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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폐구균의 혈청형 분포와 항생제 감수성

폐구균은 비인두의 상재균이면서,소아에서 급성 중이염,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침습성 세균 감염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균
주이다.중이염,폐렴 등의 국소 감염 뿐 아니라 균혈증,복막염 및 뇌수
막염 등의 침습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현재까지 90개의 혈
청형이 알려져 있는데,시대와 지역에 따라 혈청형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
항생제의 지속적 개발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구균에 의한 균혈증은 아직
까지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특히 항생제 내성의 증가로 치료에
어려움이 더하고 있다.현재 7개의 혈청형을 포함하는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이 사용 중인데,그 효용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지
역의 폐구균 혈청형 분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저자는 2001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

여 배양 검사 상 폐구균 감염이 확진된 308명의 환자로부터 분리된 폐구
균의 혈청형 분석과 항생제 감수성 조사를 시행하였다.
폐구균은 객담(62.3%)에서 분리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혈액(13.0%),이

루(11.0%),인두(3.9%)등의 순이었다.265주에서 혈청형 분석이 가능하였
는데, 19F(16.2%), 19A(12.8%), 23F(8.7%), 6B(7.9%), 6A(7.2%) 및
3(6.0%)의 순으로 나타났다.15세 이하 소아에서는 52주에서 혈청형 분석
이 시행되었는데,19F,19A,23F,14,6B,6A,4및 11A의 순으로 조사되
어 전체적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페니실린 내성률은 64.6%였으며,
소아 환자의 경우 67.3%였는데,2세 이하 소아의 경우 78.1%의 높은 페
니실린 내성률을 나타내었다.이를 혈청형 별로 살펴보면 흔하게 분리되
는 균일수록 더 높은 항생제 내성률을 나타내었다.3종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다제 내성 폐구균의 빈도는 64.7%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 중인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되는 혈청형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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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8.3%였으며,소아의 경우 61.5%로 나타나,향후 지속적으로 7가 폐구
균 단백 결합 백신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현재까지 7가 폐
구균 단백 결합 백신 도입 이후 뚜렷한 혈청형 분포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상태이다.그러나 외국의 경우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 도입 이
후 일부 혈청형 분포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어,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폐구균,혈청형,항생제,내성률,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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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구균의 혈청형 분포와 항생제 감수성
<지도 교수 김동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경민

Ⅰ.서론
폐구균은 소아에서 급성 중이염,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의 가장 큰 원인

이며,침습성 세균 감염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균주로,균혈증,복막염
및 뇌수막염 등의 침습성 질환과 중이염,폐렴 등의 국소 감염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폐구균은 피막(capsule)을 가진 그람양성세균으로 피막
다당질(polysaccharide,PS)의 특성에 따라 90개의 혈청형으로 분류된다1.
그 중 일부의 혈청형들이 사람에게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데,특히 2세
미만의 소아와 노령층에서 폐구균에 의한 침습성 질환에 높은 감수성을
보여 주로 소아에서 중이염,폐렴,균혈증,뇌수막염 등이 발병하게 된다2.
항생제의 지속적인 개발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구균에 의한 균혈증은

아직까지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2,이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이
있다.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폐구균이 증가하고 있는데,최근 3년 동
안 페니실린과 ceftriaxone에 내성을 지닌 폐구균이 2배로 증가하였다3,4.
특히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이는 빈
번한 항생제의 사용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5,6.
폐구균은 피막을 이용하여 예방 백신을 제조하며,각 피막 다당질에 대

