobial agent 

S I R 

  Penicillin G
2
 0 - 100 

  Cefixime
3
 100 0 0 

  Cefdinir
2
 100 0 0 

  Cefditoren
3
 100 0 0 

  Cefpiramide
4
 100 0 0 

  Cefotetan
2
 100 0 0 

  Amikacin
2
 100 0 0 

  Clindamycin
2
 0 75 25 

  Levofloxacin
2
 100 0 0 

  Gatifloxacin
2
 

  Clarithromycin
2
 

  Azithromycin
2
 

100 
100 
100 

0 
0 
0 

0 
0 
0 

1  Moraxella spp.: M. catarrhalis 2주, M. lacunata 1주, Moraxella sp. 1주 

2
 Staphylococcus spp.에 대한 breakpoint 준용.  

3
 Staphylococcus spp.에 대한 cefdinir breakpoint 준용. 

4
 Staphylococcus spp.에 대한 cefotaxime breakpoint 준용. 

S:susceptible, I:intermediate, R: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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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nterobacter aerogenes의 항생제 감수성 

Cefdinir에 50%, cefotetan에 67%의 내성을 보였으나 나머지 항생제에는 

감수성을 보였다(표 6). 

 

표 6.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Enterobacter aerogenes (N=6) 

Susceptibility (%) 
Antimicrobial agent 

S I R 

  Cefixime 67 33 0 
  Cefdinir 50 0 50 
  Cefditoren1 100 0 0 
  Cefpiramide2 100 0 0 
  Cefotetan 17 17 67 
  Amikacin 100 0 0 
  Levofloxacin 100 0 0 
  Gatifloxacin 100 0 0 

1
 Cefixime breakpoint 준용. 

2
 Cefotaxime breakpoint 준용. 

S:susceptible, I:intermediate, R:resis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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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seudomonas aeruginosa의 항생제 감수성 

Cefpiramide를 제외한 cefa계열 모두에 100% 내성을 보였으며, amikacin

에는 100%, quinolone계열에는 75%의 감수성을 보였다(표 7). 

 

표 7.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Pseudomonas aeruginosa (N=4) 

Susceptibility (%) 
Antimicrobial agent 

S I R 

  Cefixime1 0 0 100 
  Cefdinir1 0 0 100 
  Cefditoren1 0 0 100 
  Cefpiramide2 100 0 0 
  Cefotetan1 0 0 100 
  Amikacin 100 0 0 
  Levofloxacin 75 25 0 

Gatifloxacin 75 25 0 
1Enterobacteriaceae에 대한 breakpoint 준용. 

2Enterobacteriaceae에 대한 cefotaxime breakpoint 준용. 

S:susceptible, I:intermediate, R: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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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eptostreptococcus spp.의 항생제 감수성 

Cefixime에는 42%가 내성이었으나 그 외의 cefa계열에는 모두 감수성이었으

며 clindamycin에는 83%의 균주가 감수성을 보였다(표 8). 

 

표 8.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Peptostreptococcus spp.(N=12) 

Susceptibility (%) 
Antimicrobial agent 

S I R 

  Cefixime1 25 33 42 
  Cefdinir1 100 0 0 
  Cefditoren1 100 0 0 
  Cefpiramide1 100 0 0 
  Cefotetan 100 0 0 
  Clindamycin 83 0 17 
  Levofloxacin2 92 8 0 
  Gatifloxacin2 100 0 0 

1
 혐기성세균에 대한 cefotaxime의 breakpoint 준용. 

2 Staphylococcus spp.에 대한 breakpoint  준용. 

S:susceptible, I:intermediate, R: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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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revotella spp.의 항생제 감수성 

Cefpiramide에는 83%의 감수성을 보였고 quinolone계열에는 17%의 균주가 

내성을 보였다(표 9). 

 

표 9.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Prevotella spp. (N=6) 

Susceptibility (%) 
Antimicrobial agent 

S I R 

  Cefixime1 100 0 0 
  Cefdinir1 100 0 0 
  Cefditoren1 100 0 0 
  Cefpiramide1 83 17 0 
  Cefotetan 100 0 0 
  Clindamycin 100 0 0 
  Levofloxacin2 67 17 17 
  Gatifloxacin2 67 17 17 

1
 혐기성세균에 대한 cefotaxime의 breakpoint 준용. 

2
  Enterobacteriaceae spp.에 대한 breakpoint  준용. 

S:susceptible, I:intermediate, R: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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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만성 부비동염의 치료는 주로 경구용 항생제가 사용되지만, 비용이 동반

된 만성 부비동염은 환기와 배액이 이루어 지지 않고 혈류 감소로 인하여 

적절한 항생제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14-16 만성 부비동염의 1차 약제로 이전에는 amoxicillin과 

ampicillin을 선택하였으나, 내성균주의 증가와 혼합 균주에 의한 부비동염

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항생제 선택을 위한 새로운 항생제 내성 자료가 필

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의 항생제 내성율은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며, 3차 병원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항생제 복용 경력을 갖고 있어 적절

한 항생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중합 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한 검출에서 혐기성 세균이 기존의 배양에 비해 4배의 검출율을  보이

고 있고, 17 만성적으로 염증이 진행된 경우 혐기성 세균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되므로 혐기성 균의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비동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는 β-lactam계열, 

fluoroquinolone계열, macrolide계열, lincosamide계열, folate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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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ketolide 와 같이 새로 개발된 약물 등이 있다. 

