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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microbial resistance rate in bacteria has increased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transfer
of antimicrobial resistant determinants on mobile genetic elements could cause the accelerated
emergence and spread of multidrug resistant bacteri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minoglycoside
resistance determinants transferred by mobile genetic elements in a total of 33 aminoglycoside
non-susceptible E. coli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in Chungcheong province. 16S ribosomal
RNA methyl-transferases (RMTases) and aminoglycoside-modifying enzyme (AME) genes were
detected via PCR and DNA sequencing. The most common AME genes were aac (3 ′)-II gene
(54.5%), followed by aph (3 ′)-Ia (18.2%) and aac (6 ′)-Ib (15.2%). None of the evaluated RMTase
genes were detected in the 33 isolates. Seventeen of the 18 isolates harboring aac (3 ′)-II gene were
resistant to gentamicin, and 16 of them were resistant to tobramycin. The 5 isolates harboring aac
(6 ′)-Ib gene were all resistant to tobramycin.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one of the important
mechanisms of aminoglycoside resistance in E. coli isolated from human is the acquisition of AME
genes. Continuing investigations of antimicrobial resistant determinants in bacteria isolated from
human may be required to prevent dissemination of antimicrobial resistant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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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니라 항균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
균과 더불어 정상균무리에 속하며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주로

항균제는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항균제가 도입됨과

서식하는 장내세균까지 내성유전자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동시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항균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

내성유전자를 획득한 정상균무리는 integrin, transposon 및

하여 내성세균에 의한 감염병 치료가 더욱 어려워졌다. 뿐만 아

plasmid와 같은 mobile genetic element를 통해 병원성 세
균에 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reservoir역할을 하기도 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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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리보솜의 30S subunit에 결합함으로써 항균 작용을 하
는 aminoglycoside는 임상적으로 유용한 항균제 중 하나로 그
람음성 및 그람양성세균에 의한 감염병 치료를 위해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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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왔다[4]. 그러나 항균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ami-

재료 및 방법

noglycoside에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이 증가하게 되었고 감염
병 치료를 위한 항균제의 선택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세균이

1. 균주의 수집 및 균종 동정

이 항균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기전 중 하나는 세균이 자신의 세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충청지역에 위치한 일

포벽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변이시켜 aminoglycoside 같

개의 대학병원에 의뢰된 임상검체(Clinical specimens, C)로

은 작은 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 견고하게

부터 대장균 총 78균주가 수집되었다. 항균제 내성에 상관없이

장벽을 만들거나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온 aminoglycoside를

각각의 검체로부터 균주를 분리된 순서대로 수집하였으며 동일

변이에 의해 더욱 강력해진 유출펌프로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대상에서 중복하여 분리된 균주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것이다. 이러한 변이는 세균의 염색체 DNA에 발생하는 것으로

각 검체로부터 분리배양된 균주의 동정은 Vitek 2Ⓡ automated

다른 세균으로 내성기전이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5].

instrument ID system (bioMérieux, Marcy l'Etoile, France)

Aminoglycoside에 대한 또 다른 내성기전은 세균이

을 이용하여 생화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aminoglycoside를 불활성화 시키는 효소인 aminoglycoside
modifying enzymes (AMEs)를 생성하는 것인데, AMEs 생산

2. Aminoglycoside 내성 대장균 선별 및 항균제 감수성 시험

은 E. coli, K. pneumoniae 및 많은 그람음성세균이 amino-

Aminoglycoside 항균제에 중간내성, 혹은 내성을 보이는

glycoside에 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전 중 하나다.

