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소 A 음성, 독소 B 양성 

Clostridium difficile 변이주의 

분자유전학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수  정 



독소 A 음성, 독소 B 양성 

Clostridium difficile 변이주의 

분자유전학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수  정 



독소 A 음성, 독소 B 양성 

Clostridium difficile 변이주의 

분자유전학적 특성 

 

지도교수 이 경 원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 년 12 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수   정 



김수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년  12 월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완성함에 있어 부족한 본인을 끊임없이 

지도편달해 주신 이경원 교수님과 바쁘신 중에도 

교열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아낌없는 조언으로 

논문의 완성을 격려해주신 이봉기 교수님, 김희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험 에 

도움을 주신 서영희 연구원과 세브란스병원 

미생물파트 직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부모님께 조그만 효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저자 씀 

 



 

<차례> 

국문요약··········································································1 

Ⅰ. 서론 ·········································································2 

II . 재료 및 방법 ······························································5 

1. 대상 ······································································5 

2. 방법 ······································································5 

가. Clostridium difficile의 배양 및 동정 ·················5 

나. C. difficile의 독소유전자 PCR ···························6 

다. C. difficile의 PCR-ribotyping ···························6 

라. C. difficile의 toxinotyping ·······························7 

마. C. difficile 염색체 DNA의 pulsed-field gel electro- 

phoresis ·························································7 

III. 결과 ··········································································9 

1. C. difficile의 PCR-ribotyping 결과 ··························9 

2. C. difficile의 toxinotyping 결과 ·····························9 

3. C. difficile 염색체 DNA의 pulsed-field gel electro- 

phoresis 결과 ······················································10 

4. C. difficile 분리 환자의 진료과와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성상 ············································12 

IV. 고찰 ·······································································14 

V . 결론 ·······································································17 

참고문헌·········································································18 

영문요약·········································································24 



 

그림 차례 

 

Figure 1. PCR-ribotyping of Clostridium difficile ···9 

Figure 2. Toxinotyping of A
-
B

+
 Clostridium difficile 

········································································10 

Figure 3.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and 

dendrogram of chromosomal DNA of Clostridium 

difficile ····························································11 

Figure 4. Admission departments at Severance 

Hospital of patients from whom A
-
B

+
 Clostridium 

difficile were isolated in 2007 ···························13 

 

 

표 차례 

 

Table 1.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analysis of 

A
-
B

+
 Clostridium difficile ··································11 

Table 2.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analysis 

and PCR-ribotyping of A
+
B

+
 Clostridium difficile 

········································································12 



 1 

<국문요약> 

 

독소 A 음성, 독소 B 양성 Clostridium difficile 변이주의 

분자유전학적 특성 

 

Clostridium difficile은 항균제 연관 설사의 주된 원인균이고, 

대표적인 원내 감염균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C. difficile은 독소 

A와 독소 B를 함께 생성하여 사람에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래에 독소 B만을 생성하는 A-B+ 변이주가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6개 병원에서 

분리된 C. difficile A-B+ 변이주의 분자유전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995-2007년 세브란스병원에서 분리된 A-

B+ 변이주 68주와 2007-2008년 다른 5개 병원에서 분리된 

A-B+ 변이주 15주를 대상으로 PCR-ribotyping, toxinotyping,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를 시행하였다. PFGE 

대조균주로 C. difficile A+B+ 균주 20주를 시험하였다. A+B+ 

균주는 ribotype 10개 형 및 PFGE 13개 형, 15개 아형으로 

다양하였으며, A-B+ 변이주는 모두 동일한 ribotype 017, 

toxinotype Ⅷ이었으나, PFGE에서만 39.8%의 균주만이 동일한 

밴드 형태를 보였다. 즉, 가장 흔한 A1형과 1-6개의 밴드 

차이를 보이는 6개 형, 13개 아형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일부 

PFGE 성상을 보이는 A-B+ 균주가 특정 진료과 환자에 흔하여 

병원 환경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핵심되는 말 : Clostridium difficile, A-B+ 변이주,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ribotyping, toxinotyping 



 2 

독소 A 음성, 독소 B 양성 Clostridium difficile 변이주의 

분자유전학적 특성 

 