이중 β-lactam계열은 β-lactam ring을 포함한 약제들로 세포벽에 있는 

penicillin결합 단백질에 작용하여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며, 흔히 알려진 

penicillin외에도 β-lactamase inhibitor를 포함한 제재와 β-lactamase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항균 범위가 넓어진 cephalosporine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penicillin G, oxacillin, cefixime, cefdinir, 

cefditoren, cefpiramide, cefotetan 등이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만성 

부비동염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이다.  Fluoroquinolone계열은 DNA 

gyrase와 topoisomerase Ⅳ에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내며 새로운 

fluoroquinolone계열 약물인 levofloxacin과 gatifloxacin은 H.influenzae

와 M.catarrhalis를 비롯하여 Streptococcus pneumoniae에 대하여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19   

Macrolide계열은 박테리아의 ribosome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

는데 주로 그람 양성 세균에 대하여 효과를 나타내며 일부 그람 음성균에 

대하여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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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hromycin과 azithromyci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Haemophilus influenzae의 경우 28개의 균주가 감수성 검사

에 사용되었으며 46%가 ampicillin에 내성을 보였고, 이는 국내에서 보고된 

β-lactamase의 생성율인 66%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26%, 홍콩 

13%, 일본 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2 Haemophilus influenzae의 항생제 

내성은 대부분 β-lactamase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β-lactamase 

inhibitor가 결합된 약물이나 β-lactamase에 비교적 안정적인 3세대 cefa

계열의 약물은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이외에 quinolone계열에는 모두 감수성을 보였고 

clarithromycin에는 79%만이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최근 H.influenzae의 efflux pump에 의하여 macrolide계열에 대한 항생제 

내성율 증가 보고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추후 국내에서도 macrolide계열 항

생제에 대한 내성 증가가 예상된다. 6 

Staphylococcus aureus는 penicillinase와 penicillin 결합 단백질의 변

화에 의하여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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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내성 Staphylococcus aureus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모두 14 균주가 검사되었으며, penicillin에 93%의 내성율을 

보였고 14%에서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methicillin 내성 

Staphylococcus aureus(MRSA)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MRSA는 나머지 항생제 

대부분에 내성을 보였다. 따라서 penicillin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생제가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1차약제로 적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MRSA의 

경우에는 균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vancomycin등의 약제가 

투여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MRSA 비율은 70-80%로 알려진 국내 3차병원의  

내성율보다 낮지만,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 분리된 미국 19.4%, 일본 

17.5%의 보고와 유사하며,20,23-24 일반적으로 3차 병원에서의 MRSA 검출율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만성 부비동염에서 MRSA의 역할은 다른 감염성 

질환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Streptococcus pneumoniae는 모두 8 균주가 검사되었고 penicillin 내성

율이 25%로 비교적 낮게 나왔으나, cefixime에는 50%, cefditoren에 대해서

는 0%의 내성율을 보이는 등 cefa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율에 있어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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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보여 약제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또한 macrolide계열과 

clindamycin은 75%의 높은 내성율을 보여 Streptococcus pneumoniae에 대한 

치료약제로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까지 보고된 penicillin 내

성율은 유럽 40-60%, 미국 31%등이며 국내에서는 70-77%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균주수가 적어 내성율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clindamycin과 

macrolide계열에 대한 내성율도 각각 미국의 29%, 10%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9,21,25-28 한편, Streptococcus pneumoniae의 penicillin 내성균주는 

penicillin 결합 단백질의 형태학적인 변화와 ribosome 결합 부위의 변화로 

인하여 penicillin을 비롯한 cefa계열의 약제와 macrolide계열, 

clindamycin에 대하여 내성균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에서도 cefa계열의 항생제에서  다양한 내성율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항생

제의 선택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균주가 β-lactamase 생성균주로 알려져 있는 Moraxella spp.는 

모두 4 균주가 검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penicillin에는 100%내성을 보

였으며 cefa계열을 비롯한 다른 항생제에는 모두 감수성을 보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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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cefa계열에 감수성인 H.influenzae와는 다른 종류의 β-lactamase

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cefuroxime(2세대)과 cefpodoxime(3세대)

등의 일부 cefa계열 약물에 대해서는 내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

의가 필요하다. 29  

 주요 원내감염균인 Enterobacter aerogenes는 6 균주가 검사되었고, 

cefdinir에 50%, cefotetan에는 67%의 내성을 보였으나 amikacin과 

quinolone계열에는 내성인 균주가 없었고, 또 다른 원내감염균인 

Pseudomonas aeruginosa는 cefpiramide를 제외한 cefa약물 모두에 내성을 

나타내었으며 amikacin과 quinolone계열에는 내성인 균주는 없었다. 

