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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배경: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의 일차 치료제인 반코마이신 사용이 증

가하면서, 반코마이신 불균질내성 황색포도알균(heteroresistant vancomycin-

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hVISA)) 발생이 치료에 문제가 되고 있다.

hVISA의 유병률은 국가, 조사 시기 및 진단 방법에 따라 0~37%로 다양하게 보고되

고 있다. hVISA은 세포벽 합성이 상향 조절되면서 세포벽이 반코마이신 감수성 균

주에 비해 두꺼운 특징을 보인다. hVISA의 정확한 발생 기전은 아직 규명되지는 않

았지만, 세포벽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와 표면 단백질 관련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반코마이신에 대한 감수성 저하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이 중 표면 단백질 유

전자 발현의 변화가 면역반응이나 조직 부착과 같은 숙주와 세균의 상호작용에 영

향을 주어서 반코마이신 내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세포벽 생합

성 관련 유전자에 비해서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와 관련된 표면 단백질 유전자 발

현 변화에 대한 보고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hVISA의 유전형과 표면 단백질 유전

자들 발현을 반코마이신 감수성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

였다. 

방법: 국내 10개의 의료기관에서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집된 584 침습

성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주를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다. hVISA은 인구집

단 분석-곡선하면적(population analysis profiling-area under the curve)방법으

로 진단하였다. 유전형은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 (SCCmec), agr (accessory gene regulator)형을 분석하였

다. 국내에서 유행하는 대표적인 유전형인 ST5형와 ST72형을 대상으로 환자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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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isogenic paired strain (IPS) (ST5형 3쌍, ST72형 2쌍), 실험실에서 반코마

이신 노출에 의해 hVISA로 전환된 IPS (ST5형 8쌍, ST72형 11쌍)을 선정하여 표면

단백질 발현양을 분석하였다. hVISA에서 ST5형과 ST72 간에 agr 기능 부전 및 독성

유전자 등 미생물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어서 ST형을 구분하여 표면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였다. IPS에서의 유의한 발현 차이가 일반 임상 균주에서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반코마이신 감수성 임상 균주(ST5형 10개 균주, ST72형 13개 균주)와

hVISA 임상 균주(ST5형 10개 균주, ST72형 5개 균주)에서도 발현양을 비교 분석하

였다. 표면 단백질 유전자(spa, coa, ebpS, fnbA, fib, clfA, clfB, mprF) 발현 측

정을 위해 실시간 역전사효소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시행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유전자에 대해서 염기서열 분석을 하였다.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584 균주 중 100 (17.1%) 균주가 인구집단

분석-곡선하면적 방법에 의해 hVISA 로 진단되었다. 유전형 분석 결과 MLST

sequence type(ST)은 ST5 형이 84%, ST72 형 8%, ST239 형 6%였다. SCCmec 은 II 형이

84%로 가장 많았고, Ⅳ형 9%, Ⅲ형이 6%였다. agr 형은 II형이 83%, I 형 15%로

확인되었다. hVISA 는 반코마이신 감수성 병원획득 균주보다 ST5-SCCmec II-agr

II 형이 ST72-SCCmec Ⅳ-agr I 형에 비해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면 단백질

유전자 발현 분석 결과 IPS에서 spa, ebpS, fib, clfB, mprF가 hVISA에서 발현양이

ST5 와 ST72 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 균주에서는 ST5 형에서

coa, ST72형에서는 fnbA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에는 유의하게 발현에 차이를

보인 표면 단백질 유전자는 없었다. IPS 에서 발현 양에 차이를 보이고, 기존

보고에서 hVISA 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spa, mprF 유전자를 선정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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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쌍의 IPS 에 대하여 spa, mprF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spa 는

염기서열에서 변이가 없었고, mprF 는 30%에서만 변이가 발견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가장 흔한 hVISA의 유전형은 ST5-SCCmec II-agr II형이었고, 병

원획득 반코마이신 감수성 황색포도알균보다 ST5-SCCmec II-agr II형이 ST72-

SCCmec Ⅳ-agr I형에 비해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사체 발현 분석 결과 표면 단

백질 유전자 중 spa, ebpS, fib, clfB, mprF가 반코마이신 불균질 내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단어: 반코마이신 불균질내성 황색포도알균, 발병 기전, 유전형, 표면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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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은 지역사회 및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원인

미생물로 폐렴, 균혈증, 심내막염, 연부조직 감염, 골관절 감염 등의 다양한 중증

감염을 일으킨다. 수 십년 전부터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

resistant S. aureus)에 의한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은 의료관련 황색포도알균 감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20~4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1]. 국내의 침습적 황색포도알균 감염은 2014년에

김 등이 보고한 연구 상에서 병원 획득 감염만 연간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

은 약 980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은 약 3000건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

어, 국내 황색포도알균 감염의 질병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2].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치료에는 반코마이신(vancomycin)이 일차적으로 사용된다. 반코마이

신 사용이 증가하면서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이 저하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이 증가하면서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다. 1996년 일본에서 처음 수술 부위에서 반코

마이신에 감수성이 저하된(최소억제농도, 8 μg/mL)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u50)이 분리된 것이 보고 되었다[3]. 이후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 황색포도알균(vancomycin-intermediate S. aureus)이 보고되고 있어서

황색포도알균의 항생제 내성 문제가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4, 5].

반코마이신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된 균주는 반코마이신 불균질내성 황색포도알균

(heteroresistant vancomycin-intermediate S. aureus [hVISA])/ 반코마이신 중등

도내성 황색포도알균과 반코마이신 고도 내성 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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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ureus [VRSA])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최소억

제농도, ≥16 μg/mL)은 2002년 미국(미시건)에서 처음 분리되었고[6], 이후 미국

에서 2015년까지 총 14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주가 보고되었다[7, 8]. 미국

외 이란에서 2 균주, 인도에서 3 균주가 분리되었다[9-11]. 전세계적으로 반코마이

신 내성 황색포도알균은 드물어 아직까지는 임상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

만 내성 유전자 전파에 의한 유행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감염 관리가 요구된다. 반

코마이신 중등도내성 황색포도알균은 반코마이신 최소억제농도 4-8 μg/mL에 해당

되는 균이고, hVISA는 반코마이신 감수성 황색포도알균(vancomycin-susceptible S. 

aureus [VSSA]) 사이에서 1/105~1/106 정도의 드문 빈도로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

황색포도알균에 속하는 부분모집단(subpopulation)이 섞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 황색포도알균는 hVISA와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이 저하되는

기전이 같고 hVISA 발생의 전 단계로 생각된다[12]. hVISA 균주가 반코마이신에 노

출되면서 반코마이신 감수성이 더 저하되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13]. hVISA의

유병률은 분리 지역 및 검사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14]. hVISA의 국외 유병률

은 미국에서는 0-14% 정도로 시기나 주 별로 차이를 보였다. 호주에서는 37%, 터키

에서는 18%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유럽은 0.2-27%로 국가 별로 다양한 유병률을

보였다. 중국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13%의 유병률을 보였다[15]. 일본에서는

1998년 보고에서는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1.3%의 유병률을 보였으나 대학병

원에서는 9.3%가 hVISA로 확인되었다고[4],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분리된 균주

에서는 10%의 유병률을 보였다[16]. 국내에서는 2000년에 처음으로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알균(최소억제농도, 8 μg/mL)이 확인되었고, 아직 반코

마이신 고도 내성 균주는 분리되지 않았다[17].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전국적

으로 8개 대학병원에서 모집된 439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주 중 VISA와 h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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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인되지 않았고,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 황색포도

알균 유병률은 0.09%로 보고되었다[18, 19]. 김 등이 보고한 연구에서는 hVISA 유

병률이 0.5% 이하로 보고 되었다[20]. 아시아에서의 hVISA 유병률에 대한 연구에서

는 국내 hVISA의 유병률이 6.1%로 보고되었다[21].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일 병

원에서 모집된 260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중 hVISA는 37%로 앞선 유병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22]. hVISA 진단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국가 및 시기에 따른

hVISA의 유병률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hVISA 균혈증의 임상적 특징으로는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이 있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에 비해 더 오래 균혈증이 지속되고, 심내막염, 골수염과 같은

합병증이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3-26].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인공

삽입물 감염도 hVISA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25]. hVISA 감염에서 지속되는 균혈증

이 반코마이신 혈중 농도가 15 mg/L 이하로 낮은 것과 연관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

다[22]. Cameron 등이 보고한 연구 상 hVISA는 α toxin 등의 병독 인자의 발현을

변화시켜 VSSA에 비해 독성이 약화되고, 대신 감염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밝

힌 바 있다[27].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hVISA 발생이 NF-κB 활성도 저하, 그로

인한 TNF-α, IL-1β 발현 감소 등을 통해 숙주의 면역 반응 저하를 유도하여 균혈

증이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8]. 

hVISA 감염에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경우 VSSA 균주는 사멸되지만, 반코마이

신 중등도내성 균주에 속하는 부분모집단이 살아 남게 되어 치료에 실패하게 된다. 

hVISA 의 임상적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메타 분석 자료에서 VSSA에 의한 균혈증

보다 hVISA에 의한 균혈증의 경우 30일-사망률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반코마이신

치료 실패의 위험이 2배 정도 의미 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14]. hVISA 감염이 사

망률 증가와는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속되는 황색포도알균 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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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관련을 보여서 균혈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hVISA 감염을 고려해서 항생제 치료

하여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9]. 

hVISA 진단에는 broth-dilution 방법(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보다 인구집단 분석-곡선하면적(population analysis profiling-

area under the curve [이하 PAP-AUC]) 방법이 더 정확하다[30]. 일본에서 확인된

반코마이신 중증도 내성 황색포도알균 균주(Mu3)도 broth-dilution 방법으로는 반

코마이신 최소억제농도가 2 μg/mL 였으나 인구집단 분석으로는 부분모집단

(subpopulation)에서 더 높은 최소억제농도를 보이는 황색포도알균이 확인되었다

(그림 1)[4].