<지도교수 이경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수 정 

 

Ⅰ. 서론 

 

Clostridium difficile은 아포를 형성하는 혐기성 그람양성 간균으로 

대표적인 원내 감염균 중 하나이다1. C. difficile은 1978년 

clindamycin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분리되어 위막성 대장염을 

유발하는 원인균임이 처음 밝혀졌고, 이후 항균제 연관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보고되고 있다2. 정상인에서는 장내 상재균이 C. 

difficile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항균제 투여 등으로 정상 장내 

상재균이 억제되면 C. difficile이 증식하여 C. difficile 연관 

질환(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sease, CDAD)의 여러가지 

임상적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3, 4. 많은 항균제가 CDAD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암치료, 장수술 등도 CDAD의 

위험인자로 보고되어 있다5-7. CDAD를 일으키는 주된 독성인자는 C. 

difficile이 생성하는 장독소인 독소 A와 세포독소인 독소 B로서, 두 

독소 모두 당전이효소(glucosyltransferase) 활성을 가져, 세포 

내에서 GTP 결합 단백(GTP-binding protein)에 작용하여 독성을 



 3 

나타낸다8. 두 독소 모두 사람의 결장에서 점막 손상 및 전기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며, 특히 독소 B가 10배 적은 양으로도 독소 A와 

동일한 변화를 일으켜 C. difficile 감염증에서 독소 B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9. 독소 A와 B는 각각 tcdA와 tcdB 

유전자에 의해 생성되는데, 이들 유전자는 19.6 kb의 Pathogencity 

Locus (PaLoc)에 위치한다10. 

과거에는 독소 B를 생성하는 균주가 독소 A도 함께 생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1990년대 초, 독소 A는 생성하지 않으면서 

독소 B만을 생성하는 변이주가 보고되었다11, 12. A-B+ 변이주가 A+B+ 

균주와 유사한 임상 질환을 유발하는 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동물실험에서 A-B+ 변이주가 장내 출혈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었고, 몇차례의 집단 감염 사례 등을 통해 A-B+ 

변이주가 위막성 대장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13-15. 현재까지 A-B+ 변이주는 toxinotype Ⅷ, Ⅹ, 

ⅩⅥ, ⅩⅦ의 4 종류가 보고되었으나, 사람에서 분리되는 변이주는 

대부분 toxinotype Ⅷ이다16. A-B+ 변이주는 tcdA 유전자의 반복 

서열에 결손이 있어 독소 A를 생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7. 

Toxinotype Ⅷ 균주의 경우, tcdB에서도 변이가 관찰된다. 즉, A+B+ 

균주인 VPI10463이 생성하는 독소 B가 GTP 결합 단백 중 RhoA, 

Rac1, Cdc42를 당화(glucosylation)하는 반면, A-B+ 변이주의 독소 

B는 Rac1과 R-Ras는 당화하지만 RhoA와 Cdc42는 당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8, 19. 이로 인해 세포독성검사시 다른 형태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이것이 어떤 임상적 의의를 갖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A-B+ 변이주의 분리율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1998-1999년 프랑스에서 A-B+ 변이주의 비율이 2.7%이었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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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2000년에 12.5%였으나 2001년에 58.1%, 2002년 

87.9%, 2003년 9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0, 21. 또한, 

캐나다, 네델란드, 일본에서 A-B+ 변이주에 의한 집단감염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4-16. 한국은 A-B+ 변이주가 1995년 처음 

보고되었으며, 당시 분리율은 4.2%이었으나, 2002년 13.0%, 2003년 

15.2%, 2006년 27.1%로 증가추세에 있다22.  