대장균을 선별하기 위해 분리배양된 대장균을 대상으로

AMEs는 acetyltransferases (acetylation of an aminogroup-

Mueller-Hinton 한천배지(Difco, Cockeysville, MD, USA)

AAC), phosphotransferases (phosphorylationof a hydroxyl

를 사용하여 amikacin, gentamicin 및 tobramycin (Oxoid)

group-APH) 및 adenyltransferases (adenylation of a

에 대한 감수성을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hydroxyl group-AAD or ANT)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균에 따

Institute (CLSI) 지침에 따라 디스크 확산법으로 확인하였다

라 하나 이상의 AMEs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다. AME 유전자

[8]. 그리고 amikacin, gentamicin 및 tobramycin 중 한가지

는 mobile genetic element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더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중간내성을 보이는 균주를 대

큰 문제가 되고 있다[4, 5]. 그리고 세균은 aminoglycoside가

상으로 ampicillin, cefotaxime, ciprofloxacin, levofloxacin,

결합하는 리보솜의 30S subunit에 변이를 만드는 16S ribosomal

spectinomycin, streptomycin 및 trimethoprim (Oxoid)

RNA methyltransferases (RMTases)를 생산하여 amino-

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시험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8].

glycoside가 리보솜에 결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성을 나타

정도관리를 위해 Escherichia coli ATCC 25922와 Pseu-

내기도 한다. 그람음성세균에서 많이 발견되는 RMTase 유전자

domonas aeruginosa ATCC 27853을 동시에 시험하여 허용

로는 armA, rmtA, rmtB, rmtC, rmtD, 및 npmA가 있다. 이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하였다.

중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장내세균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은 armA, rmtB, 및 rmtC 유전자로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세

3. Aminoglycoside 내성인자 검출

균은 임상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aminoglycoside에 고도내

Amikacin, gentamicin 및 tobramycin 중 한가지 이상의

성(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128 mg/L)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중간내성을 보이는 균주를 대상으로

을 보인다[6, 7].

aminoglycoside 내성인자의 유전형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의

최근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세균들이 aminoglycoside에 속

시발체(Table 1)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9, 10]. 대상

하는 gentamycin을 비롯하여 여러 계열 항균제에 높은 내성을

균주로부터 DNA를 추출하기 위해 brain heart infusion

보이고 있으나 aminoglycoside 내성기전에 대한 연구는 드물

broth (Difco)에 각각의 균주를 접종한 후 37°C에서 18시간 동

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분리된 대장균

안 배양하였다. DNA purification kit (Bioneer, Daejeon,

을 대상으로 항균제에 대한 내성률을 조사하였고 aminoglycoside

Korea)을 사용하여 각 배양액으로부터 추출한 DNA를 PCR

내성기전을 분석하기 위해 AME 및 RMTase 유전자를 조사하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주형으로 사용하였으며,

였다. 본 연구는 aminoglycoside에 내성을 갖는 세균의 확산

PCR 반응용액(25 μL)은 AccuPower PCR PreMix (Bioneer)

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에 primer 각 10 pmol과 DNA 추출액(3 μL), 그리고 증류수를
혼합하여 만들었다. 각각의 PCR 반응용액을 Gen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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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ligonucleotides used in present study for detection of aminoglycoside resistance determinants
Primer
16S ribosomal RNA methyltransferases
armA-F
armA-R
rmtA-F
rmtA-R
rmtB-F
rmtB-R
rmtC-F
rmtC-R
rmtD-F
rmtD-R
rmtE-F
rmtE-R
rmtF-F
rmtF-R
Aminoglycoside modifying enzyme gene
aac(3′)-Ia-F
aac(3′)-Ia-R
aac(3′)-II-F
aac(3′)-II-R
aac(3′)-Ih-F
aac(3′)-Ih-R
aph(3′)-VI-F
aph(3′)-VI-R
ant(2″)-Ia-F
ant(2″)-Ia-R
aph(3′)-Ia-F
aph(3′)-Ia-R
aac(6′)-Ib-F
aac(6′)-Ib-R

Sequence (5′–3′)