그림 1. 인구집단 분석을 이용한 반코마이신 불균질내성 황색포도알균(Mu3)과 반코마이신

감수성 황색포도알균(H1, FDA209P)의 반코마이신 감수성 검사 결과[4]

hVISA에 대한 분자유전형 연구는 대부분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sequence type,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 (SCCmec), agr (accessory 

gene regulator), spa를 분석하였다. Gregorio 등은 hVISA가 sequence type(ST)5-

SCCmec I-spa t1349와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31]. Liu 등은 hVISA는 pvl, 

hemolysin, tet, staphylococcal enterotoxin 등의 독성 유전자 보유율이 상대적으

로 낮음을 보여주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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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코마이신 고도 내성 황색포도알균은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의 vanA 또는 van B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들이 VSSA로 전달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hVISA/VISA의 내성 기전은 vanA 또는 vanB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들의 전달에 의

한 것이 아니다. hVISA의 정확한 내성 기전은 아직 규명되어 있지 않다. 반코마이

신에 감수성이 감소하는 것은 항생제 작용 부위의 변화나 항생제 변형 효소 분비

등과 같은 단순한 항생제 내성 기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포벽 합성 과정의 복합

적이고 조직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Hanaki 등은 hVISA의 내성은 세포벽 합성의 상향 조절(upregulation)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세포벽의 N-아세틸글루코사민(N-acetylglucosamine)과 페니실

린 결합 단백질-2의 합성과 세포질의 뮤레인 단량체 전구물질(murein-monomer 

precursor)이 증가하여, 세포벽이 두꺼워지게 된다. 그리고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

4의 발현과 뮤료펩타이드(muropeptide)의 아미드화 반응이 감소하여 세포벽의 펩티

드글리칸(peptidoglycan) 간의 교차결합(crosslink)이 약해진다. 이 두 가지 현상

으로 반코마이신에 대한 불균질 중등도내성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33, 34]. 세

포벽이 두꺼워지는 현상은 대부분의 hVISA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Krzysztof 등

이 보고한 연구에서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 황색포도알균이 항생제가 없는 배지에

서 자라는 경우(좌측)보다 반코마이신 8 μg/mL가 포함된 배지에서 자랄 때(우측) 

투과전자현미경에서 보이는 형태 상 세포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

림 2)[13] 김 등이 보고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hVISA에서 세포벽이 두꺼워진 것

을 볼 수 있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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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 황색포도알균(PC-3)의 형태적 이상 (투과전자현미경, 줄 길

이 1 μm)[13]

펩티드글리칸의 교차결합이 약해지면서 보상적으로 세포벽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결합되지 않은 D-alanyl-D-alanine이 증가하면서 반코마이신이 여기에

결합되어 복합체를 이루게 되면서 세포벽 합성이 이루어지는 반코마이신 작용 부위

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내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 

그림 3. 반코마이신 감수성 황색포도알균과 반코마이신 불균질내성 황색포도알균의 세포벽

에서 반코마이신 작용 부위 차이를 보이는 모식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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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벽 합성 증가 및 펩티드글리칸 교차결합 감소와 관련된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는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hVISA 발생이 세포벽 생합성 과정의 유전자

나 표면 단백질 유전자의 발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표 1).

표 1. 세포벽 생합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와 표면 단백질 유전자

Gene

Cell wall biosynthesis fmtA, htrA, prsA, sgtB, vraFG, murZ, lytR, tcaA

graRS, vraRS, walKR, rpoB, sarA, mgrA

Surface protein spa, coa, ebpS, cna, fnbA, fib, clfA, clfB, mprF

세포벽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그림 4에서 간단히 볼 수 있다. hVISA를 처음

보고한 Hiramatsu 등은 반코마이신에 대한 황색포도알균의 감수성 저하와 관련된

유전자에 대해서 보고하였다[36]. vraR (vancomycin-resistance associated gene R)

이 VSSA에 비해서 hVISA에서 발현이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37]. 과당(fructose) 대

사와 관련된 유전자인 fruR, fruB, fruA와 지방산 대사와 연관된 vraA, vraB, vraC

(vraABC 유전자 복합체) 발현이 증가되었고, ATP-binding-cassette (ABC) 이송 체

계와 관련된 vraD, vraE, vraF, vraG도 발현이 증가되었다. Howden 등이 시행한 연

구에서도 일부 hVISA 균주에서 vraS 등과 같은 세포벽 합성 자극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모든 균주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28].  



８

그림 4. 반코마이신 불균질내성 포도알균 황색포도알균의 세포벽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모

식도[35]

표면 단백질은 세포벽 생합성 과정보다는 hVISA 내성 기전과 관련되어 아직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다.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형질적

인 변화가 없이도 면역 반응이나 부착과 같은 숙주와 세균의 상호 반응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 표면 단백질은 아마도 이런 기전으로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enzoni 등이 보고한 in vitro 연구에서 테이코

플라닌(teicoplanin) 내성 황색포도알균에서 fibronectin 부착 단백질의 표면 발현

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38]. 이러한 유전자 발현 변화가 숙주의 세포나 인공삽

입물에 쉽게 집락을 형성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지속되는 감염을 일으키고 항생제

내성과 관련이 된다고 추정된다. 표면 단백질 관련 유전자 중에서 반코마이신 감수

성 저하의 기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spa 유전자의 발현 감소이다. spa는

표면 단백질 중 중요한 protein A와 관련된 유전자로, 면역글로불린의 Fc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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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여 항포식 기능을 가진다[39]. 그 외 B 세포의 초항원(superantigen)이고

[40], von Willebrand factor에 부착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41], tumor 

necrosis factor 수용체-1을 활성화시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42]. 

Protein A는 상피 성장인자 수용체나 tumor necrosis factor-α 전환효소를 활성화

시켜서 상피세포나 탐식세포 표면의 tumor necrosis factor 수용체-1을 잘라내서

tumor necrosis factor-α 신호전달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43]. 이

러한 표면 단백질 발현의 변화가 숙주와 세균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hVISA 

발생에 관여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런 세포벽 변화에 대한 표현형, 유전형 연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이

루어졌으나, 이로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의 기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고전

적인 세균학적 연구 방법론인 트랜스포존 돌연변이(transposon mutagenesis) 등을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위에 언급된 유전자 외에도 graRS, vraRS, agr, yycH, yycFG, 

isdE, prsA, mgrA, sarA, spoVG, mprF/fmtC, mprF/fmtC, trfA/trfB, ccpA, rsbU, 

pbp4 등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와 관련된 유전자임이 밝혀지기도 하였지만,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5]. 유전체 연구

(genome-wide study)로서 전사체(transcriptome)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 캡슐 생성

과 관련된 유전자 및 요소(urea) 생성 유전자의 역할이 조명 되기도 하였다[44].

그러나 하나의 표현형이나 특정 유전자의 변이만으로는 hVISA의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 기전을 설명할 수 없고, 여러 단계의 과정 및 경로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변이보다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 정도의 차이가 네

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hVISA/VISA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hVISA 진단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쉽게 검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hVISA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법 개발을 위해서는 hVISA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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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기전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hVISA의 유전형과 세포벽 생성 관련

유전자 중 표면 단백질 유전자들 발현을 VSSA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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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대상 균주

국내 10개 의료기관에서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집된, 혈액에서 분리

된 584 침습성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그림

8). 황색포도알균은 표준 혈액 배양 시스템(BACTEC 730 또는 BACTEC 9240 (Becton 

Dickinson Franklin Lakes, NJ, USA))을 통해 각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 분

야에서 처리되어 확보되었다.

반코마이신 감수성 검사

항생제 감수성은 MicroScan (Dade Behring, West Sacramento, CA, USA) 또는 VITEK 

2 (bioMérieux, Marayl'Etoile, France)을 통해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의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검사되었다. 메티실린 내성은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한 mecA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되었다. 데옥시리

보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시발체(primer)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다

[45].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의 반코마이신에 대한 최소억제농도는 Mueller-

Hinton agar에서 시행된 Etest (AB Biodisk, Piscataway, NJ, USA) 방법으로 확인

하였다.

hVISA 진단 방법

hVISA 진단은 최소억제농도 측정 후 PAP-AUC 방법으로 시행되었다[30]. PAP-AUC

방법에 의한 황색포도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 평가는 하루 동안 뇌심장즙(brain 

heart infusion [BHI]) 액체배지(BLL, Becton Dickinson, MD)에서 배양된 균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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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Farland로 108 집락형성단위(colony-forming unit [CFU])/mL의 균수를 측정하여,

다양한 농도의 반코마이신(0, 0.5, 1, 1.5, 2, 3, 4, 8 μg/mL)이 포함된 뇌심장즙

우무배지(BHI agar)에 100~10-6으로 희석하여 20 μg 씩 접종하였다. 37 °C에서 48

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배지의 집락형성단위를 세어서 그 결과를 반로그지(semi-

logarithmic scale)에 각각을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표준 균주인 Mu3(ATCC 700698) 

균주의 곡선하면적에 대한 시험 균주의 곡선하면적 비율(ratio)이 0.9 초과 시

hVISA로 진단하였다. 결과 값이 0.8-1 인 경우 다시 검사하였다.