한 항체는 동일 혈청형 및 일부 교차 혈청형에 대한 예방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혈청형의 분포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폐구균 혈청형 분포 파악은 질병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백신은 1914년 Wright에 의해 처음 폐구균 사백신이 시도된 이래,
1983년에서야 순수한 23가 폐구균 다당질 백신이 개발되었다7.그러나 이
는 2세 미만의 소아에서 효과가 낮아 최근에서야 피막 다당질과 단백질을
결합하여 효율을 증대시킨 7-11가의 폐구균 백신이 개발되었다8.7가 백
신은 2세 미만 소아에서도 면역 반응이 잘 유발되며 4,6B,9V,14,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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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F와 23F의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7가 백신이 도입된 이후 혈청형의
분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이는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의 효과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서는 폐구균 혈청형 분포에 대한 자
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며,각 지역의 폐구균 혈청형 분포에 따라 예방
접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2000년 폐구균
단백결합 백신을 기본 접종으로 도입한 이후 소아에서 폐구균에 의한 침
습성 질환이 감소하였다9.그러나 백신에 의한 항체는 해당 혈청형 및 일
부 교차 항원성을 갖는 폐구균에만 예방 효과를 나타내므로 7가 백신이
예방 가능한 혈청형이 적고 지역마다 혈청형 분포가 달라 백신의 효용성
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0.실제로 연도 변화에 따라 다른 폐구균 혈청형
이 관찰되었고11,7가 백신 접종 후 점막 폐구균 혈청형의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분리되는 폐구균의 혈청형 및 항생제

감수성을 조사하여 현재 시행 중인 폐구균 7가 단백 결합 백신의 효율성
을 살피고,백신 시행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혈청형 변화 및 항생
제 감수성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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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및 방법
1.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1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한

308명의 환자들로부터 분리된 308주의 폐구균을 대상으로 하였다.이 중
소아가 55명,성인이 253명이었다.이들 환자로부터 분리된 균주를 대상으
로 혈청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폐구균의 혈청형은 연령,항생제 감수성
에 따라 분석하였다.환자의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2.혈청형 분석
폐구균 혈청형 분석은 환자로부터 분리된 폐구균 균주를 항혈청

(Statens Serum Institut, Copenhagen, Denmark)과 반응시키고,
methyleneblue로 염색한 후 폐구균 피막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광학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Quellung반응을 이용하였다.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 도입 전,후의 혈청형을 분석하고 변화 여

부를 관찰한다.

3.항생제 감수성 검사
Quellung 법을 이용해 혈청형이 판별된 폐구균의 페니실린,

erythromycin,tetracycline,levofloxacin,cotrimoxazole에 대한 항생제 감
수성을 조사하였다.항생제 감수성은 CLSI(Clinical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Performance Stan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Fifteenth Informational Supplement. CLSI
documentM100-S15(ISBN1-56238-556-9))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였다.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 시행 이후 항생제 내성율의 변화 유무를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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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1.대상 환자의 특성
308명의 대상 환자 중 소아 55명,성인 253명,남자 160명,여자 148명

이었다.평균 연령은 50.6세로 1개월에서 91.3세의 연령 분포를 보였고,소
아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1개월부터 13.3세의 연령 분포를 보였고,남자
32명,여자 23명이었다.폐구균은 객담에서 192주(62.3%),혈액에서 40주
(13.0%),이루에서 34주(11.0%),인두 채취물에서 12주(3.9%)등으로 분리
배양 되었다.24개월 이하의 소아에서는 이루,혈액에서 분리된 예가 많았
고,2-15세의 소아에서는 이루에서 배양 분리된 주가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1.Sourceofspecimenaccordingtoage.

*:cathetertip,nasaldischarge,peritonealfluid,headabscess,pleural
fluid,cervixdischarge

소아 환자 55명 중 42명에서 과거 예방접종력의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이중 폐구균 7가 단백결합 백신을 시행 받은 환아는 없었다.

Specimen No.(% ineachagegroup)ofisolates Total≤ 2years 2-15years >15years
Sputum 2(8.7) 190(75.1) 192(62.3)
Blood 5(15.6) 5(21.7) 30(11.9) 40(13.0)
Eardischarge 20(62.5) 8(34.8) 6(2.4) 34(11.0)
Throat 2(6.3) 4(17.4) 6(2.4) 12(3.9)
Eyedischarge 1(3.1) - 5(2.0) 6(1.9)
Wound - - 5(2.0) 5(1.6)
CSF 3(9.4) 1(4.3) 1(0.4) 5(1.6)
Urine 1(3.1) - 3(1.2) 4(1.3)
Others* - 3(13.0) 7(2.8) 10(3.2)
Total 32(100) 23(100) 253(100) 3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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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폐구균의 혈청형
308명으로부터 분리된 균주 중 265주에서 혈청형 분석이 가능하였다.

