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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Pseudomonasspp.와 Acinetobacterspp.에 있어서의
carbapenem 내성 인자의 분자유전학적 특성

Carbapenem은 여러 가지 β-lactamase에 안정하므로 다른 β-lactam제
에 내성인 그람음성 간균 감염증에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β-lactam제인
데, 다른 β-lactam제에 내성인 그람음성 간균의 확산으로 인하여
carbapenem의 사용이 증가되어 왔고,필연적으로 이 항균제에 내성인
Pseudomonasaeruginosa와 Acinetobacterspp.가 근년에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Carbapenem 내성 기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
은 유전자가 수평 전이되는 획득성 metallo-β-lactamase(MBL)의 생성에
의한 것이다.
Carbapenem 내성균이 출현한 것은 비교적 근년이므로 이 내성에 관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P.aeruginosa와 Acinetobacterspp.는 전형적
인 원내감염 세균이므로 중증 또는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더 많
이 분리되고 carbapenem을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carbapenem 내성
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MBL생성균의 검출 지침이 아직은 CLSI
(NCCLS)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상수가 적은 병원의 현황이 어
떠한 지는 알 수 없다.원내감염 세균의 clonalspread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분자역학적 방법으로 같은 클론 균주에 의한 집단감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감염원이 되는 환자의 검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하지만 MBL생성균
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적다.Integron은 획득성 MBL유전자 등 여러 가지
항균제 내성 유전자 cassette를 보유하며 그 자체가 plasmid나 transposon
등의 mobileelement에 의해 전이되므로 내성을 확산시킨다.그람음성 간균



에 MBL유전자를 가진 integron이외에 또 다른 integron이 있을 때는
MBL유전자를 가진 integron의 검출을 어렵게 하는데 MBL유전자를 가진
세균에서 관찰되는 integron의 수와 크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Integron
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integron의 수평 전이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Integron 내의 내성 유전자 cassette 전사는 주로 integron의
5'-conservedsegment에 위치한 promoter의 지배를 받는데 promoter가
까이에 MBL유전자가 위치할 때 carbapenem 내성 수준과 carbapenem 가
수분해 활성이 높은 지와 어느 균종의 한 균주가 MBL유전자를 획득 했을
때 carbapenem의 MIC가 높아지는 수준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의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5년 1-6월

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순천향 대학교 부천,천안 및 구미병원에
서 분리된 Pseudomonas spp. 및 Acinetobacter spp.를 대상으로
carbapenem 감수성,MBL생성균의 존재 여부와 그 형,MBL유전자를
보유한 integron의 구조에 따른 carbapenem 내성 및 가수분해 수준,제한
효소로 처리한 MBL 생성균의 염색체 DNA의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PFGE)형을 시험하였다.
P.aeruginosa와 Acinetobacterspp.의 imipenem 내성율은 3차 진료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각각 35%와 47%로 높았고,MBL생성균은 세브
란스 병원 분리주 중에만 있었고,그 형은 IMP-1,VIM-2및 미지의 형
이었으며,이들이 분리된 검체는 주로 요와 객담이었다.MBL 유전자
cassette를 가진 integron은 class1이었고,다른 유전자 cassette를 가진
integron을 3개까지 가진 균주도 있었다.6균주의 integron에 있는 내성
유전자 cassette의 배열은 모두 달랐고,전에 보고된 integron의 구조와 같
은 것은 1개 뿐 이었다.Carbapenem의 MIC90은 Pseudomonasspp.가
>128 μg/ml,Acinetobacterspp.가 64 μg/ml이었다.MBL유전자 보유 균



주에 대한 carbapenem의 MIC는 대부분 내성 수준이었으나,유전자를 소실
했을 때는 일부 균주가 meropenem에 내성 수준인 것을 제외하고는 감수성
수준으로 낮아졌다.MBL유전자의 integron내 위치에 따른 carbapenem의
MIC는 차이를 볼 수 없었고,또한 carbapenem 가수분해 활성도 차이가 없
었다.일부 MBL생성 균주의 PFGE형은 같아서 같은 clone의 확산이 있음
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국내 분리 Pseudomonas spp.와 Acinetobacter spp.의

carbapenem 내성율은 높았고 그 중 3차 병원에서 분리주 중에 MBL생
성균이 있었으며,MBL생성 Pseudomonasspp.와 Acinetobacterspp.는
요와 객담에서 흔히 분리되었으며,MBL은 VIM-2가 흔하였다.MBL유
전자는 다양한 구조의 class1integron에 있었으며,integron내 위치에
따른 carbapenem MIC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일부 MBL생성 균주들
의 PFGE형이 동일하여 MBL유전자의 수평전달과 함께 MBL생성균주
의 clonalspread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MBL 생성 균주의 확산은
carbapenem 내성 그람음성 간균에 의한 감염증 치료를 어렵게 할 것이므
로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 Metallo-β-lactamase (MBL), 카바페넴 항균제,
Pseudomonas, Acinetobacter, Imipenem-Hodge test,
Imipenem-EDTA+sodium mercaptoacetic acid (SMA) double disk
synergytest,인테그론



Pseudomonasspp.와 Acinetobacterspp.에 있어서의
carbapenem 내성 인자의 분자유전학적 특성

<지도교수 이경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신 희 봉

Ⅰ.서론

β-lactam 항균제는 세균 감염증 치료에 가장 흔히 쓰이고 있다.β-
lactam 항균제에는 penicillin계, cephalosporin계, cephamycin계,
monobactam계 및 carbapenem계 등이 있다1.항균제를 감염증 치료에 사
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그 효과가 탁월하였으나 항균제의 사용을 계속함
에 따라서 내성균이 출현하였고,근년의 내성균 증가는 세균 감염의 치료
를 어렵게 하고 있다2,3.
Carbapenem 항균제는 그람음성 간균이 생성하는 classB이외의 여러

가지 β-lactamase에 안정하고,분자량이 작고 양성 하전을 띠며 친수성
구조이므로 세균 세포내로 잘 투과된다.따라서 carbapenem은 다른 β

-lactam제에 내성인 그람음성 간균의 감염증 치료에도 쓸 수 있는 귀중
한 항균제이다4,5.
그러나 extendedspectrum β-lactamase,AmpC β-lactamase등을 생

성하는 다제 내성 그람음성 간균이 증가함에 따라서 carbapenem의 사용



이 증가하였고,결국은 carbapenem에 대해서도 내성인 균주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Carbapenem 내성은 주로 Pseudomonas aeruginosa와
Acinetobacterbaumannii에서 관찰되는데,이 두 균종은 주요 원내감염균
으로 그 분리 빈도가 높고,다제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6,7.
그람음성 간균의 carbapenem 내성 기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β-

lactamase에 의한 carbapenem의 불활화로 그 중에서도 임상적 문제가 심
각한 것은 분자 classB,기능군 3에 속하는 metallo-β-lactamase(MBL)
이다6.MBL은 Zn2+가 있어야 효소 활성을 나타내며,clavulanicacid나
tazobactam과 같은 serineβ-lactamase억제제에 의해서는 활성이 저해되
지 않는다8.또한 다제내성인 P.aeruginosa,Acinetobacter등의 균종에
서 관찰되므로 임상적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6,9.
세균이 MBL유전자를 염색체에 가지고 있어서 carbapenem에 자연내