VSSA와 hVISA 의 유전형 분석 방법

agr 유전자는 독성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로서 hld, agrB, agrD, 

agrC, agrA 로 구성되어 있고, agrB, agrD, agrC 는 변형이 많은 유전자로 유전자

다양성이 존재한다. agrB, agrD, agrC 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4개의 주요 agr type 

(I-IV)으로 분류된다. agr 형은 특정 질환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지역에 따른

유전형 분포 차이를 보여서 황색포도알균의 전파 및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SCCmec 은 메티치실 내성 황색포도알균의 역학적 특징 및 병인과의

연관성 분석에 유용한 지표이다. ccr complex type 과 mec complex type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이상의 형별로 분류된다. agr 형과 SCCmec 형을 multiplex 

PCR 로 검사하였다[46, 47].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는 황색포도알균의

7가지 살림 유전자(housekeeping gene)(arc, aro, glp, gmk, pta, toi, yqi)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MLST database (http://www.mlst.net)를 사용하여 MLST 

sequence type 을 결정하였다[47, 48].

표면 단백질(surface protein) 유전자 발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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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SA 와 hVISA 에서 표면 단백질 유전자 발현 측정을 위한 대상 연구 균주는

감염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연속적으로 얻어진 균주들 중에서 처음에는 반코마이신

감수성 균주(대조군)이었다가 이후 hVISA (실험군)로 전환된 균주, 즉 isogenic 

paired strain (IPS)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그림 5). 환자에게서 얻어진 isogenic 

paired strain 은 clinical IPS 로 명명하고 이에 속하는 것은 ST5 형 3 쌍,

ST72 형은 2쌍이었다. Clinical IPS 만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실험실에서 반코마이신에 노출시켜 IPS 를 만들었고, 이를 lab IPS 로

명명하였다. Lab IPS 는 ST5 형 8 쌍, ST72 형 11 쌍이 연구에 포함되었다(표 2).

IPS 에서의 표면 단백질 유전자 발현의 비교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isogenic 

paired strain 이 아닌 임상 균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고, 임상 균주에는 ST5 형

VSSA 10 개, hVISA 10 개, ST72 형 VSSA 13 개, hVISA 5 개가 연구에 포함되었다(표

2). 

그림 5. Isogenic paired strain 의 모식도

VSSA, vancomycin-susceptible Staphylococcus aureus; hVISA, heteroresistant vancomycin-
intermediate S. aureus
감염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연속적으로 얻어진 균주 중 VSSA 에서 반코마이신 사용 중

hVISA 로 전환된 균주를 isogenic paired strain 으로 명명하였다.

표 2. 표면 단백질 유전자 발현 분석을 위한 대상 균주

MLST Clinical IPS Laboratory IPS Clinical strains

ST5 3 pairs 8 pairs VSSA 10 strains, hVISA 10 strains

ST72 2 pairs 11 pairs VSSA 13 strains, hVISA 5 strains

MLST, multilocus sequence typing; IPS, isogenic paired strain; ST, sequence type; 

VSSA, vancomycin-susceptible Staphylococcus aureus; hVISA, heteroresistant vancomycin-

intermediate 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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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단백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spa (protein A), coa (coagulase), ebpS

(elastin-binding protein), fnbA (fibronectin-binding protein), fib

(fibrinogen-binding protein), clfA (clumping factor A), clfB (clumping factor 

B), mprF (multiple peptide resistance factor)의 발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전자 발현 측정은 실시간 역전사효소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real-time RT-PCR]) 방법으로

시행하였다(그림 5). 황색포도알균액에서 Qiagen RNeasy mini kit 을 사용하여

리보핵산(riboneucleic acid [이하 RNA])을 추출하고 Roche 사의 Transcriptor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의 random hexamer primer(표 3)을 사용하여

상보적 데옥시리보핵산(complementary deoxyribonucleic acid [이하 cDNA]) 을

합성한다. cDNA 가 완성이 되면 SYBR green 법으로 real-time RT-PCR 을 실시한다. 

SYBR green 은 이중가닥 DNA 에 결합하여 형광을 발하는 물질로서, 

변성(denaturation) 단계에서의 단일가닥 DNA 에서는 결합하지 않고 있다가

annealing 후 extention 이 되면서 형성된 이중가닥 DNA 에 결합하여 형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 형광강도를 측정함으로서 샘플(이중가닥 DNA)의 양을 정량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 실시간 역전사효소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T-PCR)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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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Real-time RT-PCR 의 전사체(primer)

Gene Primer sequence

spa 5’-TATGCCTAACTTAAATG-3’

5’-TTGGAGCTTGAGAGTCATTA-3’

ebps 5’-GGTGCAGCTGGTGCAATGGGTGT-3’

5’-GCTGCGCCTCCAGCCAAACCT-3’

coa 5’-GTAGATTGGGCAATTACATTTTGGAGG-3’

5’-CGCATCAGCTTTGTTATCCCATGT-3’

fnbA 5’-ACAAGTTGAAGTGGCACAGCC-3’

5’-CCGCTACATCTGCTGATCTTGTC-3’

fib 5’-CGTCAACAGCAGATGCGAGCG-3’

5’-TGCATCAGTTTTCGCTGCTGGTTT-3’

clfA 5’-ATGTGACAGTTGGTATTGACTCTGG-3’

5’-TAGGCACTGAAAAACCATAATTCAGT-3’

clfB 5’-ATAGGCAATCATCAAGCA-3’

5’-TGTATCATTAGCCGTTGTAT-3’

mprF 5’-GAACCACCGTTTTCAACTGAA-3’

5’-GTAAATCTAACTCTGGCAACCATC-3’

Real-time RT-PCR 장비는 Roche사의 LightCycler480을 사용하였다. 그림 6의 그래

프에서 역가(threshold)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는 신호 수준을 나타내는 선이고, 

Ct (Threshold cycle)값은 threshold와 접점을 나타내는 형광 신호의 cycle수를 의

미한다. Template (DNA)의 양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값이며, n cycle이 증가 될수

록 2n 만큼의 template가 늘어나게 된다. 상대정량법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특정 유

전자의 발현 양상의 변화 또는 차이를 분석할 때 쓰이는 분석법이다. 결과 분석을

위해 기준 유전자(reference gene)가 필요하여 gyrB라는 살림 유전자(housekeeping 

gene)를 사용하였다. mRNA 전사 정도(transcript level)는 기준 유전자인 gyrB Ct

값에 대한 각 유전자의 Ct값을 나타내는 값으로, 2(reference Ct - target Ct)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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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ightCycler480 과 실시간 역전사효소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 그래프

Real-time RT-PCR에서 의미 있는 발현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Real-time RT-PCR로 의미가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PCR 후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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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584 균주 중 100 (17.1%) 균주가 PAP-AUC 방법에 의

해 hVISA로 확인되었다. VSSA와 hVISA의 유전형 분석과 표면단백질 관련 유전자 발

현의 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 흐름도는 그림 8와 같다.

그림 8. 연구 흐름도 및 연구 대상 균주

MRSA, methicillin-resistant Straphylococcus aureus; VSSA, vancomycin-susceptible S.
aureus; hVISA, heteroresistant vancomycin-intermediate S. aureus; IPS, isogenic 
paired strain; ST, sequence type 

10개 병원에서 총 584 MRSA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397 VSSA와 100 hVISA 간에 유전형

을 비교 분석하였다. 5쌍의 clinical IPS와 19쌍의 laboratory IPS에 대해 표면 단백질 발

현을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임상 균주에서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이 이루어졌다. 

10 hospitals

584 MRSA

397 VSSA 100 hVISA

① Genotyping

② Transcriptional profiling 

of surface protein genes in 

isogenic paired strains

③ Transcriptional profiling 

of surface protein genes 

in clinical strains

5 Clinical IPS

-ST5 3 pairs

-ST72 2 pairs

19 laboratory IPS

-ST5 8 pairs

-ST72 11 pairs

VSSA

- ST5 10

- ST72 13

hVISA

- ST5 10

- ST7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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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SA와 hVISA의 유전형

VSSA 397 균주와 hVISA 100 균주를 대상으로 유전형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4).

○ MLST sequence type (ST) 

VSSA의 MLST는 ST5형이 59%, ST72형이 34%의 분포를 보였다. hVISA의 MLST는 ST5

형이 84%로 가장 높은 분율을 보였고, ST72형 8%, ST239형 6%의 분포를 보였다.

VSSA 중 병원획득 균주에서 ST5형이 67%, ST72형이 27%를 보였고, 지역획득 균주에

서 ST5형이 18%, ST72형이 64% 분포를 보였다. 

○ SCCmec type 

VSSA에서 SCCmec은 II형이 61%, IV/IVA는 34% 였다. hVISA에서 SCCmec은 II형이

84%로 가장 높았고, Ⅳ/IVA형 9%, Ⅲ형 6%, I형 1%의 분포를 보였다. VSSA, hVISA 

모두 SCCmec의 분포는 MLST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는 보였다. VSSA에서 병원

획득 균주는 SCCmec II형은 69%, IV/IVA형은 27% 였고, 지역획득 균주는 II형이

23%, IV/IVA형이 64% 분포를 보였다. 