혈청형은 19F가 43주(16.2%),19A가 34주(12.8%),23F가 23주(8.7%),6B
가 21주(7.9%),6A가 19주(7.2%),3이 16주(6.0%)와 14가 14주(5.3%)등
이었고,2세 이하 소아에서는 19F,19A,23F,6B등의 순이었으며,2세에
서 15세 사이에서는 19F,14,19A,23F등의 순이었다(Table2).

Table2.Serotypedistributionaccordingtoage.

*:7C,7F,10A,13,15A,15B,19B,22F,23A,24A,24F,29,34

폐구균 7가 단백 결합 백신 시행 전 시기에는 19F,19A,23F,3,11A,
6B,14,35및 6A의 9개 혈청형이 전체의 76.0%를 차지하였고,백신 시행
이후에는 19F,19A,23F,6B,6A,9V,14,4및 3의 9개 혈청형이 75.0%
를 차지하였다(Table3).

Table3.Serotypechangeaccordingtovaccination.

Serotype No.(% ineachagegroup)ofisolates Total≤ 2years 2-15years >15years
19F 9(29.0) 4(19.0) 30(14.1) 43(16.2)
19A 9(29.0) 3(14.3) 22(10.3) 34(12.8)
23F 4(12.9) 3(14.3) 16(7.5) 23(8.7)
6B 4(12.9) - 17(8.0) 21(7.9)
6A 2(6.5) 1(4.8) 16(7.5) 19(7.2)
3 - 1(4.8) 15(7.0) 16(6.0)
14 1(3.2) 4(19.0) 9(4.2) 14(5.3)
11A 1(3.2) 1(4.8) 11(5.2) 13(4.9)
9V - - 13(6.1) 13(4.9)
4 - 2(9.5) 6(2.8) 8(3.0)
18 - 1(4.8) 5(2.3) 6(2.3)

Others* 1(3.2) 1(4.8) 53(24.9) 55(20.8)
Total 31(100) 21(100) 213(100) 265(100)

Serotype No.(%)ofiso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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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7F,10A,13,15A,15B,19B,22F,23A,24A,24F,29,34

3.폐구균의 항생제 감수성
총 308주 중 199주(64.6%)에서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보였고,20주

(6.5%)에서 중등도 내성을 보였다.
이를 검체별로 살펴보면 객담에서 분리되는 경우 73%(141/192),혈액

10.0%(4/40),이루 82.4%(28/34)등의 결과를 보였다(Table4)

Table4.Antibioticresistanceaccordingtospecimen.

Source S No.(%)ofisolates
Pen Cot Lev Tet Ery

Sputum
R141/192(73.4)

112/192
(58.3)

5/192
(2.6)

89/192
(46.4)

141/192
(73.4)

I 0/192(0.0)
8/192
(4.2)

1/192
(0.5)

47/192
(24.5)

8/192
(4.2)

Blood
R 4/40
(10.0)

22/35
(62.9)

1/34
(2.9)

22/35
(62.9)

22/35
(62.9)

I 17/40(42.5)
4/35
(11.4)

0/34
(0.0)

2/35
(5.7)

2/35
(5.7)

Ear R 28/34 23/34 0/34 18/34 29/34

Pre-vaccineera Post-vaccineera
19F 20(16.5) 23(16.0)
19A 14(11.6) 20(13.9)
23F 10(8.3) 13(9.0)
6B 8(6.6) 13(9.0)
6A 7(5.8) 12(8.3)
3 10(8.3) 6(4.2)
14 7(5.8) 7(4.9)
11A 9(7.4) 4(2.8)
9V 6(5.0) 7(4.9)
4 1(0.8) 7(4.9)
35 7(5.8) 0(0.0)

Others* 22(18.1) 32(22.1)
Total 121(100.0) 1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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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sceptibility,R:resistant,I:intermediate,Pen:penicillin,Cot:
cotrimoxazole,Lev:levofloxacine,Tet:tetracycline,Ery:erythromycin