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획득성 내성유전자를 plasmid에 보유하여
접합을 통해 다른 세균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blaIMP 유전자와
blaVIM 유전자는 integron에 삽입된 유전자 cassette로서 관찰된다10.즉,
내성유전자가 다른 균종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음을 뜻하며 여러 균종에
서 IMP및 VIM 효소가 관찰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내성유전자를
획득하는 과정은 주로 transposon을 통한 것이며 site specific
recombination에 의해서 plasmid나 염색체에 내성유전자가 삽입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1,12.
1990년도 초반에는 알려진 MBL은 IMP-1뿐이었으므로 그 유전자를

PCR 방법으로 쉽게 검출할 수 있었으나,그 후 새로운 MBL와 새로운
형의 출현으로 IMP-1시발체를 이용한 PCR로 모든 MBL유전자를 검출
할 수는 없게 되었다13. 따라서 carbapenem 내성 세균 중에서



carbapenemase생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arbapenem의 가수분해 및
EDTA에 의한 효소활성 억제 등의 시험이 필요하지만,대상 균주 수가
많은 경우는 시험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최근에 개발된 Hodge변법이나
EDTA doubledisksynergy시험을 이용하여 MBL 생성균을 선별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간편하다는 보고도 있다14,15.
국내에서는 2000년과 2001년도에 분리된 3차 진료병원의 균주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imipenem에 감수성이 저하된 Pseudomonasspp.와
Acinetobacterspp.의 약 10%가 MBL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그
러나 carbapenem 내성균이 출현한 것은 비교적 근년이므로 이 내성에 관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P.aeruginosa와 Acinetobacterspp.는 전형적
인 원내감염 세균이므로 중증 또는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더 많
이 분리되고 carbapenem을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carbapenem 내성율
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MBL생성균의 검출 지침이 아직은 CLSI
(NCCLS)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상수가 적은 병원의 현황이 어
떠한 지 는 알 수 없다.원내감염 세균의 clonalspread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분자역학적 방법으로 같은 clone의 균주에 의한 집단감염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 그 감염원이 되는 환자의 검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하지만 MBL생
성균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적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MBL효소 중에 VIM-2와 IMP-1형만 보고되

었는데16최근 VIM형은 10가지,IMP형은 17가지의 변이 효소가 세계 여
러 나라에서 보고되었고,SPM-1와 GIM-1이 각각 브라질과 독일의 P.
aeruginosa에서 보고된 바 있었으나17,18,최근 분리주의 MBL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그람음성 간균에 MBL유전자를 가진 integron이외에
또 다른 integron이 있을 때는 MBL유전자를 가진 integron의 검출을 어
렵게 하는데 MBL유전자를 가진 세균에서 관찰되는 integron의 수와 크



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Integron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integron의
수평 전이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Integron내의 내성 유전자 cassette
전사는 주로 integron의 5'-conservedsegment에 위치한 promoter의 지
배를 받는데 promoter가까이에 MBL 유전자가 위치할 때 carbapenem
내성 수준과 carbapenem 가수분해 활성이 높은 지와 어느 균종의 한 균
주가 MBL유전자를 획득 했을 때 carbapenem의 MIC가 높아지는 수준
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부천,천안 및 구미 지역에 소재하는 2차와

3차병원의 환자에서 분리되는 Pseudomonasspp.와 Acinetobacterspp.
중의 imipenem 내성균주를 대상으로 MBL생성 균주의 비율을 조사하고,
MBL내성 유전자의 특성 및 MBL생성 균주의 분자역학적 성상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Ⅱ.재료 및 방법

1.대상세균

2005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부천,천안 및 구미
의 순천향의대 부속병원 환자에서 분리되는 Pseudomonas spp.와
Acinetobacterspp.를 대상으로 하여 imipenem 내성 균주를 수집하였으며
한 환자에서 중복 분리된 균주는 제외하였다.균종 동정은 전통적인 생화
학적 방법과 상품화된 Kit (ID 32 GN system, bioMerieux,
Marcy-l'Etoile,France)를 이용하였다19.

2.항균제 감수성 시험

항균제 감수성은 항균제 디스크 (Beckton Dickinson,NJ.USA)
NCCLS 디스크 확산법으로 시험하였다.한천희석법 감수성 시험에는
piperacillin과 tazobactam (Wyeth, Pearl River, NY), ceftazidime
(GlaxoSmithKline, Greenford, United Kingdom), cefepime
(Bristol-Myers Squibb,Princeton,NJ),imipenem (Merck/Sharp &
Dohme, Rahway, NJ), meropenem (Sumitomo, Tokyo, Japan),
gentamicin (종근당, 서울), amikacin (동아제약, 서울) levofloxacin
(DaiichiPharmaceutical,Tokyo,Japan),및 3-aminophenylboronicacid
(Sigma-AldrichCo.,St.Louis,Missouri)을 사용하였다20.



3.MBL생성균주의 선별시험

MBL 생성균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imipenem-Hodge 시험과
imipenem-EDTA+sodium mercaptoacetic acid (SMA,Sigma)double
disksynergy시험을 사용하였다.Imipenem-Hodge시험은 지시세균 E.
coliATCC25922를 McFarland0.5관 탁도에 농도를 맞춘 것을 면봉으로
MacConkeyagar에 접종하여 말리고,그 위에 시험세균을 한 줄로 그어
서 접종한 뒤 중앙에 10 μgimipenem 디스크 (BecktonDickinson,NJ.
USA)를 놓고 18시간 배양하였다.시험 세균을 접종한 선에 따라서 지시
세균인 E.coli가 현저히 증식되면 양성으로 판단하였다.
IPM-EDTA+SMA double disk synergy 시험은 시험세균을

McFarland0.5관 탁도에 농도를 맞추어 MacConkeyagar에 접종하고 10
μgimipenem 디스크와 760 μgEDTA +2mgSMA 디스크 가장 자리
사이를 10mm 간격으로 놓고 36℃에 18시간 배양 후 두 디스크 사이에
억제대가 커지면 양성으로 판독하였다14,15.

4.MBL유전자와 integron검출

MBL유전자와 integron의 검출에 사용한 시발체는 Table1에 기술하
였다.blaIMP-1,blaVIM-2,blaSPM-1,blaGIM-1allele를 검출하기 위한 시발체는
각각 IMP1-F와 IMP1-R,VIM2-F와 VIM2-R,SPM1-F와 SPM1-R,
GIM1-F와 GIM1-R을 사용하였다21,22.백금침으로 시험 세균을 채취하여
100 μl의 증류수에 부유한 뒤 5분간 끓이고 2분간 13,000prm으로 원심분
리한 상청액을 template로 사용하였다.상청액 1 μl,20pmol의 시발체 각
각 1 μl,1U의 TaqDNA polymerase가 들어있는 PreMix(Bioneer,청



원)에 증류수 17 μl을 첨가하여 총 20 μl이 되게 하여 PCR을 시행하였다.
증폭은 Mastercyclergradient5331(Eppendorf,Hamburg,Germany)을
사용하여 predenaturation94℃ 5분,denaturation94℃ 1분,annealing5
7℃ 40초,extension72℃ 50초의 조건으로 총 30회 반응을 하였다.
PCR 증폭 산물의 검출은 0.005%의 농도로 ethidium bromide를 첨가

하여 만든 1% agarose gel에 10 X loading buffer(Takara,Otsu,
Japan)1 μl을 첨가한 PCR 증폭 산물 10 μl을 넣고 Mupid system
(Seoulin Bioscience,서울)으로 100V에서 30분간 전기영동하였다.증
폭산물의 크기 추정을 위해서는 500bp의 DNA ladder(Takara)를 사용
하였다. Band는 UVIband/Map software (UVItec Ltd.,Cambridge,
England)로 관찰하였다.
Class1integron검출을 위한 시발체는 5CS-F와 3CS-R을 사용하였