○ agr type 

VSSA에서는 agr II형이 59%, agr I형이 39% 분포를 보였다. hVISA에서는 agr II형

이 83%로 가장 높았고 I형이 15%, III형이 1%의 분포를 보였다. VSSA에서 병원획득

균주는 agr II형은 68%, I형은 30% 였고, 지역획득 균주는 II형이 18%, I형이 82%

의 분포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hVISA의 유전형은 ST5-SCCmec II-agr II형이 가장 흔하였고, hVISA는

병원획득 VSSA 균주보다 ST72-SCCmec IV/IVA-agr I형에 대한 ST5-SCCmec II-agr II

형의 비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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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VSSA와 hVISA의 MLST, SCCmec, agr type의 분포

Genotype

VSSA

hVISA

(n = 100)

Total

(n = 397)

Community-

acquired 

(n = 22)

Healthcare-

associated

(n = 94)

Hospital-

acquired 

(n = 281)

MLST

ST5 234 (58.9) 4 (18.2) 41 (43.6) 189 (67.3) 84 (84.0)

ST72 134 (33.8) 14 (63.6) 45 (47.9) 75 (26.7) 8 (8.0)

ST239 10 (2.5) 2 (9.1) 4 (4.3) 4 (1.4) 6 (6.0)

SCCmec 

II 242 (61.0) 5 (22.7) 42 (44.7) 195 (69.4) 84 (84.0)

IV/IVA 137 (34.5) 14 (63.6) 46 (48.9) 77 (27.4) 9 (9.0)

III 10 (2.5) 2 (9.1) 4 (4.3) 4 (1.4) 6 (6.0)

agr

I 153 (38.5) 18 (81.8) 51 (54.3) 84 (29.9) 15 (15.0)

II 235 (59.2) 4 (18.2) 41 (43.6) 190 (67.6) 83 (83.0)

III 5 (1.3) - 2 (2.1) 3 (1.1) 1 (1.0)

MLST, multilocus sequence typing; ST, sequence type; VSSA, vancomycin-susceptible 

Staphylococcus aureus; hVISA, heteroresistant vancomycin-intermediate 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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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SA와 hVISA의 표면 단백질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IPS 를 대상으로 표면 단백질 관련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였다. 과거 연구에서

hVISA 에서 MLST 에 따라 agr 기능 부전 및 독성 유전자 등의 미생물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9]. 그래서 IPS 에서 sequence type 에 따라서 표면 단백질

발현의 비교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국내 유행하는 대표적인

유전형인 ST5 형, ST72 형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IPS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균주 VSSA, hVISA 에서도 표면 단백질 관련 유전자 발현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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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 유전자

spa 유전자는 황색포도알균 세포벽의 펩티드글리칸에 부착되어 있는

immunoglobulin G-binding protein A 와 관련된 유전자이다. Immunoglobulin G–

binding protein A 는 면역글로불린의 Fc 수용체 부분에 부착하여 황색포도알균이

항포식 작용(antiphagocytic activity)을 갖게 한다.

Sequence type 5

IPS 에서 mRNA 전사 양을 분석하였고 clinical IPS 3 쌍 중 2쌍에서 발현의 감소가

있었고, 1 쌍은 증가하였다. Lab IPS 8 쌍 모두에서 발현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IPS 에서는 대부분의 hVISA 균주에서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9A, 표

5).

임상 균주에서는 VSSA 10 균주의 mRNA 전사 평균값은 79.92 (범위 18.41-229.2), 

hVISA 10 균주의 mRNA 전사 평균값은 37.14 (범위 12.53-53.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hVISA 에서 발현 감소가 관찰되었다(그림 10A).

Sequence type 72

Clinical IPS 3쌍 모두에서 발현의 감소가 있었다. Lab IPS 11쌍 중 9쌍에서 발현

의 감소, 2쌍에서는 증가가 관찰되었다. IPS에서는 전반적으로 spa 발현이 감소되

는 양상이었다(그림 9B, 표 5). 

임상균주에서는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4.773 (범위 0.032-32.17), hVISA 

5 균주의 평균값은 0.043 (범위 0.01-0.073)으로서 큰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낮은 값을 보이는 균주들이 많아서, 양 군 분포 차이의

유의성을 관찰하기는 어려웠다(그림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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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5 형과 ST72 형 모두 IPS 에서는 spa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임상

균주에서는 ST5 형에서 mRNA 전사 평균값과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ST72 형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T72 형 임상 균주 중 hVISA 가 5개 밖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

그림 9. ST5 (A)와 ST72 (B)의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spa 발현 분석

0

50

100

150

200

250

VSSA

hVISA

0

5

10

15

20

25

30

35

VSSA

hVISA

A

B



２３

표 5. Clinical IPS 와 lab IPS에서의 spa 발현 분석

spa mRNA transcript level

Strain
ST5

Strain
ST72

VSSA hVISA Fc* VSSA hVISA Fc*

Clin_IPS_1 81.81 54.01 -1.51 Clin_IPS_4 0.076 0.029 -2.62

Clin_IPS_2 4.14 14.98 3.62 Clin_IPS_5 0.109 0.021 -5.23

Clin_IPS_3 71.63 64.14 -1.12 Lab_IPS_9 2.482 0.445 -5.58

Lab_IPS_1 229.20 56.55 -4.05 Lab_IPS_10 0.050 0.210 4.20

Lab_IPS_2 9.63 0.11 -84.08 Lab_IPS_11 0.435 0.100 -4.37

Lab_IPS_3 112.40 11.76 -9.56 Lab_IPS_12 32.170 8.578 -3.75

Lab_IPS_4 99.82 15.86 -6.29 Lab_IPS_13 0.559 0.055 -10.22

Lab_IPS_5 48.17 0.24 -201.30 Lab_IPS_14 2.602 0.016 -167.87

Lab_IPS_6 45.91 0.62 -73.61 Lab_IPS_15 21.460 0.826 -25.97

Lab_IPS_7 0.72 0.05 -14.40 Lab_IPS_16 0.590 0.020 -29.50

Lab_IPS_8 0.56 0.39 -1.44 Lab_IPS_17 0.310 0.110 -2.82

Lab_IPS_18 0.880 0.350 -2.51

Lab_IPS_19 0.342 3.620 10.59

*Fc 는 VSSA 와 hVISA 의 fold change 를 의미한다.

그림 10. ST5 (A)와 ST72 (B)의 임상 균주에서의 spa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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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 유전자

coa (coagulase) 유전자는 혈액의 prothrombin 과 결합하여 staphylothrombin 을

형성하며, 이것이 fibrinogen 을 fibrin 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여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진다. 반코마이신의 내성과 관련하여 별로 알려진 바는 없다.

Sequence type 5

Clinical IPS 3 쌍 중 2쌍에서 발현의 증가가 있었고, 1 쌍은 감소하였다. Lab IPS 

8 쌍 모두에서 발현이 감소되었다. IPS 에서는 대부분의 균주 쌍에서 발현이

감소하는 양상이었다(그림 11A, 표 6).  

임상 균주의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044 (범위 0.01-0.11), hVI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081 (범위 0.032-0.186)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P =

0.04), IPS 에서는 발현 감소의 양상이었는데 반해 임상 균주의 hVISA 는 오히려

coa 발현 증가가 관찰되었다(그림 12A).

Sequence type 72

Clinical IPS 3 쌍 모두에서 발현 감소가 있었다. Lab IPS 7 쌍에서는 발현의

감소가 4쌍에서는 증가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IPS 에서는 발현 증감의 일관성이

없었다(그림 11B, 표 6).

임상 균주의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05 (범위 0.005-0.295), hVI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14 (범위 0.022-0.3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양 군의

분포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12B).

IPS 에서는 ST5 형의 경우 전반적인 발현 감소가 관찰되었지만, ST72 형의 경우

발현 정도에 일관성이 없었다. ST5 형의 임상 균주 hVISA 에서는 오히려 유의하게

발현 증가가 있었고, ST72 형 임상 균주에서도 발현 증가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coa 유전자 발현은 hVISA 균주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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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T5 (A)와 ST72 (B)의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coa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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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linical IPS 와 lab IPS에서의 coa 발현 분석

coa mRNA transcript level

Strain
ST5

Strain
ST72

VSSA hVISA Fc* VSSA hVISA Fc*

Clin_IPS_1 0.120 0.063 -1.89 Clin_IPS_4 0.052 0.052 -1.00

Clin_IPS_2 0.021 0.089 4.28 Clin_IPS_5 0.026 0.011 -2.40

Clin_IPS_3 0.068 0.078 1.15 Lab_IPS_9 0.017 0.005 -3.70

Lab_IPS_1 0.036 0.013 -2.89 Lab_IPS_10 0.020 0.020 1.00

Lab_IPS_2 0.019 0.001 -15.87 Lab_IPS_11 0.021 0.005 -4.07

Lab_IPS_3 0.042 0.017 -2.42 Lab_IPS_12 0.007 0.008 1.12

Lab_IPS_4 0.110 0.020 -5.50 Lab_IPS_13 0.015 0.012 -1.24

Lab_IPS_5 0.034 0.007 -4.58 Lab_IPS_14 0.024 0.033 1.36

Lab_IPS_6 0.046 0.009 -5.06 Lab_IPS_15 0.030 0.007 -4.31

Lab_IPS_7 0.013 0.009 -1.38 Lab_IPS_16 0.010 0.000 -1.67

Lab_IPS_8 0.010 0.008 -1.20 Lab_IPS_17 0.005 0.005 1.02

Lab_IPS_18 0.007 0.006 -1.19

Lab_IPS_19 0.034 0.014 -2.36

*Fc 는 VSSA 와 hVISA 의 fold change 를 의미한다.

그림 12. ST5 (A)와 ST72 (B)의 임상 균주에서의 coa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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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pS (elastin-binding protein) 유전자

ebpS 는 multi-pass membrane protein 으로서 elastin-binding protein 과 관련된

유전자이다. ebpS 는 용해성 elastin 펩타이드에 황색포도알균이 부착하는 것을

촉진한다. 반코마이신 내성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Sequence type 5

Clinical IPS 3쌍 중 2쌍에서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1쌍에서는 발현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fold change (fc) 값이 매우 낮아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Lab IPS 8 쌍에서는 모두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IPS 에서는 전반적으로 발현이 감소하는 양상이었다(그림 13A, 표 7).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50.24 (범위 8.42-209.60), hVISA 10 균주의

평균값은 24.97 (범위 1.42-54.3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양 군의 분포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그림 14A).