혈액에서 분리된 폐구균의 페니실린 MIC(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는 0.004-2.0㎍/mL의 분포를 보였고,cefotaxime의 MIC는
0.002-2.0㎍/mL로 32주(82.1%)가 감수성을 보였고,6주(15.4%)에서 중등
도 내성,1주(2.6%)에서 내성을 보였다.뇌척수액에서 분리된 경우 5주의
경우 페니실린의 MIC는 0.003-0.5㎍/mL이었고 이중 2주는 감수성을 보
였고,3주는 중등도 내성이었다.Cefotaxime의 MIC는 0.008-0.38㎍/mL
이었고,5주 모두에서 감수성이었다.
혈청형별로 살펴보면 19F가 90.1%(39/43),19A가 94.1%(32/34),23F가

82.6%(19/23),6B가 66.7%(14/21)및 6A가 68.4%(13/19)로 흔하게 분리되
는 혈청형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혈청형에 비해 더 높은 페니실린 내성률
을 나타내었다(Table5).

Table5.Serotypesandpenicillinresistance.

discharge
(82.4) (67.6) (0.0) (52.9) (85.3)

I 0/34
(0.0)

0/34
(0.0)

1/34
(2.9)

9/34
(26.5)

0/34
(0.0)

Throat
R 9/12
(75.0)

8/12
(66.7)

0/12
(0.0)

5/12
(41.7)

10/12
(83.3)

I 0/12
(0.0)

0/12
(0.0)

0/12
(0.0)

4/12
(33.3)

0/12
(0.0)

Others
R 17/30
(56.7)

17/30
(56.7)

0./30
(0.0)

13/30
(43.3)

22/30
(73.3)

I 3/30
(10.0)

1/30
(3.3)

0./30
(0.0)

5/30
(16.7)

1/30
(3.3)

Total
R199/308(64.6)

182/303
(60.1)

6/302
(2.0)

147/303
(48.5)

224/303
(73.9)

I20/308(6.5)
13/303
(4.3)

2/302
(0.7)

67/303
(22.1)

11/30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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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7F,10A,13,15A,15B,19B,22F,23A,24A,24F,29,34,
unknownserotype.

현재 사용 중인 폐구균 7가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4,6B,
9V,14,18C,19F와 23F의 7개 혈청형의 경우에도 그 외 혈청형에 비해
더 높은 항생제 내성률을 나타내었다(Table6).

Table6.Antibioticresistanceaccordingtovaccineserotype.

Serotype
(No.ofisolates)

Resistant
No.(%)

Intermediate
No.(%)

19F(43) 39(90.1) 3(7.0)
19A (34) 32(94.1) 2(5.9)
23F(23) 19(82.6) 4(17.4)
6B(21) 14(66.7) 2(9.5)
6A (19) 13(68.4) 3(15.8)
3(16) 1(6.3) 0(0.0)
14(14) 8(57.1) 1(7.1)
11A (13) 7(53.8) 1(7.7)
9V(13) 9(69.2) 1(7.7)
4(8) 3(37.5) 1(12.5)
18(6) 3(50.0) 0(0.0)

Others*(98) 51(52.0) 2(2.0)
Total(308) 199(64.6) 20(6.5)

SerotypeS No.(%)ofisolates
Pen Cot Lev Tet Ery

Vaccine
serotype

R 95/128
(74.2)

92/127
(77.2)

4/127
(3.1)

60/127
(47.2)

103/127
(81.1)

I 12/128
(9.4)

6/127
(4.7)

2/127
(1.6)

31/127
(24.4)

3/127
(2.4)

Other
serotype

R 104/180
(57.8)

90/176
(51.1)

2/175
(1.1)

87/176
(49.4)

121/176
(68.8)

I 8/180
(4.4)

7/176
(4.0)

0/175
(0.0)

36/176
(20.5)

8/176
(4.5)

Total R 199/308 182/303 6/302 147/303 2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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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sceptibility,R:resistant,I:intermediate,Pen:penicillin,Cot:
cotrimoxazole,Lev:levofloxacine,Tet:tetracycline,Ery:erythromycin

페니실린 내성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 이하의 경우 78.1%,2세에서
15세 사이 연령 52.2%,15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64.0%로 조사되었다.
페니실린 외 cotrimoxazole,levofloxacin,tetracycline,erythromycin항생
제의 연령별 항생제 감수성은 다음과 같다(Table7).또한 페니실린에 내
성을 보이는 균주의 경우 다른 항생제에 대해서도 더 높은 내성률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8).