Gene

References

CAAATGGATAAGAATGATGTT
TTATTTCTGAAATCCACT
ATGAGCTTTGACGATGCCCTA
TCACTTATTCCTTTTTATCATG
ATGAACATCAACGATGCCCT
CCTTCTGATTGGCTTATCCA
CGAAGAAGTAACAGCCAAAG
ATCCCAACATCTCTCCCACT
CGGCACGCGATTGGGAAGC
CGGAAACGATGCGACGAT
ATGAATATTGATGAAATGGTTGC
TGATTGATTTCCTCCGTTTTTG
GCGATACAGAAAACCGAAGG
ACCAGTCGGCATAGTGCTTT
detection
GACATAAGCCTGTTCGGTT
TCCGAACTCACGACCGA
ATGCATACGCGGAAGGC
TGCTGGCACGATCGGAG
TGCCGATATCTGAATC
ACACCACACGTTCAG
CGGAAACAGCGTTTTAGA
TTCCTTTTGTCAGGTC
ATCTGCCGCTCTGGAT
CGAGCCTGTAGGACT
CGAGCATCAAATGAAACTGC
GCGTTGCCAATGATGTTACAG
TATGAGTGGCTAAATCGAT
CCCGCTTTCTCGTAGCA

armA

[9]

rmtA

[9]

rmtB

[9]

rmtC

[9]

rmtD

[9]

rmtE

[9]

rmtF

[9]

aac (3 ′)-Ia

[10]

aac (3 ′)-II

[10]

aac (3 ′)-Ih

[10]

aph (3 ′)-VI

[10]

ant (3 ″)-Ia

[10]

aph (3 ′)-Ia

[10]

aac (3 ′)-Ib

[10]

Abbreviations: F, forward (sense) primer; R, reverse (antisense) primer.

Thermal Cycler B48D (Hangzhou Bioer Technology,

중 한가지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중간내성을 보였

China)를 사용하여 95°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95°C에서

다. 선별된 33균주는 amikacin, gentamicin 및 tobramycin

30초, 50°C에서 30초, 72°C에서 40초씩 30회 증폭 반응시키

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amikacin

고, 72°C에서 5분간 연장 반응시켰다. PCR purification kit

에 대해서는 33균주 중 27균주가 중간내성을 보였다.

(Bioneer)를 사용하여 증폭산물을 분리정제 한 후,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 (PE Applied Biosystems,

2. 항균제 감수성 양상

Foster City, CA, USA)와 ABI PRISM 3730xl DNA analyzer

수집기간동안 amikacin, gentamicin 및 tobramycin 중

(PE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

한가지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중간내성을 보인 대장

다. 확인된 염기서열을 NCBI에서 제공하는 BLAST 프로그램을

균 총 33균주가 분리되었다. 이 균주들의 항균제 내성률을 비교

이용하여 각각의 참조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였다.

한 결과 ampicillin에 대한 내성률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streptomycin이 81.1%로 높았다(Table 2).

결 과
1. Aminoglycoside 내성 대장균의 분리

3. Aminoglycoside 내성인자 검출 및 분석
1) RMTase 유전자 검출

수집기간동안 임상검체로부터 대장균 총 78균주가 분리되었

Aminoglycoside계열 항균제에 내성 혹은 중간내성을 보인

는데 이 중 33균주가 amikacin, gentamicin 및 tobramycin

33균주의 대장균을 대상으로 RMTase 유전자에 속하는 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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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tA, rmtB, rmtC, rmtD, rmtE 및 rmtF 유전자가 있는지를

Ia, aac (3′)-II, aac (3′)-Ih, aph (3′)-VI, ant (2″)-Ia, aph (3′)-

조사하기 위해 PCR을 수행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균주는 한

Ia 및 aac (6 ′)-Ib 유전자의 존재여부를 조사하기위해 PCR을

균주도 없었다.