A-B+ 변이주의 분자역학적 연구는 PCR-ribotyping, PCR-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를 이용한 

toxinotyping,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FLP), restriction endonuclease 

analysis (REA), random amplification of polymorphic DNA (RAPD),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등의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23-26. 기존 연구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분리된 A-B+ 

균주들이 유사한 분자역학적 결과를 보여 이들 변이주가 유전적 

다양성이 적다고 보고되었다16, 24, 26.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A-B+ 

변이주의 PFGE 성상이 다양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5, 27. 본 

연구에서는 국내 6개 기관에서 분리된 A-B+ 변이주를 대상으로 

PCR-ribotyping, RFLP를 이용한 toxinotyping 및 PFGE를 시행하고, 

외국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그 분자유전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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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C. difficile A-B+ 변이주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 환자에서 분리된 46주, 1995-2006년에 

세브란스병원에서 분리된 C. difficile A-B+ 중 임의로 선택한 22주, 

2007-2008년에 다른 병원에서 분리된 15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른 병원 분리주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대전,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분리된 균주를 각각 3주씩 임의로 선택하였다. C. difficile A+B+ 

20주는 2007년 세브란스병원 분리주 중 임의로 선택하였으며, 

PFGE와 PCR-ribotyping의 대조군으로서 시험하였다.  

 

2. 방법 

 

가. Clostridium difficile의 배양 및 동정 

 

C. difficile 배양은 설사변 또는 무른변만을 검사하였으며, 면봉으로 

채취한 검체는 양이 불충분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검체 

접종은 혐기성 상자(Forma Scientific, Thermo Electron Corp., 

Waltham, MA, USA) 안에서 시행하였다. 즉, 충분한 양의 설사변을 

0.01 mL 일회용 loop을 이용하여 Clostridium difficile selective 

agar (CDSA,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에 

접종하였다. 항온기에서 35℃에 48시간 배양한 후 특징적인 냄새, 

집락, 도말염색 형태, 또는 API rapid ID 32A system (bioMerieux, 

Marcy-l’Etoile, France)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분리한 균주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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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m milk 배지에 넣어 -70℃에 냉동 보관하였다. 

 

나. C. difficile의 독소유전자 PCR 

 

CDSA에서 증식한 집락을 이용하여 C. difficile 독소유전자 PCR을 

시행하였다28. 집락부유액을 10분간 가열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시발체는 tcdA PCR에 NK2 (5’-CCCAATAGAAGATTCAATATTAA 

GCTT-3’)와 NK3 (5’-GGAAGAAAAGAACTTCTGGCTCACTCAGG 

T-3’)를, tcdA의 반복서열에 대해서는 NK9 (5’-CCACCAGCTGCAG 

CCATA-3’)와 NK11(5’-TGATGCTAATAATGAATCTAAAATGGT 

AAC-3’)을, tcdB PCR은 NK104 (5’-GTGTAGCAATGAAAGTCCAA 

GTTTACGC-3’)와 NK105 (5’-CACTTAGCTCTTTGATTGCTGCA 

CCT-3’)를 사용하였다. 

 

다. C. difficile의 PCR-ribotyping 

 

PCR-ribotyping은 Stubbs 등29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행하였다. 

집락부유액을 가열하여 DNA를 추출 후, C. difficile의 16S ribosomal 

RNA의 1445-1466 염기에 상응하는 시발체인 CD-1 (5’-CTGGGGT 

GAAGTCGTAACAAGG-3’)과 CD-1445 (5’-GCGCCCTTTGTAGCT 

TGACC-3’)를 이용하여 PCR을 시행한 후, 75℃에서 40분간 

농축하였다. 농축한 PCR 산물을 8℃에서 100 V로 100분간 

전기영동하여 밴드를 확인하였다. 한 개의 밴드라도 차이가 있으면 

다른 형으로 판정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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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 difficile의 toxinotyping 

 

PCR-RFLP법을 이용하여 toxinotyping을 시행하였다31. 

집락부유액을 가열하여 DNA를 추출하고, tcdB의 5’ 끝에 위치한 

B1과 tcdA의 3’ 끝에 위치한 A3 절편을 시발체 B1C (5’-AGAAAAT 

TTTATGAGTTTAGTTAATAGAAA-3’)와 B2N (5’-CAGATAATGT 

AGGAAGTAAGTCTATAG-3’), A3C (5’-TATTGATAGCACCTGAT 

TTATATACAAG-3’)와 A4N (5’-TTATCAAACATATATTTTAGCC 

ATATATC-3’)을 각각 이용하여 증폭시켰다. PCR 산물을 확인한 후, 

B1 PCR 산물에 HincII와 AccI을 각각 처리하고, A3 PCR 산물에 

EcoRI을 처리한 후, 전기영동하였다. 제한효소반응에 의한 절편의 

크기를 기존에 보고된 형태와 비교하여 toxinotype을 결정하였다31. 