다23.백금침으로 시험세균을 채취하여 100 μl의 증류수에 부유시키고 5
분간 끓인 후 2분간 13,000rpm으로 원심분리한 상청액을 template로
사용하였다.MgCl22.5mM,dNTP0.25mM,10X LA PCR buffer10
μl가 들어있는 시약에 template1 μl,20pmol의 시발체 및 증류수를 넣
어서 총량 100 μl이 되게 하였다.반응은 thermalcycler(Eppendorf)를
사용하여 hot start법으로 시행하였다. 즉, 94℃로 12분간
predenaturation한 뒤에 3U의 LA Taq DNA polymerase(Takara)를
넣은 후 denaturation 94℃ 1분,annealing 55℃ 1분,extension 72℃
5분의 과정을 35회 반복하였다.Extension은 매 cycle마다 5초씩 증가시
켰다.증폭산물은 blaVIM-2PCR과 같은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MBL 생성균주의 integron에 삽입된 항균제내성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 PCRmapping을 시행하였다.우선 5CS-F와 VIM2-R또는 IMP1-R,
VIM2-F또는 IMP1-F와 3CS-R 시발체를 사용하여 integron의 variable



region을 증폭하였다.증폭조건은 Yum 등의24조건을 약간 변형한 것으
로,가열하여 추출한 DNA주형 1 μl와 각각의 primer20pmol및 LA
TaqDNA polymerase(Takara,Shiga,Japan)3U을 혼합하여 최종적으
로 100 μl가 되게하여 hotstart법으로 시행하였다.
PCR산물은 agarosegel전기영동으로 분리한 후 DNA extractionkit

(Qiagen,Hilden,Germany)을 사용하여 회수하였다.염기서열분석은 ABI
3700(Perkin-Elmer,FosterCity,CA,USA)와 제작한 primers를 사용하
여 dideoxynucleotidechaintermination법으로 시행하였다 (Table1).염
기서열은 두 가닥 모두를 분석하였다.

5.MBL내성유전자 소실

MBL 생성균주를 각각 실온과 -76℃에 보관하였다.Cystinetryptic
agar(CTA,BecktonDickinson,NJ.USA)에서 배양하여 실온에 보관하
면서 3일,1주,2주 경과 후에 MullerHintonagar에 배양한 후 10 μg
imipenem 디스크를 사용하여 내성을 상실한 집락을 찾아내었다25.



Target Primer Use Sequence (5' to 3')
5'-CS 5CS-F Detection and sequencing CTT CTA GAA AAC CGA GGA TGC

3'-CS 3CS-R Detection and sequencing CTC TCT AGA TTT TAA TGC GGA TG

blaVIM-2 VIM2-F Detection and sequencing ATG TTC AAA CTT TTG AGT AAG

VIM2-R Detection and sequencing CTA CTC AAC GAC TGA GCG

blaIMP-1 IMP1-F Detection and sequencing CAT GGT TTG GTG GTT CTT GT

IMP1-R Detection and sequencing ATA ATT TGG CGG ACT TTG GC

blaVIM-2 VIM2-seq-F Detection and sequencing CAA CAA CAC TAC CCG GAA GC

VIM2-seq-R Detection and sequencing ATC TGG TAA AGC CGG ACC TC

blaIMP-10 IMP-10-seq-F sequencing GGG GCG TTT TTC CTA AAC AT

IMP-10-seq-R sequencing AAC CGT TAA CTT CTT CAA AC

blaOXA-1 OXA1-F sequencing CGC AAA TGG CAC CAG ATT CA

OXA1-R sequencing TGT ATG ATT GCT GTT CCA GAT

blaOXA-2 OXA2-F sequencing AAG AAA CGC TAC TCG CCT GCA TC

OXA2-R sequencing TGT TCT ACC CGA AAG GGC AGC T

blaOXA-2 OXA2-seq-F sequencing TTT CGG GTA GAA CAT CAG C

OXA2-seq-R sequencing CCG CTT GGC GTT CGT CTG C

aacA7 AACA7-F Detection and sequencing AGC ATT GGG CTC GTG GTC G

AACA7-R Detection and sequencing GCA ACC TCC GTG AAT CCA G

aacA AACA7-seq-F sequencing TTG CGT TCT TGG AGG GTT GG

AACA4-seq-F sequencing TGA ACT TCG GCG TTA GGC AT

Table 1. Primers used for detection and sequencing of the MBL and other genes in the integron



Target Primer Use Sequence(5' to 3')
ereA EREA-seq-F sequencing CCA TCT TGG ACC CAC CGT G

ereA EREA-seq-R sequencing TTG CCG ATG AAA TAA CCG C

ereA2 EREA-seq2-R sequencing CGG CAC GGT GGG TCC AAG AT

ereA3 EREA-seq3-R sequencing ACC AAA TAG CGG ATA AGA CTA

blaSPM-1 SPM1-F Detection TCT GCC GCT GAT AAT GTC G

SPM1-R Detection ACA GAA ACC GCA CCC AGC A

blaGIM-1 GIM1-F Detection ATT ACT TGT AGC GTT GCC AGC T

GIM1-R Detection TAA TCA GCC GAC GCT TCA G

Table 1. Primers used for detection and sequencing of the MBL and other genes in the integron (continued)



6.MBL활성시험

MBL생성 균주를 Luria-Bertanibroth에 18시간 배양후 sonicator
로 파쇄후 13,000rpm으로 4℃에서 10분간 원심분리후 상청액을 사용
하였다.효소활성 측정은 50mM phosphatebuffer(pH 7.0)에 100 μ
M의 β-lactam을 첨가후 spectrophotometer(UV-1601PC;Shimadzu
Corp.,Tokyo,Japan)으로 30℃에서 시행하였으며,측정에 사용된 파
장은 benzylpenicillin(Sigma)은 235nm에서 imipenem과 meropenem
은 297nm이었다.세균 파쇄액 상청액의 단백질 정량에는 상품화된
시약 (Bio-Rad)를 이용하였다26.

7.Pulsedfieldgelelectrophoresis(PFGE)

시험균주들을 각각 LBbroth5ml에 접종하고 18시간 배양한 뒤,
1.4 ml을 취하여 12,000 rpm으로 5분간 원심하였다. 침사에
saline-EDTA 용액 (0.15M NaCl,10mM EDTA-Na2,pH 8.0)1ml
를 첨가한 후 36℃의 PettIV 용액 (1M NaCl,10mM EDTA,pH
8.0)을 130 μl씩 첨가하여 보온시켰다.Lysozyme(10mg/ml)1 μl와
2% incertagarose(CambrexBioScienceRockland,Inc.,Rockland,
ME,USA)140 μl을 넣고 섞은 후 주형에 넣고 굳힌 뒤 plug를 3등분
하여 lysissolution1ml와 lysozyme(10mg/ml)1 μl를 넣고 rotator
(Cole-ParmerInstrument,Chicago,IL,USA)로 1시간 회전시켰다.
용균이 끝나고 ES용액 (0.25 M EDTA pH 8.0, 1%
N-lauroyl-sarcosine)1.5ml와 proteinaseK 15 μl을 넣고 반응시킨