Sequence type 72

Clinical IPS 2쌍 중 1쌍에서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1쌍에서는 발현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fc 값이 낮아서 의미 있는 증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Lab 

IPS 11 쌍 중 10 쌍에서 발현 감소가 관찰되어 IPS 에서는 전반적으로 발현이

감소하는 양상이었다(그림 13B, 표 7).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59.49 (범위 29.28-110.80), hVISA 5 균주의

평균값은 74.87 (범위 44.14-117.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양 군의 분포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그림 14B).

ST5 형, ST72 형 모두 IPS 에서는 일관성 있게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임상 균주에서는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와 ebpS 발현 정도는 관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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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T5 (A)와 ST72 (B)의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ebpS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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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linical IPS 와 lab IPS에서의 ebpS 발현 분석

ebpS mRNA transcript level

Strain
ST5

Strain
ST72

VSSA hVISA Fc* VSSA hVISA Fc*

Clin_IPS_1 11.10 12.60 1.14 Clin_IPS_4 26.22 33.18 1.27

Clin_IPS_2 6.78 15.03 2.22 Clin_IPS_5 37.81 30.91 -1.22

Clin_IPS_3 13.94 12.89 -1.08 Lab_IPS_9 77.15 62.62 -1.23

Lab_IPS_1 23.84 13.52 -1.76 Lab_IPS_10 37.57 49.92 1.33

Lab_IPS_2 8.42 3.19 -2.64 Lab_IPS_11 55.29 36.70 -1.51

Lab_IPS_3 27.21 13.05 -2.09 Lab_IPS_12 37.62 31.42 -1.20

Lab_IPS_4 19.93 15.83 -1.26 Lab_IPS_13 37.88 27.61 -1.37

Lab_IPS_5 25.95 11.07 -2.34 Lab_IPS_14 75.90 64.95 -1.17

Lab_IPS_6 209.60 30.62 -6.85 Lab_IPS_15 31.01 5.51 -5.63

Lab_IPS_7 45.94 30.82 -1.50 Lab_IPS_16 102.40 23.57 -4.34

Lab_IPS_8 122.50 37.06 -3.31 Lab_IPS_17 84.43 23.87 -3.54

Lab_IPS_18 110.80 33.27 -3.33

Lab_IPS_19 48.67 25.34 -1.92

*Fc 는 VSSA 와 hVISA 의 fold change 를 의미한다.

그림 14. ST5 (A)와 ST72 (B)의 임상 균주에서의 ebpS 발현 분석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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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bA (fibronectin-binding protein) 유전자

fnbA 는 fibronectin-binding protein 과 관련된 유전자로 인체의 fibronectin 와

fibrinogen 에 부착하는 역할을 한다. VSSA 에 비하여 hVISA 의 경우 반코마이신의

최소억제농도 이하의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 황색포도알균의 fibronectin 부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Sequence type 5

Clinical IPS 3 쌍 중 2 쌍에서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1 쌍에서는 발현

증가되었다. Fold change 값이 매우 낮아서 그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Lab IPS 

8 쌍에서는 모두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어 IPS 에서는 일관적으로 발현 감소를

보였다(그림 15A, 표 8).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115 (범위 0.014-0.251), hVI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157 (범위 0.05-0.3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양 군의 분포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그림 16A).

Sequence type 72

Clinical IPS 2쌍 모두에서 발현 증가가 있었다. Lab IPS 1쌍 중 6쌍에서는 발현

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5쌍에서는 발현의 증가가 있었다. IPS에서는 발현의 변화에

일관성이 없었다(그림 15B, 표 8).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027 (범위 0.008-0.11), hVISA 5 균주의

평균값은 0.216 (범위 0.022-0.61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hVISA에서 fnbA 발현

양이 증가하였다(그림 16B).

IPS에서는 ST5형은 일관성 있는 발현 감소를 보인 반면, ST72형은 발현 정도에

일관성이 없었다. 임상 균주에서 ST5형은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ST72

형에서는 hVISA에서 유의하게 fnbA 발현양이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IPS와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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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간에 발현 차이에 일관성이 없어서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림 15. ST5 (A)와 ST72 (B)의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fnbA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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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Clinical IPS 와 lab IPS에서의 fnbA 발현 분석

fnbA mRNA transcript level

Strain
ST5

Strain
ST72

VSSA hVISA Fc* VSSA hVISA Fc*

Clin_IPS_1 0.102 0.061 -1.68 Clin_IPS_4 0.025 0.029 1.18

Clin_IPS_2 0.109 0.095 -1.14 Clin_IPS_5 0.026 0.030 1.15

Clin_IPS_3 0.074 0.093 1.25 Lab_IPS_9 0.027 0.007 -3.59

Lab_IPS_1 0.114 0.014 -8.10 Lab_IPS_10 0.026 0.021 -1.25

Lab_IPS_2 0.215 0.008 -26.37 Lab_IPS_11 0.021 0.010 -2.09

Lab_IPS_3 0.251 0.017 -14.41 Lab_IPS_12 0.011 0.013 1.14

Lab_IPS_4 0.177 0.028 -6.42 Lab_IPS_13 0.019 0.014 -1.34

Lab_IPS_5 0.085 0.015 -5.81 Lab_IPS_14 0.018 0.026 1.47

Lab_IPS_6 0.021 0.012 -1.75 Lab_IPS_15 0.032 0.005 -5.93

Lab_IPS_7 0.049 0.010 -4.75 Lab_IPS_16 0.008 0.009 1.04

Lab_IPS_8 0.014 0.010 -1.45 Lab_IPS_17 0.008 0.011 1.35

Lab_IPS_18 0.019 0.004 -4.56

Lab_IPS_19 0.016 0.017 1.04

*Fc 는 VSSA 와 hVISA 의 fold change 를 의미한다.

그림 16. ST5 (A)와 ST72 (B)의 임상 균주에서의 fnbA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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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b (fibrinogen-binding protein) 유전자

fib은 fibrinogen-binding protein과 관련된 유전자로서 인체의 fibronectin와

fibrinogen에 부착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연구에서는 IPS에서 VSSA 균주에 비하여

hVISA의 경우 fib의 전사가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51].

Sequence type 5

Clinical IPS 3쌍 중 2쌍에서 발현이 감소되었고, 1쌍에서는 발현이 증가되었다. 

Lab IPS 8쌍에서는 모두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IPS에서는 1쌍을 제외

하면, 일관성 있게 발현이 감소하는 양상이었다(그림 17A, 표 9).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14.20 (범위 1.05-45.28), hVISA 10 균주의

평균값은 18.90 (범위 7.76-28.97)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차이는 보이지 않

아다(그림 18A).

Sequence type 72

Clinical IPS 2쌍 중 1쌍에서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1쌍에서는 발현 증가가

있었지만 fold change 값이 너무 작아서 의미 있는 증가로 보기 어려웠다. Lab IPS 

11쌍 중 1쌍을 제외하고 모두에서 발현 감소가 관찰되었다. 발현 증가가 있었던 1

쌍의 fold change 값이 작아서 의미 있는 증가로 보기는 어려웠다. IPS에서는 전반

적으로 발현 감소를 보였다(그림 17B, 표 9).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6.35 (범위 0.5-18.69), hVISA 5 균주의 평

균값은 10.33 (범위 1.71-23.3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차이가 없었다(그림

18B).

ST5형, ST72형 모두 IPS에서 일관성 있는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었지만, 임상 균

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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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T5 (A)와 ST72 (B)의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fib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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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Clinical IPS 와 lab IPS에서의 fib 발현 분석

fib mRNA transcript level

Strain
ST5

Strain
ST72

VSSA hVISA Fc* VSSA hVISA Fc*

Clin_IPS_1 43.50 11.78 -3.69 Clin_IPS_4 3.11 3.18 1.02

Clin_IPS_2 11.73 28.65 2.44 Clin_IPS_5 4.45 2.07 -2.15

Clin_IPS_3 7.27 5.43 -1.34 Lab_IPS_9 6.52 1.95 -3.35

Lab_IPS_1 17.70 7.43 -2.38 Lab_IPS_10 3.57 2.11 -1.70

Lab_IPS_2 45.28 1.30 -34.94 Lab_IPS_11 6.92 0.32 -21.42

Lab_IPS_3 6.65 2.48 -2.69 Lab_IPS_12 0.50 0.38 -1.34

Lab_IPS_4 14.79 4.59 -3.23 Lab_IPS_13 18.69 0.13 -142.24

Lab_IPS_5 21.51 2.09 -10.32 Lab_IPS_14 11.72 1.74 -6.72

Lab_IPS_6 1.05 0.10 -10.32 Lab_IPS_15 5.53 1.27 -4.36

Lab_IPS_7 12.86 0.80 -16.08 Lab_IPS_16 1.22 0.15 -8.21

Lab_IPS_8 1.94 1.57 -1.24 Lab_IPS_17 2.28 1.34 -1.70

Lab_IPS_18 2.46 1.45 -1.69

Lab_IPS_19 4.20 5.40 1.29

*Fc 는 VSSA 와 hVISA 의 fold change 를 의미한다.

그림 18. ST5 (A)와 ST72 (B)의 임상 균주에서의 fib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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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fA (clumping factor A) 유전자

clfA는 clumping factor A과 연관된 유전자로 fibrinogen에 부착하는 역할을 하

는 독성 유전자이다. 반코마이신 내성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Sequence type 5

Clinical IPS 3쌍 중 2쌍에서 발현의 증가가 있었고, 1쌍에서는 감소가 있었지만

fc값이 너무 낮아서 의미가 없었다. Lab IPS 8쌍 중 4쌍은 발현이 증가하였고, 4쌍

은 반대로 발현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IPS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

다(그림 19A, 표 10).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617 (범위 0.01-2.89), hVISA 10 균주의 평

균값은 0.412 (범위 0.04-0.8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20A). 