수행한 결과 aac (3′)-II, aph (3′)-Ia 그리고 aac (6 ′)-Ib 유전
자를 검출하기 위한 반응액에서 각각 18균주, 6균주, 5균주가

2) Aminoglycoside-modifying Enzyme 유전자 검출

양성반응을 보였다(Figure 1). 그 외 aac (3′)-Ia, aac (3′)-Ih,

33균주의 선별된 대장균을 대상으로 AME 유전자인 aac (3′)-

aph (3′)-VI 및 ant (2 ″)-Ia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반응액에
서는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양성반응을 나타낸 aac (3′)-

Table 2. Antimicrobial susceptibilities of 33 E. coli strains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No (%) of clinical specimens*

Antimicrobial
agent

Susceptible

Intermediate
resistant

Resistant

Amikacin
Gentamicin
Tobramycin
Spectinomycin
Streptomycin
Ampicillin
Cefotaxime
Levofloxacin
Ciprofloxacin
Trimethoprim

4 (12.1)
14 (42.4)
13 (39.4)
24 (72.7)
0 (0.0)
0 (0.0)
11 (33.3)
12 (36.4)
9 (27.3)
12 (36.4)

27 (81.8)
2 (6.1)
3 (9.01)
8 (24.2)
6 (18.2)
0 (0.0)
4 (12.1)
1 (3.0)
4 (12.1)
0 (0.0)

2 (6.1)
17 (51.5)
17 (51.5)
1 (3.0)
27 (81.8)
33 (100.0)
18 (54.5)
20 (60.6)
20 (60.6)
21 (63.6)

*The results were obtained from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s
were performed on 33 aminoglycoside non-susceptible E. coli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in Chungcheong province.

II, aph (3′)-Ia 그리고 aac (6 ′)-Ib 반응액으로부터 중폭된
PCR 생성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염기서열을 참조유전자와 비교
한 결과 유전자 염기서열이 각각 accession no. CP049082.1
(aac (3′)-II 유전자), CP049355.1 (aph (3′)-Ia 유전자) 그리
고 NG_067948 (aac (6 ′)-Ib 유전자)과 각각 100% 일치하였다
(Table 3). 본 연구에서 시험한 AME 유전자 중 가장 많은 빈도
로 검출된 유전자는 aac (3′)-II 유전자로 18균주가 이 유전자
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다음 많은 빈도로 검출된 유전자는

aph (3′)-Ia 유전자로 6균주가 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aac (6 ′)-Ib 유전자는 포함하는 균주도 5균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었던 33균주 중 21균주가
AME 유전자를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19균주가
amikacin, gentamicin 및 tobramycin 중 한가지 이상의 항
균제에 내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ME 유전자를 포

Figure 1. PCR band patterns of aminoglycoside resistance determinants.
Lane M is 1 kb DNA size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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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minoglycoside resistance determinants of E. coli isolates involved in this study
Isolate

Specimens

Phenotype*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
C19
C20
C21
C22
C23
C24
C25
C26
C27
C28
C29
C30
C31
C32
C33

Urine
Urine
Sputum
Blood
Blood
Urine
Urine
Urine
Sputum
Blood
Urine
Urine
Urine
Urine
Urine
Urine
Urine
Urine
Urine
Urine
Urine
Blood
Urine
Urine
Urine
Urine
Pus
Urine
Urine
Pus
Pus
Urine
Urine

TOB
CN, TOB

Aminoglycoside-modifying Enzyme genes

16S ribosomal RNA methyltransferases

aac (6 ′)-Ib
aac (3 ′)-II

aac (6 ′)-Ib
aph (3 ′)-Ia
aph (3 ′)-Ia

CN, TOB

aac (3 ′)-II

CN, TOB
CN, TOB

aac (3 ′)-II
aac (3 ′)-II

CN,
CN,
CN,
CN,
CN,
CN,

TOB
TOB
TOB
TOB
TOB
TOB

aac (3 ′)-II
aac (3 ′)-II
aac (3 ′)-II
aac (3 ′)-II
aac (3 ′)-II
aac (3 ′)-II

CN, TOB

aac (3 ′)-II

CN, TOB

aac (3 ′)-II

CN
CN, TOB

aac (3 ′)-II
aac (3 ′)-II

CN
TOB
AK, CN, TOB
AK, CN, TOB

aac (3 ′)-II
aac (3 ′)-II
aac (3 ′)-II
aac (3 ′)-II

aph (3 ′)-Ia

aac (6 ′)-Ib

aph (3 ′)-Ia
aph (3 ′)-Ia
aph (3 ′)-Ia

aac (6 ′)-Ib
aac (6 ′)-Ib

Abbreviations: AK, amikacin; CN, gentamicin; TOB, tobramycin.
*Antimicrobial resistant phenotypes about aminoglycoside: amikacin; gentamicin and tobramycin.