후 1mM phenylmethylsulfonyl-fluoride가 첨가된 TEbuffer(1mM
EDTA,10mM Tris·HCl)1.5ml을 첨가하여 4시간 회전시켰다.TE
buffer1.5ml로 10분간 회전을 3회 반복한 뒤 처리된 plug를 1.5ml
의 TEbuffer(10mM Tris·HClpH 8.0,0.1mM EDTA pH 8.0)에
넣고 1시간 회전시켰다. Buffer을 제거하고 Xba I (Takara)
restriction buffer(Tris 10 mM,MgCl2 7 mM,NaCl100 mM,
2-mercaptoethanol7mM)1.5ml씩 넣고 30분간 회전시켰다.용액
을 제거한 후 Xba I과 10 X M buffer,0.1% bovine serum
alvumin,DW를 넣고 37℃에서 20시간 처리하였다.Plug에 100mM
EDTA 100 μl를 첨가하여 효소반응을 중단시킨 후 1%의 agarose
gel(Sigma)을 만들고 plug의 1/2을 well에 넣고,40℃ 정도의 2%
incertagarose로 well의 공간을 메웠다.0.5X TBE buffer2,000
ml을 영동조 (CHEF DR II;Bio-Rad,Hercules,CA,USA)에 넣고
14℃로 6V에서 시작 0.5초,마지막 30초 의 switchtime조건으로
20시간 전기 영동하였다.Ethidium bromide0.5 μl/ml로 30분간 염
색한 후 UVIband/Mapsoftware(UVItec,Ltd.,Cambridge,United
Kingdom)로 band을 확인하였다27,28.



Ⅲ.결과

1.Pseudomonasspp.와 Acinetobacterspp.의 imipenem 내성율

각 병원에서 분리된 P. aeruginosa와 Acinetobacter spp.의
imipenem 내성율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각각 35%와 47%였
고,순천향대학병원은 부천병원이 각각 18%와 6%,천안병원이 각각
21%와 23%,구미병원이 각각 27%와 39%이었다.Pseudomonas의
imipenem 내성은 기존에 보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29,
Acinetobacterspp.의 경우 신촌 세브란스 병원 분리주의 내성율이
크게 높았다(Table2).

Hospital No. of isolate tested
Imipenem resistance 

(%)
Severance Hosp.
     P. aeruginosa 1374 35
     Pseudomonas spp.   79 33
     Acinetobacter spp. 1005 47
Soonchunhyang, Bucheon
     P. aeruginosa  200 18
     Pseudomonas spp.    1  0
     Acinetobacter spp.   87  6
Soonchunhyang, Chunan
     P. aeruginosa  160 21
     Pseudomonas spp.   0
     Acinetobacter spp.  134 23
Soonchunhyang, Gumi
     P. aeruginosa  276 27
     Pseudomonas spp.    2 40
     Acinetobacter spp.   91 39

Table 2.Imipenem resistance rates ofPseudomonas spp.and
Acinetobacterspp.byhospitalsinJanuary-June,2005



2.MBL생성균주의 비율

부천,천안 및 구미 순천향병원에서 분리된 균주 중에는 MBL생
성균주가 없었다.반면 세브란스병원에서 분리된 P.aeruginosa205
주 중 8주,Pseudomonasspp.3주 중 1주,A.baumannii231주 중
29주 및 Acinetobacterspp.6주 중 5주가 MBL 생성균주이었다.
MBL 생성균주 중 IMP-1 생성 균주는 A. baumannii 9주,
Acinetobacterspp.5주였고,VIM-2생성 균주는 A.baumannii10주,
P.aeruginosa8주,Pseudomonasspp.2주 및 Acinetobacter1주
이었다. A. baumannii 8주는 Imipenem-Hodge변법 시험과
Imipenem-EDTA+SMA double disk synergy시험에 양성이었으나
IMP,VIM,SPM,및 GIM MBL유전자를 검출하지 못하였다(Table
3).

Hospital Species

No. of 

strain 

tested 

IPM- 

Hodge 

positive

EDTA 

DDS 

positive

blaIMP-1 

positive

blaVIM-2 

positive

Unknown 

MBL

Sever-

ance
 A. baumannii     231    207     29      9     10      8

 Acinetobacter spp.       6      6      5      5      1      0

 P. aeruginosa     205     32      8      0      8      0

 Pseudomonas spp.       3      2      1      0      2      0

Soonchu

nhyang
 A. baumannii      27     12      0      0      0      0

 P. aeruginosa      61     11      0      0      0      0

Table 3. Metallo-β-lactamase (MBL) screening test and MBL gene-positive isolates by 

hospitals



3.MBL생성균주 분리 검체

MBL을 생성하는 A.baumannii와 P.aeruginosa균주는 요와 객
담에서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나,혈액 및 복막액과 같이 위중한 감염
과 연관되는 검체도 11.1%를 차지하였다(Table4).

4.MBL생성균주의 integron종류

MBL생성균주는 크기가 1.3,2.0,2.5,3.0,5.0,5.5,6.0및 7.0kb
인 class1integron을 1-3개 보유하였다.VIM-2생성 P.aeruginosa
와 A.baumannii의 integron은 각각 5.0와 5.5kb의 것을 가진 균주
가 3주와 2.5와 3.0kb의 균주가 7주였다(Table5).

No. of isolates from 
MBL-producing 

organism
MBL Sputum Urine Wound Blood

Perito- 

neal fl.
Total

P. aeruginosa VIM-2 1 6 0 0 0 7

A. baumannii VIM-2 5 3 1 0 2 11

A. baumannii IMP-1 2 4 2 1 0 9

Total 8 13 3 1 2 27

Table4.Sourcesofthemetallo-β-lactamase-producing A.baumannii
andP.aeruginosa



Isolates
Approximate size (kb) No. (%) of 

strains
Integron 5CS-MBL MBL-3CS

 VIM-2-producing

 P. aeruginosa

 3.0, 5.5

 5, 5.5

 5.5

 6.0

 7.0

1.3

1.3

1.3

2.7

3.5

2.4

4.5

4.5

4.0

4.5

1 (14.3)

3 (42.9)

1 (14.3)

1 (14.3)

1 (14.3)

 VIM-2-producing

 A. baumannii

 2, 2.5, 3.0

 2.5, 3.0

 3.0

 1.3, 2.5, 3.0

1.3

1.3

1.3

1.3

2.4

2.4

2.4

2.4

2 (18.2)

7 (63.6)

1 (9.1)

1 (9.1)

 IMP-1-producing

 A. baumannii
 3.0 1.3 2.4 9 (100)

Table 5.Class 1 integrons of metallo-β-lactamase-producing
isolates



5.MBL생성균주의 integron구조

MBL 생성균주 6주를 대상으로 integron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
다.Integron내에는 MBL유전자,aminoglycoside유전자 등이 3-6개
가 있었다.Aminoglycoside내성 유전자는 aacA4,aacA7,aadA1및
aadA2가 있었으며,이 중 aacA4가 가장 많았다.VIM-2 유전자
cassette의 위치는 첫 번째인 것이 4주이었고,3번째인 것은 1주이었
다.반면,IMP-1유전자 cassette는 모두 2번째에 위치하였다(Fig.1).
A.baumannii(YMC 05/1/938)의 integron구조는 1997년과 1998

년에 각각 분리된 P.putida(YMC97/8/322)와 A.baumannii(YMC
98/7/363)와 동일하였다(Fig. 2). 또한 P. aeruginosa (YMC
05/5/1103)의 integron에 있는 "orfii"와 "orfiii"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분리된 4주의 것과 동일하였다. P. aeruginosa (YMC
05/5/2030)에 있는 IntI1과 orf가 융합된 구조는 매우 드문 특이한 구
조이었다.