Sequence type 72

Clinical IPS 2쌍 모두 감소가 있었고, Lab IPS 11쌍 중 5쌍은 발현이 증가하였고, 

6쌍은 발현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IPS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그

림 19B, 표 10).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674 (범위 0.09-1.63), hVISA 5 균주의 평

균값은 0.612 (범위 0.42-088)로서 유의한 발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20B).

ST5형, ST72형 모두 IPS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임상 균주에서도

발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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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T5 (A)와 ST72 (B)의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clfA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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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clfA 발현 분석

clfA mRNA transcript level

Strain
ST5

Strain
ST72

VSSA hVISA Fc* VSSA hVISA Fc*

Clin_IPS_1 0.13 0.22 1.63 Clin_IPS_4 0.61 0.45 -1.36

Clin_IPS_2 0.01 0.37 48.26 Clin_IPS_5 0.98 0.21 -4.70

Clin_IPS_3 0.24 0.20 -.18 Lab_IPS_9 0.71 0.62 -1.15

Lab_IPS_1 0.16 0.11 -1.42 Lab_IPS_10 0.76 0.89 1.17

Lab_IPS_2 0.02 0.10 4.23 Lab_IPS_11 0.42 0.62 1.48

Lab_IPS_3 0.27 0.61 2.25 Lab_IPS_12 0.09 0.21 2.43

Lab_IPS_4 0.33 0.27 -1.25 Lab_IPS_13 0.50 0.52 1.04

Lab_IPS_5 0.19 0.29 1.55 Lab_IPS_14 0.39 0.91 2.37

Lab_IPS_6 2.89 0.60 -4.84 Lab_IPS_15 0.40 0.07 -5.34

Lab_IPS_7 0.28 0.42 1.49 Lab_IPS_16 1.14 0.27 -4.23

Lab_IPS_8 1.25 0.20 -6.34 Lab_IPS_17 1.09 0.34 -3.19

Lab_IPS_18 1.63 0.53 -3.11

Lab_IPS_19 0.67 0.39 -1.71

*Fc 는 VSSA 와 hVISA 의 fold change 를 의미한다.

그림 20. ST5 (A)와 ST72 (B)의 임상 균주에서의 clfA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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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fB (clumping factor B) 유전자

clfB 는 clumping factor B 와 관련된 유전자로서 상피세포에 부착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반코마이신 내성과 관련 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Sequence type 5

Clinical IPS 3 쌍 중 2쌍에서 발현의 감소가 있었고, 1 쌍에서는 증가가 있었다. 

Lab IPS 8 쌍 모두에서 발현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IPS 에서는 1쌍을 제외하면, 

모두 발현이 감소하였다(그림 21A, 표 11).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1.224 (범위 0.07-4.00), hVI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755 (범위 0.15-2.1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차이가 없었다(그림

22A).

Sequence type 72

Clinical IPS 2 쌍에서 발현 감소가 있었으나, fold change 값이 너무 낮아 의미는

없었다. Lab IPS 11 쌍 중 10 쌍에서 발현이 감소되었고 1쌍은 낮은 fold change 

값의 증가가 있었다. IPS 에서는 전반적으로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그림 21B, 

표 11).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0.656 (범위 0.0-2.79), hVISA 5 균주의

평균값은 0.274 (범위 0.06-0.8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그림 22B). 

ST5 형, ST72 형 모두 IPS 에서는 일관성 있게 발현이 감소하였으나, 임상

균주에서는 발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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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T5 (A)와 ST72 (B)의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clfB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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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clfB 발현 분석

clfB mRNA transcript level

Strain
ST5

Strain
ST72

VSSA hVISA Fc* VSSA hVISA Fc*

Clin_IPS_1 2.14 1.62 -1.33 Clin_IPS_4 0.09 0.09 -1.06

Clin_IPS_2 0.39 0.64 1.65 Clin_IPS_5 0.22 0.18 -1.23

Clin_IPS_3 1.47 0.98 -1,50 Lab_IPS_9 0.30 0.05 -5.97

Lab_IPS_1 1.87 0.32 -5.79 Lab_IPS_10 0.20 0.27 1.32

Lab_IPS_2 0.33 0.01 -25.06 Lab_IPS_11 0.77 0.06 -12.05

Lab_IPS_3 0.68 0.06 -12.13 Lab_IPS_12 1.88 0.12 -15.40

Lab_IPS_4 4.00 1.12 -3.57 Lab_IPS_13 0.49 0.12 -4.25

Lab_IPS_5 2.34 0.13 -17.92 Lab_IPS_14 0.67 0.12 -5.45

Lab_IPS_6 0.87 0.10 -8.88 Lab_IPS_15 2.79 0.03 -102.01

Lab_IPS_7 0.92 0.10 -9.60 Lab_IPS_16 0.16 0.05 -3.31

Lab_IPS_8 0.42 0.24 -1.75 Lab_IPS_17 0.28 0.12 -2.29

Lab_IPS_18 0.45 0.21 -2.13

Lab_IPS_19 0.07 0.01 -7.30

*Fc 는 VSSA 와 hVISA 의 fold change 를 의미한다.

그림 22. ST5 (A)와 ST72 (B)의 임상 균주에서의 clfB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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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rF (multiple peptide resistance factor) 유전자

mprF 는 multiple peptide resistance factor 와 관련된 유전자이고,

phosphatidylglycerol lysyltransferase 로서 cationic antimicrobial peptide 

(CAMP)의 내성에 관여한다. mprF 와 hVISA 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있다[52].

Sequence type 5

Clinical IPS 3 쌍 중 2쌍에서 발현의 감소가 있었고, 1 쌍은 변화가 없었다. Lab

IPS 8 쌍 모두에서는 발현이 감소되었다. IPS 에서는 모두 균주 쌍에서 일관성 있게

발현이 감소하였다(그림 23A, 표 12).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3.999 (범위 0.45-15.46), hVISA 10 균주의

평균값은 2.334 (범위 1.05-3.3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24A). 

Sequence type 72

Clinical IPS 2 쌍에서 1쌍에서는 발현이 감소되었고, 1쌍은 증가하였다. Lab

IPS 11 쌍 중 10 쌍에서는 발현이 감소되었고, 1 쌍에서만 발현이 증가되었다.

IPS 에서는 전반적으로 발현이 감소되었다(그림 23B, 표 12). 

임상 균주 VSSA 10 균주의 평균값은 3.311 (범위 0.56-6.57), hVISA 5 균주의

평균값은 4.820 (범위 1.37-7.6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차이는 없었다(그림

24B). 

ST5 형, ST72 형 모두 IPS 에서는 일관성 있게 발현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임상

균주에서는 발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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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T5 (A)와 ST72 (B)의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mprF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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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Clinical IPS 와 lab IPS 에서의 mprF 발현 분석

mprF mRNA transcript level

Strain
ST5

Strain
ST72

VSSA hVISA Fc* VSSA hVISA Fc*

Clin_IPS_1 2.66 1.54 -1.73 Clin_IPS_4 1.33 2.55 1.91

Clin_IPS_2 1.71 1.70 -1.00 Clin_IPS_5 1.62 0.88 -1.84

Clin_IPS_3 1.49 1.44 -1.04 Lab_IPS_9 4.92 0.97 -5.06

Lab_IPS_1 3.99 0.67 -6.00 Lab_IPS_10 0.90 2.72 3.01

Lab_IPS_2 15.46 0.94 -16.40 Lab_IPS_11 2.92 0.60 -4.84

Lab_IPS_3 3.38 0.76 -4.45 Lab_IPS_12 2.74 1.14 -2.40

Lab_IPS_4 1.91 0.71 -2.70 Lab_IPS_13 6.57 1.01 -6.52

Lab_IPS_5 3.56 1.13 -3.16 Lab_IPS_14 6.46 2.98 -2.16

Lab_IPS_6 2.91 0.51 -5.71 Lab_IPS_15 5.64 0.20 -28.60

Lab_IPS_7 4.07 0.42 -9.77 Lab_IPS_16 2.24 0.66 -3.40

Lab_IPS_8 1.97 1.25 -1.57 Lab_IPS_17 2.49 0.74 -3.36

Lab_IPS_18 1.54 0.81 -1.91

Lab_IPS_19 5.09 3.16 -1.61

*Fc 는 VSSA 와 hVISA 의 fold change 를 의미한다.

그림 24. ST5 (A)와 ST72 (B)의 임상 균주에서의 mprF 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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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여러 표면 단백질 유전자 중 IPS 에서 spa, ebpS, fib, clfB, mprF 가

VSSA 에 비해 hVISA 에서 발현 양이 ST5 와 ST72 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표 13). 임상 균주에서는 ST5 형에서 coa, ST72 형에서는 fnbA 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에는 유의하게 발현에 차이를 보인 표면 단백질 유전자는

없었다.

표 13. VSSA 와 비교한 hVISA 의 표면 단백질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결과

Surface protain Strain
hVISA

ST5 ST72

spa IPS a

CS      b

coa IPS

CS c

ebpS IPS

CS

fnbA IPS

CS

fib IPS

CS

clfA IPS

CS

clfB IPS

CS

mprF IPS

CS

IPS, isogenic paired strain; CS, clinical strain; hVISA, heteroresistant vancomycin-

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ST, sequence type 
a  stands for expression of gene encoding surface protein decreased in hVISA than 

those in VSSA.
b      stands for expression of gene encoding surface protein was similar between 

hVISA and VSSA.
C   stands for expression of gene encoding surface protein increased in hVISA than 

those in V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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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Real-time RT-PCR 에서 의미 있는 발현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인 spa, mprF 에

대해서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그림 25). Clinical IPS 는 모두 포함시켰고, 

lab IPS 는 ST5 형, ST72 형 중 각 fold change 값이 큰 2 쌍 씩 포함되었다. 

