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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옥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800만 예 이상의 중증 패혈증이 발생되

소개하고자 한다.

며, 미국의 경우 매년 약 75만 명의 중증 패혈증 환자 중 약

패혈증의 원인균

215,000명이 사망한다고 보고되었고, 치명률이 28~50%이 이르는
매우 위중한 질병이다(1). 따라서 패혈증의 신속한 원인균 진단은
병원 미생물검사실의 최우선 업무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분자생

국내(6)의 대규모 연구 결과와 외국(7-8)의 대규모 최근 연구

물학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병원균의 신속한 검출 방법이 도입되고

결과 보고를 비교해 보면(Table 1), Staphylococcus aureus 및 기

있으므로(2-4), 향후 치료법의 개선 및 진료 체계의 개선 등으로

타 coagulase 음성 staphylococci가 40~50%로 가장 중요한 원인균

중증 패혈증의 예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며, E. coli, Enterococci, Klebsiella 등이 중요한 병원균으로, 한

한편 분자생물학적인 진단법은 민감도가 높으므로, 일시적인

국과 미국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균혈증을 검출하거나 dead organism을 검출하여 오히려 치료에

그러므로 상기한 몇몇 중요한 병원균에 대한 다중 시발체 또는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오염 문제도 철저하게 배제하여

염기서열 특이 probe를 이용하는 분자생물학적인 검사법이 개발

야 한다(5). 고가의 검사이므로 신속한 진단이 예후에 매우 중요한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환자실 환자나, 신생아, 노인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용

패혈증 진단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진단법

효과적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패혈증에 대한 대규모 또는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유병률 및 치명률에 대한 국내 자료를 찾기
어렵다. 본 워크샵에서는 패혈증의 원인균 검출을 위한 분자생물
학적인 방법 중, 국내에 소개가 되어있거나, 상품화 및 상품화 단
계에 와 있는 실시간 PCR 제품 및 multiplex PCR 제품을 중심으로

1. Fluorescence-based Multiparameter Real-Time PCR
(SeptiFast,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
LightCyclerⓇ SeptiFast (SF) Test는 실시간 핵산증폭반응 및
DNA Master Hybridization Probes를 사용하여, 패혈증 환자의 혈

Table 1. The 10 Most Commonly Isolated Pathogens Associated with Blood Stream Infection
Microorganism
No. Isolates
CNS

S. aureus
E. coli
Viridans streptococci
Klebsiella spp.
Enterococcus spp.

P. aeruginosa
S. pneumoniae
Enterobacter spp.

Β-hemolytic streptococci

Acinetobacter baumanii
Steno. maltophilia
Fungi
Anaerobes

Korea, 2007 (6)

North America, 2002 (7)

USA, nosocomial, 2004 (8)

24,877

25,745

24,179

30.6
11.6
7.4
6.6
6.2
5.9
2.9
1.4
2.2
0.9
1.9
0.5
4.1
2.3

12.6
25.3
17.3
1.7
7.4
10.2
4.3
4.9
3.5
3.6

31.3
20.2
5.6
4.8
9.4
4.3
3.9
1.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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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ptiFast Master List for the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25 Bacterial and Fungal Pathogen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Sepsis Cases
Gram

(-) bacteria

E. coli
K. pneumoniae/oxytoca
Serratia marcescens
E. cloacae/aerogenes
Proteus mirabilis
Pseudomonas aeruginosa
Acinetobacter baumannii
S. maltophilia

Gram (+) bacteria

Fungi

Staphylococcus aureus

Candida albicans
Candida tropicalis
Candida parapsilosis
Candida glabrata
Candida krusei
Aspergillus fumigatus

CoNS* (S. epidermidis, haemolyticus)

Strep. pneumoniae
Strep. viridans
Strep. pyogenes
Strep. agalactiae
Enterococcus faecium
Enterococcus faecali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영동법을 사용하면, 더 많은 검사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된다.
검사과정 :
1) 핵산추출
2) 스크리닝용 Multiplex PCR: Sepsis Group Screening 1, 2
3) 동정용 Multiplex PCR: Sepsis ID 1, 2, 3, 4, 5
4) Electrophoresis
5) 필요 시, 항생제 내성 유전자 검출(mecA, Van A, Van B)
검체 : 혈액 및 체액 이외에도, 요, 객담, 혈액 제제 등의 검체로
도 검사가 가능하다.

Fig. 1. Flow chart of the SeptiFast Test from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

액에서 SeptiFast Master List (Table 2)에 들어있는 총 25종의 세균

평가: 이 키트는 국내 회사에서 개발하였으며, 아직 학술지에
출판된 평가 보고는 나와 있지 않다. 몇몇 의료기관에서 현재 평가
중이다.

및 진균의 DNA를 검출하는 검사키트이다. 유럽에서는 2006년 1

두가지 그룹 스크리닝을 시행하여 양성이 나오면 해당되는 동

월부터 상품화되어 공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몇몇 의료기관에

정용 키트를 사용하여 다시 multiplex PCR을 시행해야 한다. 동정

서 평가 단계에 있다.

용 키트는 Staphylococci 22종, Streptococci 24종, Enterococci 2

K-EDTA 혈액검체 3 mL로 총 25종의 세균 및 진균을 6시간
이내에 검출할 수 있으므로(Fig. 1) 패혈증 환자의 진료에 큰 도움
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신속성 이외에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으며, 복합 감염의 검출에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

종, Fungi 6종, 그람음성간균 10 종을 검출하므로 총 64종의 균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epsis Drug Resistance 키트로 mecA, Van A,

Van B 유전자를 추가로 검출할 수도 있다.

었다(2, 3).
그러나 시약 가격이 고가여서 국내에서는 도입하기 어렵고, 죽

신속한 진단이 항생제 치료 및 예후에 미치는 효과

은 균도 검출하므로 임상적인 증세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의의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내 경험: 도관 관련 패혈증 (unpublished)
방법: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도관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2. Multiplex PCR-based SeeplexⓇ Sepsis DNA Test
(Seegene, Inc., Seoul, Korea)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혈액 배양과 함께 SeptiFast (SF) 검사를 병
행하였으며 대조군 35명에게는 혈액 배양만 시행하였다. 혈액 배

환자의 EDTA 혈액 400 uL 또는 체액 200 uL로 총 64종의 세균

양 혹은 SF 검사 결과에 부합하는 적절한 항생제가 투여되기까지

및 진균을 검출하며 세 가지 약제 내성 유전자도 동시에 검출할

의 기간 및 SF 검사 결과 확인 후 항생제를 투여한 군(SF군)과 혈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검사 시간은 5시간이라고 하나, 검사실

액 배양 결과 확인 후 항생제를 투여한 군에서 제한 항생제의 사용

에 따라서 수동 핵산추출법을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아가로스 전기

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SF군과 대조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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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the Seepplex Sepsis DNA test kits for Group Screening

Table 4. Composition of the Seeplex Sepsis DNA Test Kits for Identification

에서 3일, 7일, 30일 째 임상반응의 지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혈액 배양 결과와 SF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결론: SeptiFast test를 이용하여 균종을 확인하는데 소

4. 신속한 균동정이 주치의사의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가?
5. 신속한 균동정이 환자의 예후 및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요되는 시간은 약 20시간으로 혈액 배양에 비해 평균 4일 이상
진단 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SF군에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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