6.MBL생성균주의 항균제 감수성

MBL 생성 Pseudomonasspp.10주를 대상으로 항균제 감수성
을 시험하였다. 시험 균주의 imipenem과 meropenem MIC는
16-128 μg/ml였고,모든 균주가 내성이었다(Table6).Ceftazidime
과 cefotaxime에 대한 내성율도 100%이었으나,aztreonam에는 60%
의 균주만이 내성이었다.Carbapenem과 ceftazidime에 ΑmpC β

-lactamase 억제제인 3-aminophenylboronic acid를 병합하면 β

-lactam제의 MIC가 저하되는지 보고자 하였으나 유의한 저하는 없었
다.
MBL생성 Acinetobacterspp.24주를 대상으로 항균제 감수성을

시험하였다. Imipenem MIC와 MIC50는 각각 4->128 μg/ml와
8 μg/ml이었고, 감수성이 4%, 중간이 50%이었다(Table 6).
Meropenem MIC와 MIC50는 각각 4-128 μg/ml와 8 μg/ml이었고,
감수성이 38%,중간이 13%이었다.Ceftazidime과 cefotaxime내성
율은 각각 92%와 96%이었으나,aztreonam 내성율은 67%이었다.
3-aminophenyl-boronicacid를 병합한 시험에서 MIC의 유의한 변
화는 없었다.



Table 6.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MBL-producing
Pseudomonasspp.andAcinetobacterspp.

APB,3-aminophenylboronicacid.
Numberoforganism testedwas10.

Antimicrobial 
agent

Breakpoint
(㎍ /ml)

S  I   R

MIC (㎍ /mL) Susceptibility (%)

Range 50% 90% S I R

Pseudomonas spp.

  Imipenem  ≤ 4, 8, ≥ 16 16->128 32 >128    0    0 100

  Imipenem-APB       - 8->128 32 >128 - - -

  Meropenem  ≤ 4, 8, ≥ 16 16->128 32 >128    0    0 100

  Meropenem-APB       -  8->128 16 >128 - - -

  Ceftazidime ≤8, 16, ≥ 32 32-128 128 128    0    0 100

  Ceftazidime-APB       - 16-128  64 128 - - -

  Cefotaxime ≤8, 16-32, ≥ 64 >128 >128 >128    0    0 100

  Aztreonam ≤8, 16, ≥ 32 8-32   32 32   40    0  60

Acinetobacter spp.

  Imipenem  ≤ 4, 8, ≥ 16 4->128

 

  8 64 4 50 46

  Imipenem-APB       - 2-128    8 64 - - -

  Meropenem  ≤ 4, 8, ≥ 16 4-128    8 64 38 13 50

  Meropenem-APB       - 1-64    8 32 - - -

  Ceftazidime ≤8, 16, ≥ 32 16->128  128 >128 0 8 92

  Ceftazidime-APB       - 4->128  128 >128 - - -

  Cefotaxime ≤8, 16-32, ≥ 64 32->128 >128 >128 0 4 96

  Aztreonam ≤8, 16, ≥ 32 4-64   32 64 13 21 67



7.MBL생성균주의 MBL소실후의 항균제 감수성 비교

MBL생성균주가 MBL소실하면 β-lactam 항균제의 MIC가 크게
감소하였다.Carbapenem과 ceftazidime에 3-aminophenylboronicacid
를 병합하였을 때 β-lactam제의 MIC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Table7).

APB,3-aminophenylboronicacid.

β-lactams

VIM-2-producing         

P. aeruginosa (n = 7)

IMP-1-producing         

A. baumannii (n = 1)

Wild Lost Wild Lost

Imipenem 16-128 0.5-2  32  0.12

Imipenem-APB 16-128 0.25-1  32  0.12

Meropenem 16->128 0.25-16  32  0.25

Meropenem-APB 8->128 0.25-16  16  0.12

Caftazidime >128 ≤ 4-8 >128  8

Caftazidime-APB 64-128 2-16 >128  8

Cefotaxime >128 ≤16-64 >128 32

Aztreonam 4-32 4-32  32 32

Table 7.MIC of β-lactams forMBL-producing strains and
MBL-loststrains



8.MBL유전자 cassette의 integron내에 따른 carbapenem MIC비교

임상분리 Pseudomonas spp.에 대한 imipenem과 meropenem의
MIC는 integron내의 VIM-2유전자 cassette위치가 첫 번째일 때는
각각 32->128μg/ml와 16->128μg/ml,두 번째일 때는 각각 32-128
μg/ml와 8->128 μg/ml,세 번째는 모두 >128μg/ml로 첫째에 위치한
균주에 대한 것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없었다.
MBL생성 P.aeruginosa와 P.putida임상분리주로부터 MBL유

전자가 전달된 transconjugant에 대한 imipenem와 meropenem의
MIC는 각각 16-32 μg/ml와 16 μg/ml이었다(Table8).



Strains MBL

MBL 

gene

position

MIC (μg/ml) of 

imipenem meropenem

Wild
Trans- 

conjugant
Wild

Trans- 

conjugant
P. aeruginosa 

  97/6/1370
VIM-2 2nd 64 32 8 16

P. aeruginosa 

  97/4/3578
VIM-2 2nd 32 16 8 16

P. aeruginosa 

  97/7/533
VIM-2 2nd 64 16 16 16

P. aeruginosa 

  95/1/704
VIM-2 2nd 64 32 8 16

P. putida 

  99/7/U1092
VIM-2 2nd 128 32 >128 16

P. putida 

  99/10/U431
VIM-2 2nd 128 16 >128 16

P. aeruginosa 

  05/5/U1361
VIM-2 1st 32 - 16 -

P. aeruginosa 

  05/5/U1785
VIM-2 1st >128 - >128 -

P. aeruginosa 

  05/5/U2030
VIM-2 1st 32 - 128 -

P. aeruginosa 

  05/5/R1103
VIM-2 3rd >128 - >128 -

A. baumannii 

  05/1/R938
VIM-2 1st 16 - 4 -

Acinetobacter spp.

  05/4/P498
IMP-1 2nd >128 - 128 -

Table8.Comparison ofMIC ofcarbapenemsforMBL-producing
strains or transconjugants according to position of MBL gene
cassetteinclass1integron



9.MBL에 의한 β-lactam 항균제의 가수분해 양상

MBL 생성균주 파쇄 상청액의 β-lactam 분해능 시험은
cephalothin82-857mU/mg,cefotaxime은 17-141mU/mg,imipenem
8-81mU/mg,meropenem 4-44mU/mg이었다.반면 aztreonam 분해
능은 3균주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Table9).
AmpC β-lactamase억제제인 APB로 처리한 검체의 cephalothin

분해능은 65-493mU/mg이었고,imipenem 분해능은 8-72mU/mg으
로 APB처리로 그 활성이 약간 감소하였다.
P. aeruginosa 임상분리주로부터 MBL 유전자가 전달된

transconjugant파쇄 상청액의 imipenem과 meropenem에 대한 효소
활성은 각각 13mU/mg과 6mU/mg,18mU/mg과 9mU/mg이었다.
또한 P. putida 임상분리주로부터 MBL 유전자가 전달된
transconjugant의 imipenem과 meropenem에 대한 효소활성은 각각
17mU/mg과 8mU/mg,7mU/mg과 4mU/mg이었다.즉,4주의
transconjugant의 분해능은 유사하였다.