Table7.Antibioticresistanceaccordingtoage.

(64.6) (60.1) (2.0) (48.5) (73.9)
I 20/308

(6.5)
13/303
(4.3)

2/302
(0.7)

67/303
(22.1)

11/303
(3.6)

Age S No.(%)ofisolates
Pen Cot Lev Tet Ery

≤ 2years
R 25/32
(78.1)

26/30
(86.7)

0/30
(3.3)

15/30
(50.0)

28/30
(93.3)

I 4/32
(12.5)

1/30
(3.3)

1/30
(3.3)

9/30
(30.0)

0/30
(0.0)

2-15years
R 12/23
(52.2)

14/23
(60.9)

0/23
(0.0)

14/23
(60.9)

18/23
(78.3)

I 5/23
(21.7)

1/23
(4.3)

0/23
(0.0)

3/23
(13.0)

0/23
(0.0)

>15years
R 162/253(64.0)

142/250
(56.8)

6/249
(2.4)

118/250
(47.2)

178/250
(71.2)

I 11/253
(4.3)

11/250
(4.4)

1/249
(0.4)

55/250
(21.7)

11/250
(4.4)

Total
R 199/308(64.6)

182/303
(60.1)

6/302
(2.0)

147/303
(48.5)

224/303
(73.9)

I 20/308
(6.5)

13/303
(4.3)

2/302
(0.7)

67/303
(22.1)

11/30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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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sceptibility,R:resistant,I:intermediate,Pen:penicillin,Cot:
cotrimoxazole,Lev:levofloxacine,Tet:tetracycline,Ery:erythromycin

Table 8. Other antibiotic resistance according to penicillin
susceptibility.

S:susceptibility,R:resistant,I:intermediate

폐구균 7가 단백 결합 백신 시행 전,후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각각
70.6% 및 71.5%로 나타났다.
다제 내성 폐구균의 경우 3개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101

주(33.3%),4개 93주(30.7%),5개 2주(0.7%)로 3개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전체의 64.7%(196/303)이었다.이를 혈청형별로 살
펴보면 19F97.7%(42/43),19A 97.0%(32/33),23F100%(23/23)등으로 흔
한 혈청형일수록 다제내성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9).

S No.(%)ofisolates
Cotrimoxazole Levofloxacin Tetracycline Erythromycin

Penicillin
susceptible
group

R 9/86
(10.5)

1/85
(1.2)

27/86
(31.4)

22/86
(25.6)

I 6/86
(7.0)

0/85
(0.0)

11/86
(12.8)

3/86
(3.5)

Penicillin
intermediate
group

R 18/19
(94.7)

1/19
(5.3)

17/19
(89.5)

18/19
(94.7)

I 0/19
(0.0)

0/19
(0.0)

1/19
(5.3)

1/19
(5.3)

Penicillin
resistant
group

R 155/198
(78.3)

4/198
(2.0)

103/198
(52.0)

184/198
(92.9)

I 7/198
(3.5)

2/198
(1.0)

55/198
(27.8)

7/198
(3.5)

Total
R 182/303

(60.1)
6/302
(2.0)

147/303
(48.5)

224/303
(73.9)

I 13/303
(4.3)

2/302
(0.7)

67/303
(22.1)

11/30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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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Serotypeaccordingtomulti-drugresistance