ST5 균주는 표준균주 황색포도알균 N315, ST72 형 균주는 표준균주 황색포도알균

CN1 균주와 염기서열을 비교하였다. spa 유전자 변이는 9쌍 모두 없었고, mprF 

유전자 변이는 9쌍 중 3쌍에서만 차이가 관찰되었다(표 14). 

그림 25. spa와 mprF 염기서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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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spa 와 mprF 의 유전자 변이 분석

Gene MLST Strain
Change of amino acid

Mutation
VSSA hVISA

spa

ST5 Clin_IPS_1 G243N,N244K,N284G G243N,N244K,N284G No

Clin_IPS_2 G243N,N244K,N283G G243N,N244K,N283G No

Clin_IPS_3 G243N,N244K,N284G G243N,N244K,N284G No

Lab_IPS_3 No No No

Lab_IPS_5 G243N,N244K,N284G G243N,N244K,N284G No

ST72 Clin_IPS_4 No No No

Clin_IPS_5 No No No

Lab_IPS_12 No No No

Lab_IPS_14 No No No

mprF

ST5 Clin_IPS_1 F601C I497N Yes

Clin_IPS_2 No No No

Clin_IPS_3 No No No

Lab_IPS_3 I461T I461T No

Lab_IPS_5 I497N I461T Yes

ST72 Clin_IPS_4 I461T I461T No

Clin_IPS_5 I461T, I497N I461T Yes

Lab_IPS_12 I461T I461T No

Lab_IPS_14 I461T I461T No

IPS, isogenic paired strain; VSSA, vancomycin-susceptible Staphylococcus aureus; 
hVISA, heteroresistant vancomycin-intermediate S. aureus; ST, seque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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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이번 연구 결과 PAP-AUC 방법으로 진단된 hVISA 는 17.1%였다. 국내 유행하는

hVISA 유전형은 ST5-SCCmec II-agr II 형이 가장 흔하였고, 병원획득 VSSA 균주보다

ST5-SCCmec II-agr II 형이 ST72-SCCmec Ⅳ-agr I 형에 비해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면 단백질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해 내성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행하는 대표적인 유전형인 ST5 형와 ST72 형을 대상으로 IPS 균주를 선정하여

표면 단백질 발현 양을 분석하였고, 추가로 임상 균주 VSSA 와 hVISA 에서도 발현

양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러 표면 단백질 유전자 중 IPS 에서 spa, ebpS, fib, clfB, 

mprF 가 VSSA 에 비해 hVISA 에서 발현 양이 ST5 와 ST72 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 균주에서는 ST5 형에서 coa, ST72 형에서는 fnbA 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에는 유의하게 발현에 차이를 보인 표면 단백질 유전자는

없었다. IPS 에서 발현 양에 차이를 보이고, 기존 보고에서 hVISA 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spa, mprF 유전자를 선정하여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ST5 형

clinical IPS 3 쌍, lab IPS 2 쌍 및 ST72 형 clinical IPS 2 쌍, lab IPS 2 쌍 등 총

9쌍에 대하여 spa, mprF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spa 는 염기서열에서

변이가 없었고 mprF 는 30%에서만 변이가 발견되었다.

과거 국외, 국내의 hVISA의 유병률은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지역 및 hVISA 진단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 2006년 이전에 보고된 hVISA 유병률은

0.5% 이하로 낮았다[18, 20].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아시아에서 PAP 방법으로 조

사한 hVISA 유병률은 6.1%,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일 기관에서 PAP-AUC 방법으

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hVISA 유병률이 37%로 유병률 격차가 컸다[21, 22]. 2009년

에서 2011년 사이에 국내 9개의 병원에서 모집된 825개의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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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균을 대상으로 PAP-AUC 방법으로 진단한 hVISA 유병률은 3.3%였다[53]. 이번 연

구에서는 국내의 다기관에서 균주를 모집하였고, PAP-AUC 방법으로 17%의 hVISA가

진단되어 이전 연구의 37%에 비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일 기관에서는

균주의 전파로 인해 hVISA가 높은 분포를 보일 수 있어서 다기관 연구를 통해 이러

한 제한점을 극복하였다. 과거 연구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은 혈액에서 분리

된 황색포도알균을 모집하였고, 검사 신뢰도가 높은 PAP-AUC 방법으로 hVISA를 진

단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반코마이신 누적 사용이 많아지면

서 hVISA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번 결과로 국내의 hVISA 감염의 질병 부담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VISA의 유전형 분석 결과 MLST은 ST5형이 84%, ST72형이 8%로 이 두 형이 국내

hVISA에서 가장 흔하였고, ST72형에 비해 ST5형이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전 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 또는 병원획득 황색포도알균주 간에 sequence type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54]. 지역사회획득 황색포도알균의 sequence 

type은 국가 별로 차이를 보인다. 북미는 ST1형, ST8형이 흔하고, 유럽에서는 ST80

형,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는 ST30, ST59, ST338형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55, 

56]. 국내에서는 ST72형이 지역사회획득 균주로 유행하고 있고, 병원획득 균주에서

는 ST5형이나 ST239형이 ST72형에 비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54, 57]. 이 연구를

통해 국내에 유행하고 있는 ST5형과 ST72형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중 hVISA

는 ST5형에서 더 잘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ST72형에서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전 국내에서 시행된 김 등이 보고한

최근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53]. 이 연구에서도 ST5형이 90%, ST72형이 10%로 ST5

형이 hVISA에서 흔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획득 VSSA와 MLST의

분포 양상이 비슷하였으나, 상대적으로 ST72형의 분율이 hVISA보다 높고, ST5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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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은 낮게 나타났다. 박 등에 의해 보고된 같은 기관에서 시행된 VSSA와 hVISA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VSSA의 MLST 분포는 ST5형 65%, ST72형 28%였고, hVISA

에서는 ST5형 72%, ST72형 16%로 이번 연구와 비슷하게 ST72형에 대한 ST5형의 비

율이 hVISA에서 더 높아서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22].

SCCmec 또한 국가 별로 유행하는 형이 차이가 난다. 아시아 중 중국에서는 유행

하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분자유전형으로는 97%에서 SCCmec III형이었고, 

SCCmec II형은 1.6%를 차지하였다[58]. 과거 국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의

SCCmec형 분포와 동일하게, 이 연구에서 hVISA 균주는 SCCmec II가 가장 흔하였다

[59]. Musta 등이 보고한 미국 미시건에 있는 병원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hVISA 

균주의 93%가 SCCmec II형으로 확인된 바 있다[60]. hVISA 균주는 ST5-SCCmec II-

agr II형이 가장 흔하여, 기존에 보고된 국내의 병원획득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

알균의 유전형 분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57, 59, 61-63].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의 유전형에 따라 임상적인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같은 기관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ST5-SCCmec II형에 비해서 ST72-SCCmec IV형인 지

역사회획득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에서 독성 관련 유전자가 비교적 적고, 낮

은 사망률을 보였다[61]. 이 연구에서는 ST72-SCCmec IV 균주에서 반코마이신 최소

억제농도가 1.5 mg/L 이상을 보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가 ST5-SCCmec II 균

주보다 유의하게 더 흔한 결과를 보였다.   

agr (accessory gene regulator) 유전자는 황색포도알균의 독성, 대사 등의 중요

한 유전자들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로서, agr 기능 부전 시 실험실 hVISA 균주에

서 폴리스티렌(polystyrene)에 부착능이 커져서 생막(biofilm) 형성이 용이하게 된

다고 보고된 바 있다[64]. Howden 등이 임상 hVISA 균주로 한 연구 상에서는 hVISA

에서 오히려 생막 형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서 생막 형성에는 agr 기능 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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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착능 향상 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세포벽 변화에 의해 실제 임상

균주에서는 생막 형성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65]. agr 유전자는

quorum-sensing module과 관련된 5가지 유전자(hld, agrB, agrD, agrC, agrA)로 구

성된다. agrD (autoinducing peptide(AIP)), agrC (AIP를 감지하여 반응을 조절하

는 역할), agrB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group I부터 IV까지 분류된다. agr 기능 부

전이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나 hVISA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66, 67]. 

이에 반해 hVISA 감염에서 agr 유전자 변형이 없었다는 연구도 있어서, agr 돌연변

이가 모든 hVISA에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65]. 장 등은 국내에서 SCCmec IV/IVa형

과 I-III형 사이에 agr 기능 부전과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를 비교 분석하였고, 

SCCmec IV/IVa형에서 agr 기능 부전이 더 적었고, hVISA 발생이 더 적었다고 결과

를 보고한 바 있다[68]. 이는 앞선 우리 연구의 유전형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모든 agr 형에서 저농도의 반코마이신에 지속된 노출이 있으면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69]. hVISA는 실험실적으로는 모든 agr 형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hVISA는 agr I, II형에 속하였다[69, 70]. 미국, 일

본에서 한 보고 상 많은 국가에서 주로 agr II형이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된 황색

포도상구균과 흔하게 관련이 있다는 과거 연구가 있었고[67], 유럽에서는 agr I형

이 II형보다 더 흔하게 hVISA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71]. 우리 연구에서

도 hVISA 균주에서 agr II형이 83%로 가장 흔하였고, agr I형이 15%로 정도로 분포

하였다. 

hVISA/VISA 발생은 반코마이신에 치료 혈중 농도 이하로 지속된 노출이 있는 동

안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내성 기전은 세포벽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상

향 조절 및 vraSR, graSR 등 유전자 돌연변이 등이 관련이 있다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분자유전학적 hVISA 발생 기전은 아직 정확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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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가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에 어떤 역할을 가지는데

관해서는 세포벽 생합성 과정보다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표면 단백질의

발현 변화가 아마도 면역 반응이나 부착과 같은 숙주와 세균의 상호 반응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ST5형과 S72형에서 표면 단백질

관련 유전자 발현 양상을 VSSA와 hVISA 균주를 비교하였다. Real-time RT-PCR 방법

상으로 IPS 균주에서 spa, ebpS, fib, clfB, mprF가 hVISA에서 발현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hVISA에서 fibronectin-binding protein 관련 유전자가 VSSA에 비해

상향 조절된다는 보고가 있으나[38], 이에 상반되게 하향 조절된 결과를 보이는 보

고도 있었다[28]. ebpS, fib, clfB와 hVISA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된 바 없다. Fibronectin-binding protein 관련 유전자가 상향 조절된다는 보고에

서는 hVISA에서 숙주 조직이나 인공삽입물에 부착능이 향상되면서 지속된 감염을

일으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부착과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

양이 IPS의 hVISA에서 하향 조절되는 결과를 보였다. 임상 균주에서는 유의한 결과

를 얻지 못하였는데, 더 많은 임상 균주를 대상으로 이 유전자들의 발현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겠다.

spa 유전자는 immunoglobulin G-binding protein A 관련 유전자로, 황색포도알균

이 면역글로불린에 부착하여 항포식 작용(antiphagocytic activity)을 갖게 한다.