Strain

Integron 

size 

(kb)

Hydrolytic activity (mU/mg protein)

AMP CEP
CEP/ 

APB
CTX AZT IPM

IPM/ 

APB
MER

P. aeruginosa 

97/6/1370 Wild
3.0 9204 82 65 17 ND 8 8 4

         

         TC

 

65 66 89 29 NT 13 NT 6

P. aeruginosa 

95/1/704 Wild
5.6 426 857 493 77 51 81 72 44

        TC 42 129 130 49 NT 18 NT 9

P. putida 

99/7/U1092 Wild
5.6 5211 338 271 78 ND 42 37 19

          TC 79 102 104 41 NT 17 NT 8

P. putida 

99/10/U431 Wild
4.5 6074 612 421 141 ND 63 58 29

           TC 21 42 43 17 NT 7 NT 4

Table9.Antimicrobialagentshydrolyticactivityofcrudesonicateof
MBL-producingstrainsortransconjugants

Abbreviation : AMP, ampicillin; CEP, cephalothin; APB,
3-aminophenylboronic acid; CTX,cefotaxime; AZT,aztreonam;
IPM,imipenem;MER,meropenem.
ND,notdetection.
TC,transconjugant.
NT,nottested.



10.MBL생성균주의 PFGE양성

MBL 생성 균주 염색체 DNA의 PFGE 양상을 비교한 결과,
IMP-1 생성 A.baumannii7주는 6가지 형(두 가지 아형포함),
VIM-2 생성 P.aeruginosa 7주는 5가지 형,VIM-2 생성 A.
baumannii11주는 5가지 형(다섯 가지 아형포함)이 관찰되었다(Fig.
3-5).

800 150 100 50kb

Fig.3.PFGEpatternsofSmaI-digestedgenomicDNAof
blaIMP-1-positive isolates of A.baumanniiisolated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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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PFGEpatternsofSmaI-digestedgenomicDNA of
blaVIM-2-positive isolates of A.baumannii isolated in
2005.



800 300 150100 50kb

Fig.5.PFGEpatternsofXbaI-digestedgenomicDNAof
blaVIM-2-positive isolates ofP.aeruginosa isolated in
2005.



Ⅳ.고찰

Carbapenem은 ESBL이나 AmpC β-lactamase생성 세균에 대해
서도 항균력이 있으므로 특히 원내감염 환자의 치료에 대단히 유용한
β-lactam제이다3.그러나 다른 항균제의 사용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carbapenem의 임상 사용으로 이 항균제를 분해하는 내성균이 출현
할 것이 예견되었었다30.실제로 carbapenem 내성 세균의 증가는 이
미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바 있다.
그람음성 간균의 carbapenem 내성기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β

-lactam에 의한 항균제 불활화이다3.Carbapenem 분해효소에는 활성
부위에 serine이 있는 serine β-lactamase와 효소 활성에 zinc등 금
속을 필요로 하는 MBL이 있다.Serine β-lactamase는 분자 classA
와 D로서 대개 Enterobacteriaceae와 Acinetobacter spp.에 있다.
ClassA serinecarbapenemase에는 NmcA,Sme1-3,IMI-1,KPC1-3
및 GES-2가 있다31,32,33.이들 대부분의 활성은 clavulanicacid로 저해
된다.ClassD serinecarbapenemase는 A.baumannii에서 관찰되고
OXA-23에서 27,OXA-40및 OXA-48이 있다34,35.
MBL은 zinc이온이 있어야 효소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classB에 속한다.다른 β-lactamase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가 염색체에 있는 자연내성인 것과 획득성인 전이성인 것이 있다.지
난 수년간에 획득된 전이성 MBL이 많이 보고되었다36,37.현재까지 보
고된 획득성 MBL에는 IMP,VIM,GIM 및 SPM이 있다6.우리나라
환자에서 분리되는 P.aeruginosa와 Acinetobacter spp.중에는
imipenem 내성균이 근년에 증가하였고,그 중에는 VIM-2 효소와
IMP-1 효소 생성균이 있다28.Hirakata 등은38 IMP-1 생성 P.
aeruginosa가 분리된 환자의 사망률은 다른 세균 감염환자들 보다 높
다고 보고하여 이 내성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부천,천안 및 구미 지역에 소재하는 2차와 3



차 진료병원의 환자에서 분리되는 Pseudomonas spp.와
Acinetobacterspp.중의 MBL 생성 균주의 비율을 조사하고,MBL
내성 유전자의 특성 및 MBL생성 균주의 분자역학적 성상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순천향 대학 병원 환자에서 분리된 P.aeruginosa와 A.baumannii

의 imipenem 내성율은 각각 18-25%와 6-35%로서,KONSAR조사연
구에서 보고한 2002년 전국 분리주의 내성율인 22%,9%와 비슷하였
다39.그러나 세브란스병원 분리주의 내성율은 각각 35%와 47%로 현
저히 높았는데,이는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병원의 특성을 반영
한 것으로 생각된다.
Carbapenem 내성 균주중 MBL생성균주가 순천향병원 분리 균주

에서는 없었던 반면,세브란스병원 분리주에서는 carbapenem 내성 균
주 중 9.7%이었다.따라서 순천향병원에서 분리된 carbapenem 내성
균주는 MBL이외의 내성 기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분리된 A.baumannii8주는 imipenem-Hodge

변법 시험과 imipenem-EDTA+SMA double disksynergy시험에 양
성이었으나 기존에 알려진 MBL유전자에 대한 시발체를 쓴 PCR로
검출되지 않아 새로운 형의 MBL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40.
MBL을 생성하는 A.baumannii와 P.aeruginosa균주는 비교적 다

양한 검체들에서 분리되었으나 요와 객담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Table4),이들 검체가 원내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내감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MBL 유전자인 IMP,VIM 및 GIM 유전자는 대부분이 class1

integron중에 유전자 cassette로 존재하나 IMP-1유전자는 class3
integron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Integron에 존재하는 항균제 내성 유
전자 cassette는 한 integron에서 다른 integron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이들 자신이 다른 세균으로 이동하지는 못하며 plasmid나



transposon이 이동될 때 함께 이동된다.대부분의 MBL 유전자는
120-180kb의 plasmid에 들어있다.그러나 blaVIM-7은 14kb의 작은
접합성 plasmid에 들어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MBL 생성균주의 MBL 유전자는 모두 class 1

integron에 있었으며,일부 균주는 3개의 integron을 가지고 있었다.
Integron의 크기는 다양하여 1.3- 7.0kb이었다(Table5).VIM-2
생성 P.aeruginosa의 3주,VIM-2 생성 A.baumannii의 7주 및
IMP-1생성 A.baumannii의 9주의 MBL유전자는 각각 5.5kb,3.0
kb및 3.0kb의 integron에 있어서 동일한 integron이 확산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MBL 생성균주의 integron을 증폭하여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integron에 따라서 IMP-1과 VIM-2의 MBL 유전자,여러 종의
aminoglycoside유전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Fig.1).1995년-2000
년에 분리된 MBL생성균주의 integron구조와 비교할 때,본 연구에
서는 유전자 cassette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가장 흔한 내성유
전자는 aminoglycoside내성 유전자인 aacA4로 과거의 결과와 같았
다 (Fig.1,2).이러한 결과는 미국,일본,이태리,그리스 등에서 보
고한 integron의 구조와 유사하여, aadA1과 같이 이들
aminoglycoside내성 유전자들은 초기 integron에 이미 삽입이 되었
으며,이들은 transposon 유래 aminoglycoside내성 유전자일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A.baumannii(YMC 05/1/938)의 integron구조는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분리된 P.putida(YMC 97/8/322)와 A.baumannii
(YMC98/7/363)와 동일하였는데,이는 동일한 mobileelement에 의해
MBL 유전자가 다른 균종으로 전달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P.
aeruginosa(YMC 05/5/1103)의 integron에 있는 "orfii"와 "orfiii"는
1995년-2000년 분리된 4주와 동일하여 동일 선조 integron 내에
"orfii"와 "orfiii"가 삽입된 후 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P.