함하고 있는 21균주 중 2균주는 aac (3′)-II, aph (3′)-Ia 및

체로부터 분리된 대장균을 대상으로 RMTase 및 AME 유전자

aac (6 ′)-Ib 유전자 3종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를 조사했다.

gentamicin과 tobramycin 뿐 만 아니라 amikacin에도 내성

연구기간 동안 수집된 대장균 총 33균주를 대상으로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항균제 중 amikacin

을 보였다.

을 제외한 aminoglycoside 계열 항균제(gentamicin, to-

고 찰

bramycin 및 streptomycin)에 대해 50% 이상의 내성률을 보
였다. 이 균주들을 대상으로 RMTase 유전자에 속하는 armA,

그람음성세균이 RMTase 유전자를 포함할 경우 amino-

rmtA, rmtB, rmtC, rmtD, rmtE 및 rmtF 유전자가 있는지를

glycoside에 고도내성을 보이게 되고 AMEs를 생산하는 것 또

조사한 결과 유전자를 포함한 균주는 한 균주도 없는 것으로 나

한 aminoglycoside에 내성을 나타내게 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타났다. 이 결과는 이전에 국내 임상검체로부터 분리된 대장균

알려져 있다[11]. 이 유전자들은 mobile genetic element를

398균주를 대상으로 RMTase 유전자의 존재유무를 조사한 결

통해 다른 세균으로 전달될 수 있어 aminoglycoside 내성확산

과와 유사한데 다른 그람음성간균 특히 52.4%의 Acinetobacter

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검

baumannii 가 RMTase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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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장균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12]. Amikacin

하였다[17]. 본 연구에서 검출된 AME 유전자 중 aac (3′)-II 와

또는 gentamicin에 내성 혹은 중간내성을 보인 대장균을 대상

aac (6 ′)-Ib 유전자는 가축에서도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검출된

으로 한 외국 보고에서도 AME 유전자의 검출률은 높았던 반면

유전자로 이는 사람과 가축 사이에 내성유전자가 공유될 가능성

RMTase 유전자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13].

이 큼을 시사하며 지속적으로 항균제 내성인자를 사람에서 분리

반면 수집된 대장균 33균주를 대상으로 AME 유전자를 조사
한 결과 aac (3′)-II, aph (3′)-Ia 그리고 aac (6 ′)-Ib 유전자

된 세균 뿐만 아니라 가축에서 분리된 세균에도 확대하여 조사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를 각각 18균주(54.5%), 6균주(18.2%), 5균주(15.2%)가 포함

임상검체로부터 분리된 aminoglycoside 내성 대장균의 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보고들이

리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aminoglycoside 내성

있었는데 이집트에서도 대장균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는 유

기전을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는 aac (3′)-II 유전자로 조사대상 균의 40%가 포함하고 있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대장균을 대상으로 mobile genetic

었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aac (6 ′)-Ib (30%) 및 aph (3′)-Ia

element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aminoglycoside에

(23.3%) 유전자가 많이 검출되었다고 하였다[14]. 또 amino-

고도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 RMTase와 AME 유전자의 빈도를

glycoside 내성 대장균을 대상으로 AME 유전자를 조사한 연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장균의 경우 RMTase 보다는 AME 유전

에서는 aac (6 ′)-Ib (34.3%) aph (3′)-Ia (29.5%), ant (2″)-

자의 획득에 의해 aminoglycoside에 내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Ia (27.6%), 그리고 aac (3)-IIa (21.9%) 순서로 빈번하게 검출