 

마. C. difficile 염색체 DNA의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Alonso 등32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험하였다. 냉동보관하였던 

균주를 2번 계대배양한 후 brain heart infusion 배지로 부유액을 

만들었다. 부유액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물을 다시 

lysozyme 용액에 부유시켰다. 50℃까지 가온한 한천과 부유액을 

섞고, plug 틀에 부은 후 냉장하여 plug를 만들었다. Plug를 

lysozyme 용액에 넣고 배양한 후 세척하고 다시 proteinase K 

용액에 넣고 배양한 후 세척하였다. Plug를 SmaⅠ 제한효소 

완충용액에 넣고 하룻밤 배양한 후, 세척하고 thiourea를 넣은 

전기영동 완충용액에 넣었다. Thiourea가 200 μM 농도로 포함된 

gel을 제작하고 plug를 넣어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은 6 V에서 

20시간동안 시행하였으며, pulse는 4초에 시작하여 30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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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였다. Gel을 ethidium bromide로 30분간 염색하고 자외선을 

투과하여 관찰하였다. 전기영동 결과 육안으로 밴드형태가 동일한 

경우, 그 중 대표균주 1주씩만을 선별하여 FPQuest version 4.5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endrogram은 arithmetic averages를 이용한 unweighted-pair 

group method와 Dice coeffients를 설정하여 구하였고, 

최적화(optimization)와 위치허용(band position tolerance)은 각각 

0.5%와 1.0%로 설정하였다. 상동계수(similarity coefficient)가 80% 

이상인 균주들을 같은 형으로 분류하였고, 같은 형이지만 한 개의 

밴드라도 차이가 있으면 다른 아형으로 판정하였다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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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C. difficile의 PCR-ribotyping 결과 

 

모든 C. difficile A-B+ 변이주는 동일한 밴드 형태를 보였고, 이는 

기존에 보고된 ribotype 017과 동일하였다(Figure 1)35. 반면, 

대조균주인 A+B+ 균주는 10가지 다른 밴드 형태를 나타내었다 

(Table 2). 

 

 

Figure 1. PCR-ribotyping of Clostridium difficile. Lane 1, 

molecular size marker; lanes 2-7, A-B+ strains; lanes 8-13, A+B+ 

strains 

 

2. C. difficile의 toxinotyping 결과 

 

C. difficile A-B+ 변이주의 tcdA의 A3 절편에 대한 PCR 결과 

A+B+ 균주와는 약 1.8 kb 정도의 크기 차이를 보여 결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FLP 결과 모든 A-B+ 변이주가 toxinotype Ⅷ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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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oxinotyping of A-B+ Clostridium difficile. Lane 1, 

molecular size marker; Lane 2, HincⅡ restriction pattern of B1-

PCR fragment; Lane 3, AccⅠ restriction pattern of B1-PCR 

fragment; Lane 4, EcoRⅠ restriction pattern of A3-PCR fragment 

 

3. C. difficile 염색체 DNA의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결과 

 

C. difficile A-B+ 변이주 83주는 6개 형, 13개 아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Figure 3). 이 중에서 33주(39.8%)가 동일한 밴드 형태를 

보였고(A1형), 나머지 49주는 A1형과 1-6개의 밴드 차이를 보였다. 

2007년 세브란스병원에서 분리된 46주는 A, B 및 C의 3개 형(7개 

아형)으로, 1995-2006년 세브란스병원 분리주 21주는 A, B, C 및 

E의 4개 형(8개 아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다른 병원 분리주 15주는 

A, B, D 및 F의 4개 형(7개 아형)으로 분류되었다(Table 1). 반면에 

2007년 세브란스병원에서 분리된 A+B+ 균주 20주는 G-S의 13개 

형(15개 아형)으로 다양하였다(Table 2). 1995년 세브란스병원 

분리주와 A+B+ 균주 각 1주는 DNA 손상으로 인해 결과를 해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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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and dendrogram of 

chromosomal DNA of Clostridium difficile. 