aeruginosa(YMC 05/5/2030)의 integron에 있는 IntI1과 orf가 융합
된 구조는 매우 드문 것으로,2001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분리된
MBL 생성 Achromobacter xylosoxidans subsp. denitrificans의
integron에 있던 것과 동일하였다41.P.aeruginosa(YMC05/5/1103)
의 integron은 2000년에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분리된 Serratia
marcescens(YMC/KSM51)의 integron과 동일하여 integron의 전파
가 균종 간은 물론 병원 간에도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
다.
MBL 생성균주의 감수성 시험에서 Pseudomonas spp.는

cefotaxime,ceftazidime및 carbapenem에는 시험 균주 모두 내성이었
으나,aztreonam에는 60%의 균주만이 내성이었다.이는 MBL이
aztreonam을 분해하지 못하지만,많은 Pseudomonas균주가 가지고
있는 AmpC β-lactamase나 ESBL등에 의한 불활화나 다른 내성기전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Acinetobacter spp.의 cefotaxime,
ceftazidime및 aztreonam에 대한 내성율은 Pseudomonasspp.와 비
슷하였다.그러나 imipenem과 meropenem의 MIC는 Pseudomonas
spp.에 대한 MIC보다 낮아서 MIC50가 8 μg/ml이었고,비감수성 균주
의 비율이 각각 96%와 63%이었다.
Pseudomonas spp.와 Acinetobacter spp. 중에는 AmpC β

-lactamase를 가진 균주가 흔하여 이들 효소에 의하여 carbapenem
이 불활화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pC
β-lactamase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APB를 병합하여 감수
성 시험을 하였으나 imipenem MIC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세균이 MBL을 획득할 때 내성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

서 세균의 β-lactam제에 대한 내성 수준은 β-lactamase생성이외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MBL 생성균주와 소실균주에 대한 β

-lactam 항균제 MIC를 비교하였다.MBL 소실 균주에 대한 MIC는
aztreonam을 제외하고는 현저히 낮았다.즉,MBL생성 균주에 대한



carbapenem MIC는 16->128 μg/ml이었으나,MBL소실 균주에 대해
서는 0.12-16μg/ml이었다.
항균제 내성은 integron내의 내성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 내성 정

도가 다르며,항균제의 선택압력이 있는 경우,내성 유전자 cassette가
upstream쪽으로의 이동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42.본 연구에서 임상
분리 MBL 생성균주에 대한 carbapenem MIC는 integron 내의
cassette위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이는 임상분리주에는
MBL외에도 carbapenem의 MIC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MBL 유전자가 전달된
transconjugant에 대한 carbapenem의 MIC를 비교할 예정이었지만,
MBL유전자가 두 번째 cassette인 균주는 접합에 의하여 내성 유전
자가 전달된 transconjugant를 얻을 수 있었으나 MBL유전자가 첫
번째와 세 번째 cassette인 균주에서는 접합에 의한 내성 유전자의 전
달이 실패하였다.따라서 MBL 유전자가 두 번째 cassette인 P.
aeuginosa와 P.putida균주에서 내성이 전달된 transconjugant에 대
한 carbapenem MIC를 비교하였는데,모두 16-32 μg/ml로 균종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BL생성균주는 cephalothin과 cefotaxime은 비교적 잘 분해하는

반면,aztreonam은 한 균주를 제외하고는 분해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carbapenem에 대한 분해능은 4-81 mU/mg이었다.이는 MBL이
carbapenem뿐 아니라 cephalosporin 제제도 분해할 수 있으나,
aztreonam은 효과적으로 분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MBL유전자가 전달된 transconjugant에 carbapenem에 대한 효소활
성은 균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BL생성 균주의 분자역학적 성상을 규명하기 위한 염색체 DNA

의 PFGE양상을 비교분석한 결과,MBL생성 균주 25주는 16개 형
(일곱 가지 아형포함)이 관찰되어 일부 균주는 원내감염 확산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Ⅴ.결론

Carbapenem은 여러 가지 β-lactamase에 안정하여 다제내성 그람
음성 간균에 의한 감염증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그러나,근
래 carbapenem에 내성인 세균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2차와 3차 진료병원의 환자에서 분리되는
Pseudomonasspp.와 Acinetobacterspp.중 MBL생성 균주의 비율
을 조사하고,MBL유전자의 특성 및 MBL생성 균주의 분자역학적
성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P.aeruginosa와 Acinetobacterspp.의 imipenem 내성율은 순천
향대학병원이 각각 18-27%와 6-39%이었고,세브란스병원은 각각
35%와 47%이었다.

2.MBL 생성균주가 부천,천안 및 구미 순천향병원 분리주 중에는
없었으나,세브란스병원 분리주 445주 중에는 43주 (9.7%)가 있었다.
MBL 생성균주 중 IMP-1 생성 균주는 A. baumannii 9주,
Acinetobacterspp.5주였고,VIM-2생성 균주는 A.baumannii10주,
P.aeruginosa8주,Pseudomonasspp.2주 및 Acinetobactersp.1주
이었다.

3.MBL생성 A.baumannii와 P.aeruginosa는 요와 객담에서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나,혈액 및 복막액과 같이 위중한 감염 검체에서도
소수 분리되었다.

4.MBL 생성균주는 1-3개의 class1integron을 가지고 있었으며
integron의 크기는 1.3-7.0 kb로 다양하였다. VIM-2 생성 P.
aeruginosa는 5.0와 5.5kb의 integron을,VIM-2생성 A.baumannii



는 2.5와 3.0kb의 integron을 가진 균주가 흔하였다.

5.MBL생성균주의 integron에는 MBL,aminoglycoside유전자 등이
3-6개가 있었고,aacA4가 가장 흔하였다.VIM-2유전자 cassette는
첫 번째에 위치한 것이 흔하였고,IMP-1유전자는 모두 2번째에 위
치하였다.“orfii”와 “orfiii”를 보유한 integron의 구조는 다른 병원에
서 분리된 S.marcescens의 것과 같았으며,P.aeruginosa의 integron
내에 IntI1과 orf가 융합된 구조는 다른 병원에서 분리된
Achromobacterdenitrificans의 integron의 있는 것과 같았다.

6.MBL 생성 Pseudomonasspp.는 imipenem과 meropenem에 시험
균주 모두 내성이었으나,MBL 생성 Acinetobacter spp.에 대한
imipenem과 meropenem의 MIC는 Pseudomonasspp.에 대한 MIC보
다 낮아서 MIC50가 8 μg/ml이었고,비감수성 균주의 비율이 각각
96%와 63%이었다.두 균종 모두 carbapenem과 ceftazidime에 AmpC
β-lactamase 억제제인 3-aminophenylboronic acid를 병합시
imipenem MIC에 유의한 저하가 없었다.