이전의 hVISA 발생과 관련된 분자유전학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Howden 등이 메티

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에서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하였다[28]. 이 연구에서도 5쌍의 IPS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였고, 반코마이신

내성이 생기지 않았던 3쌍의 VSSA 균주를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우리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세포 표면 부착 단백질과 관련된 spa, fnbA, fnbB, efb, fibronectin-

binding protein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절됨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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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외 agr 유전자는 hVISA에서 그 발현이 감소하였고, 요소분해효소(urease) 

생산 및 질소 대사 관련 유전자(ureA, ureB, ureC, ureE, ureF, ureG, narG, narH, 

nirD), 아스파르트산(아미노산) 합성 관련 유전자(hom, lyC, asd, dapA, dapB, 

dapD), 피루브산염(pyruvate)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ilvB, ilvC, ilvE, leuA)의 발

현은 상향 조정된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IPS들 간에 다양한 전사 형태

(transcriptional pattern)는 보이고 있었다. 2012년도 Passalacqua 등에 의한 발

표된 논문에서도 hIVSA에서 spa 유전자 발현 감소가 확인되었고, fibronogen-

binding protein 유전자나 agr, RNAIII와 같은 조절 유전자에서 hVISA와 VSSA 간에

발현 양 차이를 보인 바 있다[51]. 

mprF는 다양한 숙주 방어 관련 펩타이드(host defence peptide)에 대한 내성과 관

련된 유전자이다. 황색포도알균이 감염되면 숙주에서는 lysozyme, α-defensins

human neutrophil peptide (HNP) 1-3, β-defensin Hbd2와 같은 defensin peptide가

피부, 호흡기, 위 점막, 비뇨기계 상피 등에서 생산되어 감염에 방어하게 된다[72]. 

mprF은 세포막의 lipid lysylphosphatidylglycerol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세포막 단

백질로서, mprF에 변이가 발생하면 세포막의 lysylphosphatidylglycerol이 양전하

를 띄는 L-lysine으로 바뀌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막 표면의 음전하가 양

전하의 방어 펩타이드를 당김으로서 내성이 발생된다고 연구되었다. mprF 발현 감

소와 관련된 내성은 cationic antimicrobial peptide (CAMP)에 대한 반발력 악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6)[73]. 우리 연구에서도 mprF의 발현이 hVISA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mprF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면 이와 같이 방어 펩타이드에

대한 내성 기능(defence peptide resistance)이 상실되는 것과 함께, 세포 표면의

전하에 영향을 주어 NH3+으로 인해 양전하를 띄는 반코마이신도 세포 표면에 더 많

이 부착하게 되어 반코마이신 감수성이 증가된다는 대립되는 보고도 있다[7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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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mprF와 hVISA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Wootoon 등이 보고한 연구에서는 임상 및 실험실 hVISA 균주에서 mprF의 발현 정도

는 반코마이신 균주와 차이가 별로 없었다[50]. mprF 유전자와 hVISA 간의 연관성

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6. mprF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 시 세포막의 전극 변화[73]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ST72형에서 hVISA 유병률이 낮아서 균주 확보가 어려

웠다. ST72형의 hVISA 임상 균주가 5 균주 밖에 되지 않아서 발현 평균값이나 발현

의 분포를 비교하는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clinical IPS 균주가

부족하여 lab IPS를 사용한 점도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의 hVISA 유병률을 다기관에서 모집된 균주를 대상으로

hVISA 표준 진단법인 PAP-AUC 방법으로 확인하였고, hVISA에서 spa, ebpS, fib, 

clfB, mprF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국내 hVISA 내성 기전 연구 및 신속

하고 정확한 hVISA 진단법 개발에 기반이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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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내 유행하는 hVISA 유전형은 ST5-SCCmec II-agr II 형이 가장 흔하였고, 

병원획득 VSSA 보다 ST5-SCCmec II-agr II 형이 ST72-SCCmec Ⅳ-agr I 형에 비해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면 단백질 유전자 중 IPS 에서 spa, ebpS, fib, clfB, 

mprF 가 hVISA 에서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 균주에서는

ST5 형에서 coa, ST72 형에서는 fnbA 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에는 유의하게

발현에 차이를 보인 표면 단백질 유전자는 없었다. IPS 에서 발현 양에 차이를

보이고, 기존 보고에서 hVISA 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spa, mprF 유전자를

선정하여 총 9 쌍의 IPS 균주에 대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spa 는

염기서열에서 변이가 없었고 mprF 는 30%에서만 변이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전사체 발현 분석 결과 표면 단백질 유전자 중 spa, ebpS, fib, clfB, mprF 가

반코마이신 감수성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hVISA 의 발생은 여러

단계의 경로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세포벽 생합성 관련 유전자에 대한 발현 분석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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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Background: Heterogenous 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hVISA) 

has emerged as a serious clinical problem, concomitant with increased global vancomycin 

exposure to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MRSA). The prevalence of hVISA varies 

geographically, ranging from 0% to 37%, which may als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ing of study and diagnostic method of hVISA. The consistent phenotypic feature of

hVISA is a thicken cell wall, and the characteristic comes from upregulation of the cell 

wall biosynthesis. The genetic mechanisms of resistance of hVISA are not clearly defined, 

but reduced vancomycin susceptibility in hVISA is presumably due to the systematic 

changes of expression of genes encoding cell wall biosynthesis, transcriptional regulator, 

and surface proteins. The changes of expression of surface protein genes may be 

associated with reduced vancomycin susceptibility by affecting host–pathogen

interactions, such as immune response and tissue attachment. However, transcriptional 

changes of surface protein genes in hVISA have not been fully explored. The objective

of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s of genotype and gene expression of surface 

proteins between vancomycin-susceptibility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VSSA) and 

hVISA.

Methods: A total of 584 invasive MRSA isolates from patients with S. aureus bloodstream 

infection were collected between January 2009 and December 2013 at 10 hospitals in South Korea.

All MRSA isolates were assessed by the polulation analysis profiling-area under the curve (PAP-

AUC) method for diagnosis of hVISA. The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SCCmec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 agr (accessory gene regulator) typing were 

performed to compare the genotype between VSSA and hVISA. The transcriptome compar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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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genes encoding surface proteins (spa, coa, ebpS, fnbA, fib, clfA, clfB, mprF) according to 

the sequence type (ST) 5 and ST72, were performed with multiple clinical isogenic paired strains 

(IPSs) (ST5 n = 3 pairs, ST72 n = 2 pairs) and laboratory IPSs (ST5 n = 8 pairs, ST72 n = 11

pairs). The transcriptional profiling of surface protein gene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sequence type, as molecular characteristics including agr dysfunction and virulence facto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T5 and ST72 hVISA. The additional transcriptional analysis of 

surface protein genes in clinical VSSA (ST5 n = 10 strains, ST72 n = 13 strains) /hVISA (ST5 n 

= 10 strains, ST72 n = 5 strains) strain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results of transcriptional 

analysis in IPS. The transcriptional profiling of the genes encoding surface proteins was

performed by real-time RT-PCR. Based on the transcriptome results, we conducted DNA 

sequence analysis of the clinically significant genes which showed significant transcriptional 

differences between hVISA and VSSA.

Results: Of the 584 MRSA isolates, 100 (17.1%) had the hVISA phenotype based on PAP–AUC 

ratios. In genotype analysis, the most common MLST sequence type of hVISA was ST5 (84%), 

followed by ST72 (8%) and ST239 (6%). The most frequent SCCmec type was SCCmec II (84%), 

followed by SCCmec IV (9%) and III (6%). The most common agr group was the agr group II

(83%), followed by agr group I (15%) and III (1%). The proportion of ST5-SCCmec II-agr II to 

ST72-SCCmec IV-agr I was higher in hVISA than VSSA. Among the genes encoding surface 

proteins, spa, ebpS, fib, clfB, and mprF showed down-regulations in hVISA of IPS compared to 

VSSA of IPS. The expression levels of coa and fnbA increased in ST5 hVISA and ST72 hVISA 

of clinical strains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in VSSA of clinical strains, but no other gen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ression between hVISA and VSSA. In DNA sequencing, spa

did not show any mutation in hVISA, and mprF mutation was observed in 30% of hVISA. 

Conclusion: The most common genotype of hVISA was ST5-SCCmec II-agr II,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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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 of ST5-SCCmec II-agr II to ST72-SCCmec IV-agr I was higher in hVISA than VSSA. 

Based on current transcriptome analysis of the genes encoding cell surface proteins, it was 

assumed that spa, ebpS, fib, clfB, mprF may play the role in reduced vancomycin susceptibility.

Keywords: Genotype, pathogenesis, surface protein, 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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