 

Table 1.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analysis of A-B+ 

Clostridium difficile 

 



 12 

Table 2.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analysis and PCR-

ribotyping of A+B+ Clostridium difficile 

 

 

4. C. difficile 분리 환자의 진료과와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성상 

 

 2007년에 세브란스병원에서 C. difficile A-B+ 변이주가 분리된 

환자의 진료과별 입원기록을 PFGE 결과와 비교하였다(Figure 4). 

PFGE 결과 A1형이었던 23주 중 19주가 혈액내과 입원환자에서, 

3주가 종양내과 환자에서 각각 분리되었다. B2형 8주 중 4주가 

종양내과 입원환자에서 분리되었고, 3주가 혈액내과 환자에서 

분리되었다.



 

  

 

Figure 4. Admission departments at Severance Hospital of patients from whom A
-
B

+
 Clostridium difficile 

were isolated in 2007. The period before May 2006 is omitted. The pattern of the bars indicates the 

admission department. The dots indicate the time of isolation of A
-
B

+
 C. difficile.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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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C. difficile A-B+ 변이주는 국내 및 일부 국가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21, 22. 본 연구에서는 PCR-ribotyping, toxinotyping, PFGE를 

통하여 국내 A-B+ 변이주의 분자유전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A-B+ 변이주에 대해 여러가지 분자역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몇몇 연구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분리된 

균주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 A-B+ 변이주가 

유전적 다양성이 적다고 보고하였다16, 24, 26.  

van den Berg 등23은 캐나다, 미국, 폴란드,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델란드에서 분리된 A-B+ 변이주 39주에 대해 PCR-ribotyping 및 

AFLP를 시행하였을 때 37주가 ribotype 017이면서 동일한 AFLP 

결과를 보여 세계적으로 단일 클론의 A-B+ 변이주가 전파되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다국적 연구들에서 A-B+ 

변이주를 대상으로 REA, MLST 또는 DNA microarray를 시행하였을 

때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A-B+ 변이주가 유전적 

다양성이 적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24, 26, 36.  

반면, 폴란드의 여러 병원과 일본에서 분리된 A-B+ 변이주에 대해 

RAPD, PCR-ribotyping, PFGE를 시행한 연구에서 폴란드 균주 

4주와 일본 균주 1주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10주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다른 유전형을 갖는 균주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5. 또한, 일본에서 분리된 A-B+ 10주를 대상으로 PFGE를 

시행한 연구에서도 병원에 따라 다른 PFGE 결과를 보였고, 함께 

시험한 집단감염 균주와도 구별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PFGE가 

유전적 아형을 세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27.  

과거에는 C. difficile의 분자역학적 분석에 있어서 PFG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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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성은 높으나 DNA 손상으로 인해 결과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와 동일한 재현성을 가지면서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PCR-ribotyping이 가장 우수한 검사로 여겨졌다37. 실제로 폴란드 A-

B+ 균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7주 중 8주는 DNA 손상으로 인해 

PFGE 결과를 해석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25. 본 연구에 앞서, 기존의 

방법으로 C. difficile에 대해 PFGE를 시행하였는데, 당시에는 DNA 

손상으로 인해 해석 가능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Alonso 

등32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2주를 제외하고는 

DNA 손상없이 해석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신선한 

집락을 이용하여 아포 형성을 억제하였고, 고농도 proteinase K 및 

thiourea를 사용하여 DNA의 손상을 억제하여 PFGE 분석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32.  

본 연구에서 A+B+ 균주의 다양한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A-B+ 

변이주는 ribotype 017, toxinotype Ⅷ이었으나, PFGE에서는 

39.8%의 균주만이 동일한 밴드 형태를 보였다. 즉, 가장 흔한 

A1형과 1-6개의 밴드 차이를 보이는 6개 형, 13개 아형으로 

분류되었다. PCR-ribotyping과 toxinotyping을 통해서는 A-B+ 

균주를 분류할 수 없었으나 PFGE를 통해 다양한 밴드 형태를 

구별할 수 있었으므로, A-B+ 균주의 분자역학적 분석에 있어서 위의 

3가지 방법 중 PFGE가 가장 뛰어난 감별능을 가지는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도 세브란스병원과 동일한 PFGE 

결과를 보이는 균주가 분리되었는데, 이는 동일한 클론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는 다른 지역 균주의 일부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역학적 분포를 분석할 수는 없었다. 