7.MBL소실균주에 대한 β-lactam제의 MIC는 MBL생성 균주에 대
한 MIC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

8.MBL 생성균주에 대한 imipenem과 meropenem MIC는 integron
내의 cassette 위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MBL 유전자
cassette가 두 번째에 위치한 integron을 가진 P.aeruginosa와 P.
putida균주에서 내성이 전달된 transconjugant에 대한 imipenem과
meropenem의 MIC는 모두 16-32 μg/ml로 균종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MBL 생성균주의 carbapenem 분해활성은 4-81mU/mg이었으나,
aztreonam 분해활성은 한 균주에서만 검출되었다.Transconjugant의
carbapenem 분해활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0.MBL생성 균주의 염색체 DNA의 PFGE 양상을 비교분석한 결
과,IMP-1생성 A.baumannii일곱 주는 여섯 가지 형 (두 가지 아
형포함),VIM-2 생성 P.aeruginosa 일곱 주는 다섯 가지 형,
VIM-2생성 A.baumannii열한 주는 다섯 가지 형 (다섯 가지 아형
포함)으로 구별되었다.

결론적으로,국내 분리 Pseudomonasspp.와 Acinetobacterspp.의
carbapenem 내성율은 높았고 그 중 3차 진료병원 분리주 중의 일부
는 MBL생성균주이었으며,요와 객담에서 흔히 분리되었다.MBL효
소는 VIM-2가 흔하였고 그 다음은 IMP-1이었다.MBL 유전자는
aminoglycoside 내성 유전자와 함께 class 1 integron에 있으며
integron내의 유전자 배열,종류 등은 매우 다양하였다.MBL생성
Pseudomonasspp.의 carbapenem 내성 수준은 Acinetobacterspp.에
비해 높았으며,MBL 유전자 cassette의 integron내에 위치에 따른
carbapenem MIC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일부 integron은 과거 분
리주,다른 병원 분리주의 것과 동일하였고,일부 MBL 생성균주의
PFGE형은 동일하여 MBL유전자의 수평전달과 함께 MBL생성균주
의 clonalspread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MBL유전자 및 MBL생성
균주의 확산은 carbapenem 등의 다제내성 그람음성 간균에 의한 감
염증 치료를 어렵게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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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apenemshavebeenusedaslastresortofdrugstotreat
patients infected with extended spectrum and AmpC
ß-lactamase-producing gram-negative bacilli,because they are
stabletotheseenzymes.Howeverincreasinguseofcarbapenems
resulted in carbapenem-resistant gram-negative bacilli,
Pseudomonas aeruginosa and Acinetobacter spp.in particular.
Among the mechanism of carbapenem resistance, acquired
metallo-ß-lactamase(MBL)productionismostserious,becausethe
resistancedeterminantishorizontallytransferable.Ourknowledge
onthecarbapenem resistanceduetoacquiredMBLproductionis
limitedbecausetheresistanceemergedrecently.
Itcanbeassumedthatcarbapenem-resistantP.aeruginosaand

Acinetobacterspp.aremoreprevalentinthetertiarycarehospitals,
wheremorepatientswith haveseriousunderlying diseasesand
wherepatientsstay longerperiodand often receivecarbapenem
therapy.However,resistancedataarescarceinsmallerhospitals,
becauseCLSI(NCCLS)guidelinesdonotrecommenddetectionof
MBL-producingstrains.



Detectionofoutbreakclonesbymolecularepidemiologicaltyping
and determination ofthesourceofinfection areprerequisiteto
controlclonalspreadofnosocomialpathogens,butsuchstudiesare
onlyoccasionallyreportedforMBL-producingorganisms.Integron,
which carry variousresistancegenecassettesincluding acquired
MBL genes,can be transferred as they are located in mobile
geneticelementsuchasplasmidortransposon.Itisdifficultto
determinethestructureofMBL gene-carrying integron,whena
strain also carry otherintegrons,butthe numberand size of
integrons in MBL-producing organisms are not well known.
Resistancegenecassettelocatednearthepromoterofintegronis
transcribedmoreefficiently,buttheeffectofthepositionofMBL
gene on the resistance level and hydrolytic activity for
carbapenem isnotknown.Littleisalsoknown thecarbapenem
resistancelevelwhenastrainacquireMBLgene.
In this study, clinical isolates of Pseudomonas and

Acinetobacterspp.werecollected from fouruniversity hospitals
with different sizes to determine carbapenem susceptibility,
presenceandtypesofMBLgenes,levelofcarbapenem resistance
andhydrolysisdependingonintegronsstructure,andpulsedfield
gelelectrophoresispatternofrestrictionenzymedigestedgenomic
DNA.
The imipenem resistance rate of P. aeruginosa and

Acinetobacterspp.ata tertiary-carehospitalwerehigherthan
at other hospitals, i.e., 35% and 47%, respectively. MBL
producers were detected in only one of two tertiary-care
hospitalsisolatesandthetypesweremostlyIMP-1,VIM-2and
some with an unidentified gene.Urine and sputum were the
mostcommon sourcesofisolation ofMBL producers.AllMBL
geneswerecarried by class1integrons,and someisolatehad
up to three integrons.Allsix integrons analyzed had different



structure, and one had identical structure to that reported
previously.MIC90s ofcarbapenems forPseudomonas spp.and
Acinetobacterspp.were>128 μg/mland64 μg/ml,respectively.
The levels of MIC of carbapenems for majority of
MBL-producing isolates were higher than susceptible
breakpoint,but they were susceptible levelafter their losing
MBL-genes.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IC and hydrolytic
activity of carbapenems was not observed for isolates with
differentMBL genecassettepositionsin integrons.Presenceof
strainswith identicalPFGE patternssuggested clonalspread of
carbapenem-resistantstrainshadoccurred.
In conclusion, higher carbapenem resistance rates and

presenceofVIM-2,IMP-1andotherMBLgeneswereobservedin
Pseudomonas spp. and Acinetobacter spp. isolated at a
tertiary-carehospital.MBL-producingstrainswereisolatedmostly
from urine and sputum specimens and some MBL producers
showedidenticalPFGE patternssuggesting clonalspreadofthe
strains.MBL gene-carrying class 1 integrons showed various
structures,andcarbapenem MICwasnotinfluencedbytheposition
ofMBL gene cassette in the integron.Treatmentofinfected
patients with Pseudomonas spp.and Acinetobacter spp.will
becomemoredifficultinthefuturewhenMBL-producingstrains
disseminatefurther.A researchisurgentlyrequiredforprevention
andcontrolofcarbapenem-resistantorganisms.
--------------------------------------------------------
Key Words : Metallo-β-lactamase (MBL), Carbapenem,
Pseudomonas, Acinetobacter, Imipenem-Hodge test,
Imipenem-EDTA+sodium mercaptoaceticacid (SMA)doubledisk
synergytest,Integron


	차 례
	국문요약
	Ⅰ.서론
	II.재료 및 방법
	1.대상세균
	2.항균제감수성시험
	3.MBL생성균주의 선별시험
	4.MBL유전자와 integron검출
	5.MBL내성유전자 소실
	6. MBL활성시험
	7. PulsedFieldGelElectrophoresis(PFGE)

	III. 결과
	1. 병원별 Pseudomonas spp.와 Acinetobacter spp.의 imipenem내성율
	2. MBL 생성균주의 비율
	3. MBL 생성균주 분리검체
	4. MBL 생성균주의 integron 종류
	5. MBL 생성균주의 integron 구조
	6. MBL 생성균주의 항균제감수성
	7. MBL 생성균주의 MBL 소실후의 항균제 감수성 비교
	8. MBL유전자 cassette의 integron내 위치에 따른 carbapenem MIC 비교
	9. MBL에 의한 β-lactam 항균제의 가수분해 양상
	10. MBL 생성균주의 PFGE 성상

	IV.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