*:7C,7F,10A,13,15A,15B,19B,22F,23A,24A,24F,29,34 ,
unknownserotype

Serotype
(No.oftested) No.(%)ofisolates
19F(43) 39(90.7)
19A (33) 32(97.0)
23F(23) 21(91.3)
6B(21) 15(71.4)
6A (19) 13(68.4)
3(15) 1(6.7)
14(14) 7(50.0)
11A (12) 8(66.7)
9V(12) 8(66.7)
4(8) 4(50.0)
18(6) 3(50.0)

Others*(97) 45(48.5)
Total(303) 19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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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1880년 Pasteur와 Sternberg에 의해 처음 폐구균이 분리된 이래,1882

년 Friedlander가 폐렴 환자에게서 폐구균을 분리하였고,1884년에는 처음
으로 폐렴 환자의 혈액에서 폐구균이 분리되었다.폐구균은 호흡기 분비
물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상기도 감염 시 균의 전파가 많아
겨울과 봄에 폐구균 질환의 빈도와 집락화의 빈도가 높게 된다.
1910년 Neufeld와 Haendel이 Quellung반응을 이용해 혈청형 분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90개의 혈청형이 알려져 있다.혈청형의 분포는 시
대,지역,질환별,숙주인자(연령,인종,선행조건)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
한다.시기에 따라 폐구균 혈청형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은 항생제 사용,
사회 경제 상태,인구 집단의 면역 약화 상태,혈액배양검사 방법 등의 변
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실례로 1928년부터 1998년까지 분리된 폐구
균 중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관련 질환은 15%에서
59%로 증가하였으나13,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 도입 이후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이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을 대체하여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14-17.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의 분포가 감소한다는 것은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의 효과에 의한 것이지만,또 다른 의미로 이 외의 다른 혈청형
이 증가함으로써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국내의 임상검체에서 분리한 폐구균에 대한 혈청형 분석에 의하면 혈청형
6A,6B,14,19F,23F가 67%를 차지하였다는 보고가 있고18,다른 연구에
서는 19F와 23F가 73%를 차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19.또한 Lee등20의
보고에 의하면 1998-1999년 기간 중 흔한 혈청군으로 6 (21.5%),23
(16.5%),19(15.7%)가 보고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19F,19A,23F,6B,6A,3및 14의 7개 혈청형이

64.2%(170/265)를 차지하였고,15세 이하 소아에서는 위 7개 혈청형이
86.5%(45/52)를 차지하였는데,특히 2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93.5%(29/31)
를 차지하여 성인과 비교할 때 소아에서 흔한 혈청형에 의한 질환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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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게 나타났다.혈청형의 빈도는 기존의 연구와 약간의 차이는 있
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과거 30여 년간 폐구균 감염 치료를 위해 페니실린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65년 미국의 Boston에서 폐구균의 페니실린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된다는 것이 처음 보고 된 후21,1967년 호주에서 페니실린에 중등도
내성을 갖는 페니실린 내성 폐구균 혈청형 23이 분리되었으며22,1997년에
는 SouthAfrica에서 여러 약제에 동시에 내성을 보이면서 페니실린에 대
한 최소 억제 농도가 4.0㎍/mL인 고도 내성 폐구균이 보고 되었다23.이
후 전 세계적으로 페니실린 내성 폐구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최근
다기관 surveillancestudy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페니실린 및 ceftriaxone
에 내성을 지닌 폐구균이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국내
에서는 1984년 홍 등24과 1985년 김 등25이 당시까지 검사 한 균주 중 페
니실린에 내성을 보인 폐구균 균주는 없다고 보고하였으나,1986년 이 등
26이 페니실린 중등도 내성 균주를 처음으로 보고한 이 후,페니실린 내성
률이 1986년 1.7%26이었던 것이 1992년에는 71%27로 보고 되었다.Song
등28은 1996-1997기간 중 79.7%의 페니실린 내성률을 보고하였고,Lee
등20은 85.5%의 페니실린 내성률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체별 항생제 내성률은 Table4와 같이 나타났다.특이할