2007년 세브란스병원에서 A-B+ 변이주가 분리된 환자의 진료과별 

입원기록과 PFGE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특정 진료과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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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GE 아형이 주로 분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특히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환자에서 A1형 균주의 분리가 많았다. 

혈액내과와 종양내과의 경우, 항암 치료 및 이에 수반되는 항균제 

사용으로 인해 C. difficile 감염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타과에 비해 

더욱 많은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동일한 아형의 균주가 

집단적으로 분리된 것은 해당 진료과의 병동 환경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 대학병원의 한 병동에서 연속적으로 시행한 환경 배양에서 

동일한 arbitrarily primed PCR 결과를 보이는 C. difficile 균주가 

2년간 분리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클론의 C. 

difficile이 아포 형성을 통해 장기간 병원 환경에 존재하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38. PFGE A1형 균주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에서 2002년부터 분리되었는데, 이 균주가 과거부터 

계속 분리되어 왔고, 2007년에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환자에서 주로 

분리된 것은, 국내 A-B+ 균주의 유전적 다양성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진료과별로 유사한 질환의 환자가 입원하여 

질환별로 비슷한 약제를 사용하는 점이 특정 균주의 감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PFGE를 통해 13가지 

다양한 아형을 감별할 수 있었는 데도 한가지 아형이 주로 분리된 

점이나 병원 환경에서 같은 C. difficile이 지속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이 균주가 세브란스병원의 병원 환경, 

특히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병동에 계속 존재하면서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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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 국내 C. difficile A-B+ 변이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PCR-ribotyping, toxinotyping 결과는 시험 균주 모두가 

동일하였으나 PFGE 결과 가장 흔한 A1형과 1-6개 밴드 차이를 

보이는 6개 형, 13개 아형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일부 PFGE 성상을 

보이는 A-B+ 균주가 특정 진료과 환자에 흔하여 병원 환경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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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tridium difficile is a major cause of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and one of the most common nosocomial pathogen. 

Recently, A-B+ variants, producing only toxin B, have been 

increasingly isolated. The aim of the study is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A-B+ variants isolated from six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We performed PCR-ribotyping, 

toxinotyping, and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PFGE) 

with 68 A-B+ strains isolated from Severance Hospital in 

1995-2007 and 15 strains from other five hospitals in 2007-

2008. Twenty clinical isolates of A+B+ 
C. difficile strains 

were included as a control group of PFGE. A+B+ strains 

showed diverse results of 10 ribotypes and 13 PFGE types 

(15 subtypes). While all A-B+ strains were ribotype 017 and 

toxinotype Ⅷ, only 39.8% of strains showed the same PFGE 

pattern, A1 type. Six types and thirteen subtypes of A-B+ 

strains which have 1-6 band differences from the major A1 

type, could be discriminated by PFGE. The clustering of 

some PFGE patterns in certain admission departments imply 

the possibility of transmission of C. difficile by hospi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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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Clostridium difficile, A-B+ variant,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ribotyping, toxinotyping 


	차례
	국문요약
	Ⅰ. 서론
	II 재료 및 방법
	1. 대상
	2. 방법
	가. Clostridium difficile의 배양 및 동정
	나. C. difficile의 독소유전자 PCR
	다. C. difficile의 PCR-ribotyping
	라. C. difficile의 toxinotyping
	마. C. difficile 염색체 DNA의 pulsed-field gel electro- phoresis


	III. 결과
	1. C. difficile의 PCR-ribotyping 결과
	2. C. difficile의 toxinotyping 결과
	3. C. difficile 염색체 DNA의 pulsed-field gel electro- phoresis 결과
	4. C. difficile 분리 환자의 진료과와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성상

	IV.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