수 있었다. 또한 검출된 AME 유전자 aac (3′)-II, aph (3′)-Ia

되었다고 하였다[15]. Amikacin 또는 gentamicin에 내성 혹

그리고 aac (6 ′)-Ib 유전자는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보고되고

은 중간내성을 보인 대장균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는 aac (6 ′)-

있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Ib (76.9%)와 aac (3)-IIa (70.7%) 유전자가 매우 높은 빈도로

aminoglycoside 내성유전자 및 내성세균의 출현 및 확산은

검출되었고 aph (3′)-Ia (7.6%)와 ant (2″)-Ia 유전자도 적은

aminoglycoside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및 사용량의 지속적인

빈도지만 검출되었다고 한다[13]. 이는 나라마다 검체마다 약간

증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방지하게 위해서는 항균제

씩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검출되는 유전자

사용량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항균제 내성인자의 모니터링을 해

는 본 연구에서 검출된 aac (3′)-II, aph (3′)-Ia 그리고 aac

야 할 것이다.

(6 ′)-Ib 유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검출된 AME 유전자를 포함한 세균들은 다

요 약

양한 aminoglycoside계열 항균제에 내성을 나타내는데

aac (3′)-II 유전자는 gentamicin, netilmicin; sisomicin 및

세균의 항균제 내성율은 지난 몇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tobramycin 내성에 관여하고 aph (3′)-Ia 유전자는 gentamicin

하였으며 mobile genetic elements를 통한 항균제내성인자

내성에 관여하며 aac (6 ′)-Ib 유전자는 amikacin, kanamycin,

들의 전파는 다제내성세균의 출현 및 확산을 가중시켰다. 본연

netilmicin, sisomicin 및 tobramycin 내성에 관여한다고 알

구에서는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aminoglycoside에 비감수성

려져 있다[5, 16]. 본 연구에서도 aac (3′)-II 유전자를 포함하

대장균 33주를 대상으로 mobile genetic elements를 통해 전

고 있는 18균주 중 오직 한 균주만 제외하고 17균주가 genta-

파될 수 있는 aminoglycoside 내성인자를 조사하였다. 16S

micin에 내성을 보였으며 이들 중 16균주가 tobramycin에 동

ribosomal RNA methyltransferases (RMTases)와 amino-

시에 내성을 나타냈다. 또한 aac (6 ′)-Ib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

glycoside-modifying enzyme (AME)유전자가 PCR과 DNA

는 5균주도 모두 tobramycin에 내성을 나타냈으며 이 중 2균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검출되었다. 그 결과 aac (3′)-II 유전자

주는 amikacin에도 내성을 보였다(Table 3). 이 결과는 임상검

(54.5%)를 포함하고 있는 균주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체로부터 분리된 대장균이 aminoglycoside에 내성을 나타내

aph (3′)-Ia 유전자(18.2%)가 많았고 aac (6 ′)-Ib 유전자

는 요인으로 AMEs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15.2%)를 포함하는 균주도 있었다. RMTase 유전자는 본 연구

다. 아울러 가축에서 분리된 aminoglycoside 내성 대장균을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aac (3′)-II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으로 AME 유전자를 조사한 국내 보고에서는 aph (3′)-Ia

18균주 중 17균주가 gentamicin에 내성을 보였으며 이중 16

(46%)가 가장 많은 빈도로 검출되었고 그 다음으로 aac3-IVa

균주는 tobramycin에도 내성을 보였다. aac (6 ′)-Ib 유전자

(34.5%), aac3-IIa (22.3%), aac (6 ′)-Ib (15.1%) 순이었다고

를 포함하고 있는 5균주는 모두 tobramycin에 내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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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AME 유전자를 획득하는 것은 사람에서 분리된 대
장균이 aminoglycoside에 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전 중 하
나임이 확인되었다.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세균을 대상으로 지

9.

속적으로 항균제 내성인자를 조사하는 것은 내성세균의 확산을
막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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