만한 사항은 객담,이루 등에서 채취된 점막 감염 검체의 경우 항생제 내
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혈액에서 분리된 침습성 감염의 경우 항생
제 내성이 점막 감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혈
청형별 항생제 내성을 살펴보면 흔하게 분리되는 균의 경우 그렇지 않은
혈청형에 비해 더 높은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었으며(Table5),7가 폐구
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혈청형과 그 외의 혈청형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되는 혈청형의 경우에 더
높은 항생제 내성률을 나타내었다(Table6).이러한 결과는 흔하게 분포
되어 있는 혈청형일수록 질병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그에 따라 항생제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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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페니실린 내성률은 소아에게서 분리되는 폐구균이 성인에게서 분
리되는 경우에 비해 내성의 빈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5,6.이는 소아의
경우 폐구균에 의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질환에 더 잘
이환되고,항생제 사용의 빈도가 성인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본 연구에서도 연령별로 항생제 내성률을 살펴보게 되면(Table
7),2세 이하의 소아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았고,성인 연령으로 진
행 될수록 항생제 내성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다른 연구들과 같은 결
과를 보였다.
페니실린은 폐구균의 transpeptidase와 카르복시펩티드 분해효소에 결합

하여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막음으로써 작용을 나타낸다.폐구균이 페니실
린에 대해 내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페니실린 결합 단백의 친화력 감소
때문인데,폐구균은 인근의 다른 세균으로부터 내성획득을 위한 유전 물
질(geneticmaterial)을 습득하게 된다.페니실린 내성을 부호화하는 유전
물질은 DNA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이러한 DNA 서열은 다른 흔하게 사
용되는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유발하기 때문에,페니실린에 대한 내
성 폐구균은 다른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페니실린 내성 균주 획득과 관계된 인자로는 10세 이하의 소아 연
령,항균제의 사용,면역기능의 저하,심한 기저질환 등이 보고 되고 있다
29.페니실린 뿐 아니라 3개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
성 폐구균의 빈도가 증가 중인데,김 등30은 76.3%의 다제 내성률을 보고
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는 3개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경
우가 64.7%로 조사되었다.이전의 연구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는데 향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혈청형별로 이러한 다제내성률을 살펴보게 되면 흔하게 분리되는 혈
청형의 경우에 더 높은 다제내성률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9).
폐구균 감염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연령으로31특히

24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침습성 질환의 빈도가 높다.페니실린 내성 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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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197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14가 폐구균 백신이 인가되었고,1983
년부터 새로운 23가 다당질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백신은 다당질 항
원에 잘 반응하는 백신 접종 자에서 안전하며 침습성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폐구균 다당질 백신은
침습성 폐구균 감염의 위험이 가장 높은 영아 및 2세 이하 소아에서는 면
역원성 및 예방 효과가 낮기 때문에32,33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면역결핍
지환,악성 종양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효과가 낮다.2세 미
만의 소아와 상기 기저 질환을 가지는 환자의 경우 B세포 면역 계종의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에 B 세포 면역 계통에 의해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다당질 백신은 면역원성이 낮게 나타난다.또한 다당질 백신은 점막의 분
비형 항체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막에 보균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
지 못하며,따라서 중이염 등의 점막 감염을 예방하지 못하고,사람들 간
의 균의 전파를 막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의 2세 미만의 영아에게 그 효과가 가

장 크게 나타났고,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9.
또한 23가 다당질 백신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환아 들에게도 면역 반응
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이러한 기전은 다당질에 대한 반응을 T
cellindependentresponse에서 T celldependentresponse로 전환하는 것
에 기인한다35.
7가 폐구균 단백결합 백신의 도입 이후 어린 소아에서 질병 예방의 효

과가 나타나고 있으며9,Alpern등36의 연구에 의하면 2-24개월 소아 균혈
증 환자 혈청형 검사 상 97.7%가 7가 단백결합 백신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7가 폐구균 단백결합 백신이 상당수의 폐구균 균혈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34.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 도입 이후 미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침습

성 폐구균 질환의 감소와 함께 집단 면역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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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또한 백신 비포함 혈청형에 의한 침습성 질환이 나타나고는 있으
나 현재까지 뚜렷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
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37.또한 최근의 연구38에 의하면 소아에서 7가 폐
구균 단백 결합 백신이 시행 된 이래 성인 환자에서 폐구균에 의한 침습
성 감염이 감소하는 양상 또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7가 폐구균 단백결합 백신의 효과는 백신 접종 지역의 우세 혈