Enterobacter aerogenes는  주로 β-lactamase에 의하여 내성을 나타내며 4

세대 cefa계열 이외에는 다양한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한 감염균이다. 

혐기성 균주는 항생제 내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Peptostreptococcus는 cefixime에 42%, clindamycin에 17%의 내성율을 보였

고, Prevotella는 quinolone계열에 17%의 내성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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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항생제에는 감수성을 보였다. 그러나 penicillin에 대하여 최근 내성

이 증가하고 있으며, 3세대 cefa계열의 항생제와 quinolone계열도 혐기성세

균에 대한 항균력이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12,30  

항생제 계열별 내성을 보면, ampicillin과 penicillin은 대부분의 균주가 

내성을 보여 치료 약제로 적절치 않았고, cefa계열의 약물은 MRSA와 

Pseudomonas aeruginosa의 모든 균주가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Streptococcus pneumoniae와  Enterobacter aerogenes에 대해서는 약제 별

로 내성율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Quinolone계열은 MRSA와 일부 Prevotella 

spp.균주가 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모든 균주가 감수성을 

나타내었고, quinolone계열 약물간에도 동일한 내성율을 보였다. Macrolide

계열은 Streptococcus pneumoniae가 75%의 내성율을 보였고 Staphylococcus 

aureus의 29%에서 azithromycin에 대하여 내성을 보였으며 약제간의 내성율

은 대부분 일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비도와 상악동에서 배양을 실시하였지만 사골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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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양을 실시하였을 경우 혐기성 균주의 배양이 감소하고 호기성 균주도 

주요 균주가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31 병변의 위치에 따라 주요 균주

와 항생제 사용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비동염의 주요 

균주로 알려진 S.pneumoniae와 Moraxella spp.의 균주수가 적어 내성율 판

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국내 3차 병원에 내원한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 배양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얻을 수  있

었고 앞으로의 항생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원인 균주 가운데 

Streptococcus pneumoniae의 항생제 내성이 cefditoren을 제외한 cefa계열

과 macrolide에 대하여 높게 나타나 이들 약물을 일차약제로 사용시 치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감수성 검사를 통한 처방이 필요하겠다. 다른 

주요 원인균들에 대하여는 cefa계열과 macrolide계열의 약제가 유효하므로 

만성 부비동염의 일차약제로써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만성 부비동염 

원인균들의 전반적인 항생제 내성 증가를 고려할 때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

과 항생제 내성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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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MRSA의 비율은 낮았

고 주요 원인 균주의 대부분이 penicillin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Streptococcus pneumoniae를 제외한 주요 균주들은 cefa계열과 macrolide

계열 약물들에 대해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ampicillin을 제외

한 ampicillin/sulbactam 및 cefa계열, macrolide계열 항생제가 일차 약

제로 투여가능하나, 환자의 증상 개선이 없을 때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이차 항생제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좀더 많은 균주

를 검사하여 항생제 내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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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sinusitis are to control 

the infection and preserve the normal physiology of the nasal cavity. 

Recently the overuse of antibiotics and the increase of resistant 

bacteria show the importance of a study regarding antibiotic 

resistance. The first-line antibiotics for chronic sinusitis were 

empirical broad spectrum antibiotics, but as most of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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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tive bacteria produce β-lactamase, this needs to be reconsidered. 

Especially in a university hospital, the choice of the appropriate 

antibiotics is of great importance because of patients with previously 

prescribed antibiotics.  

In 81 patients with chronic sinusitis and nasal polyps, after 

obtaining the specimen from the middle meatus using a cotton swab and 

from the maxillary sinus by aspiration, both aerobic and anaerobic 

cultures were performed. The causative pathogens were identified 

through aerobic and anaerobic cultures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s were performed using the most commonly used 

antibiotics, for example, penicillin, oxacillin, cephalosporins, 

amikacin, clindamycin, levofloxacin, gatifloxacin, clarithromycin, and 

azithromycin.  

Ampicillin-resistant H. influenzae isolates were identified in 46% of 

the cases and only 14% of Staphylococcus aureus isolat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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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acillin-resistant. The resistance rates for S. pneumoniae were 0-50% 

and differed greatly among cephalosporins and 75% of S. pneumoniae was 

resistant for macrolide. Most of the anaerobic isolates did not show 

resistance for cephalosporins except for cefixime. The penicillin 

resistance rates were 93% for S. aureus, 25% for S. pneumoniae, and 

100% for Moraxella spp., which suggest the inappropriateness of 

penicillin as a first-line drug. MRSA  and some isolates of prevotella 

spp. were resistant for quinolones and  some isolates of S.pneumoniae  

and S.aureus were resistant for macrolides, but macrolides  and 

quinolones were still effective for  most of other pathogens. 

   Considering these results of antibiotic susceptibility tests in 

chronic sinusitis patients, it seems appropriate to use 

ampicillin/sulbactam, macrolides, and cephalosporins as the first-line 

antibiotics. In cases where there is no improvement of symptoms, 

cultures should be taken , followed by appropriate sel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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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ine antibiotics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test results.   

Key words: chronic sinusitis, polyp, bacteria,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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