청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미국 및 서구의 경
우 소아 침습성 질환을 일으키는 혈청형의 80% 정도가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그 외의 지역에
서는 50-70%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내의 경우 이 등39의 보
고에 의하면 혈청형 간의 교차 반응을 고려할 때 57-80%를 포함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되는 혈청형이 전체의

48.3%(128/265)이었으며,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 이하 소아의 경우
58.1%(18/31),2세에서 15세 이하 소아의 경우 66.7%(14/21)이었으며,백
신 관련 혈청형을 포함할 경우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의 경우 60% 이상의 혈청형이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되
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이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현재까지 7가 폐구균 단
백 결합 백신 도입에 따른 혈청형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으나,외국
의 사례를 볼 때 폐구균 혈청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현재

까지 예방 접종 도입에 따른 혈청형 변화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또한 서울 지역의 한 병원에서 분리된 검체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다.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폐구균 혈청형 변화에 대한 조
사를 시행하고 다기관이 참여하는 전국적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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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본 연구에서는 폐구균의 혈청형으로는 19F,19A,23F,6B,6A,3및 14

등이 흔하게 분리되었으며,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19F,19A,23F,14,6B,
6A 및 11A 등이 분리되어 빈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페니실린 내성률은 64.6%로 조사되었으며,소아 환자의 경우 67.3%의
내성률을 나타내었다.7가 폐구균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되는 비율은
48.3%였고,소아에서는 61.5%로 성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현재 시
행 중인 예방 접종의 지속적 시행이 필요함과 동시에,향후 예상되는 혈
청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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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otypeandAntimicrobialSusceptibilityofStreptococcuspneumon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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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ococcus is the mostcommon cause ofacute otitis media,
communityacquiredpneumoniaandinvasivebacterialdiseasessuchas
sepsis,peritonitisand meningitisin children.Ninety serotypeshave
beenidentifiedandthedistributiondiffersaccordingtogeographicarea
andages.Pneumococcalsepsiscausesahighmortalityratedespitethe
development of new antibiotics from the emergence of antibiotic
resistantstrains.The7valentpneumococcalconjugatevaccineisused
widely.To evaluatetheefficacy ofthevaccine,itisessentialto
investigatethedistributionofthepneumococcalserotypes.
Theserotypesandantibioticresistanceofthepneumococcusisolated

from 308patientsatShinchonSeverancehospitalfrom Septemberof
2001toJulyof2005wereanalyzed.
Thepneumococcuswereisolatedmostlyfrom sputum andblood,ear

discharge,pharynxinthedescendingorder.
Serotyping was possible in 265 cases and the distribution of

serotypeswere19F(16.2%),19A(12.8%),23F(8.7%),6B(7.9%),6A(7.2%)
and3(6.0%).Fiftytwocaseswereisolatedfrom thosepatientsless
than16yearsofageandthedistributionofserotypeswas19F,19A,
23F,14,6B,6A,4and11A whichwassimilartothetotal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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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topenicillinwas64.6% inallcasesand67.3% inchildren.
Thehighestrateofpenicillinresistancewas78.1% inthoselessthan
2yearsofage.Themorecommonserotypeshowedthehigherrateof
penicillin resistance.Multi-drug resistance,resistantto 3 ormore
antibioticswasdemonstrated in 64.7% ofthesamples.Forty three
percentofthetotalidentifiedserotypeswereincludedinthe 7valent
pneumococcalconjugatevaccine.And61.5% oftheserotypesidentified
inchildrenwereincludedinthevaccine.Thepneumococcalconjugate
vaccineshouldberecommended.A serotypeswitchaftertheuseof
the protein conjugated vaccine,which has been reported in other
countries,hasnotbeendemonstratedinKoreayet.Furtherstudyis
neededtoaddressthisissue.

Key words : Streptococcus pneumoniae, serotype, antibiotics,
resistance,7valentpneumococcusproteinconjugate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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