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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SCCmec)은 황색포도알균의 메티실린 내

성을 유발하는 mecA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동성 유전 영역이다. 의료기관 연관 

MRSA는 대개 SCCmec 유형 I, II, III에 속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지역사회 연관 

MRSA는 주로 SCCmec 유형 IV, V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지역사회 연관 

MRSA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SCCmec 유형에 따른 MRSA 감염증의 특

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SCCmec 유형 II/III와 유형 

IV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

여 각 균주들의 병독인자 유무나 발현 정도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MRSA 균혈

증이 확인되었던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망 

시점에서도 MRSA 균혈증이 증명되었던 경우나 사망시까지 MRSA 균혈증의 원발 

감염증 및 패혈증의 징후가 지속되었던 경우, 혹은 다른 뚜렷한 이유 없이 MRSA 

균혈증 14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다. 모

든 균주에 대해 SCCmec 유형, spa 유형, pvl과 psm-mec 유전자의 유무, agr 유전자의 

기능부전 여부를 평가하였고, SCCmec 유형 IV 균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α-독소 

및 PSMα의 상대적인 발현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총 198례의 MRSA 균혈증 증례 중, 47례(23.7%)가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

으로 분류되었다. SCCmec 유형 II/III와 IV 증례는 각각 140례(70.7%)와 58례(29.3%)

였다.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은 SCCmec 유형 IV(10.3%, 6/58)에서 유형 II/III 

(29.3%, 41/140)에서보다 적었다(P=0.003).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에 대한 다변수 

분석에서도 SCCmec 유형 IV는 유형 II/III에 비하여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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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독립적으로 낮음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높은 Charlson 의 기저질환 점수, 높

은 Pitt 균혈증 점수 및 중심정맥관 연관 감염이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과 독립

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SCCmec 유형 IV 균주에서 pvl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3.4%였

고, α-독소와 PSMα의 발현 정도는 gyrB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1.00배(사분위 범위 

0.59-0.90), 1.17배(사분위 범위 0.42-1.57)였다. SCCmec 유형 II/III 균주 중 agr 유전자

가 기능부전인 비율은 85.0%였고, psm-mec 유전자를 갖고 있는 비율은 21.4%였다. 

결론: SCCmec 유형 IV는 유형 II/III에 비하여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 위험이 유

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MRSA 균주의 미생물학적 특성과 관련되

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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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병독 인자, SCCmec 

학번: 2012-2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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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은 의

료기관 관련 감염증의 중요한 원인 미생물 중 하나로(1), MRSA 균혈증의 사망률은 

20~50% 정도로 알려져 있다(2, 3). 최근 지역사회 연관 MRSA(community-associated 

MRSA, CA-MRSA)의 등장으로 MRSA는 의료기관 연관 감염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 감염에서도 중요한 병원균으로 인식되고 있다(4).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SCC mec)은 황색포도알균의 메티실린 내성

을 유발하는 mecA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동성 유전 영역으로, mecA 외에 어떤 유전

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5). 전통적인 의료기관 연

관 MRSA(healthcare-associated MRSA, HA-MRSA)는 대개 SCCmec 유형 I, II, III에 속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CA-MRSA는 주로 SCCmec 유형 IV, V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

다(6).  

2007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CA-MRSA의 비율은 5.9%로 높지 않았지만

(7), CA-MRSA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므로(8-16),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

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SCCmec 유형에 따른 

MRSA 감염증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SCCmec 유형에 따른 MRSA 균혈증의 예후를 비교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

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17-26). Han 등(17)은 SCCmec 유

형 II MRSA에 의한 감염은 환자 중증도의 지표일 뿐 그 자체로는 높은 사망률과 

독립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하였으나 Chen 등(24)은 SCCmec 유형 II가 유형 IV에 비

하여 높은 치료 실패율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유형 II MRSA가 더 

병독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까지도 서로 다른 결과들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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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기저 질환이나 초기 감염 병소와 

중증도 등의 임상 정보들만 분석하였고, 여러 병독인자의 유무나 발현 정도의 차이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SCCmec 유형 II/III와 유형 IV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각 균주들의 병독인자 유무나 발현 정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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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1. 연구 설계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900 병상 규모의 3차 병원, 

성남)에서 MRSA 균혈증이 확인되었던 환자들의 자료를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집하였다. 해당 기간 중 처음으로 MRSA 균혈증이 확인된 모든 15세 이

상 환자들을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혼합 균혈증이나 오염이 의심된 경우, 균주가 보

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퇴원이나 전원으로 예후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임상자료의 분석 

연령, 성별, Charlson의 기저질환 점수(27), 스테로이드 사용(프레드니솔론 기준 매

일 20mg 이상을 1주일 이상 복용한 경우), 30일 이내의 항암치료, 호중구 감소증(절

대 호중구수 <500 /μL) 여부, 첫 혈액배양 당시 환자의 위치(응급실, 일반 병동, 혹은 

중환자실), 이전 의료기관 접촉력(28), Pitt 균혈증 점수(29)와 SOFA(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점수(30)로 평가한 초기 감염증의 중증도, 패혈성 쇼크로 발현 여

부, 원발 감염 병소, 입원 중 사망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용한 항생제

가 실험실 검사상 동정된 균주에 감수성이 아닌 경우 부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분류

하였다. 

Harbarth 등(31)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사망 시점에서도 MRSA 균혈증이 증명되었

던 경우나 사망 때까지 MRSA 균혈증의 원발 감염증 및 패혈증의 징후가 지속되었

던 경우, 혹은 설명 가능한 다른 이유 없이 MRSA 균혈증 14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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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3. 미생물학적인 분석 

모든 혈액배양 검사에는 BacT/ALERT FA and FN(bioMe ŕieux, Durham, North Carolina)

을 사용하였다. 항균제 감수성은 국제진단검사표준 및 임상검사실 품질협회(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지침에 따라 VITEK
 
2(bioMe´rieux, Marcy L’etoil, 

France)로 평가하였으며, 반코마이신 최소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는 E-test(bioMe ŕieux, Lyon, France) 및 액체배지희석법(broth microdilution method)

으로 측정하였다(32).  

열 가지 유전자에 대한 다중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여 SCCmec 유형을 분류하였으며(33), PVL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인 lukS-PV와 

lukF-PV의 존재 유무도 PCR로 확인하였다(34). Staphylococcal protein A(spa) 유전자를 

증폭하여 X 영역의 반복 염기서열을 분석한 후 Ridom spa 서버 

(http://www.spaserver.ridom.de)를 참고하여 spa 유형을 분류하였으며(35), 이전에 보고

된 적이 없던 반복 염기서열 숫자는 새 spa 유형으로 등록하였다. PCR 및 염기서열 

분석으로 phenol-soluble modulin-mec (psm-mec) 유전자의 유무 및 돌연변이 여부를 검

사하였다(36). 실험에 사용한 프라이머들은 Table 1과 같다. 

Accessory gene regulator(agr) 유전자의 기능부전 여부는 RN4220 표준균주를 이용한 

δ-용혈검사로 평가하였으며, 용혈의 상승작용이 없었거나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경

우를 agr 기능부전으로 분류하였다(37, 38). 

http://www.spaserver.rido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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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mec 유형 IV 균주들에서 α-독소와 phenol-soluble modulin α(PSMα)의 발현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간 PCR로 hla와 psmα mRNA 의 상대적인 양을 평가하였으며

(39), USA300에 속하는 SF8300 균주를 비교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실험할 균주를 

Luria-Bertani 배지에 10시간동안 배양한 후, 10
9
~10

10
 cfu/mL 의 배양액 1 mL을 원심

분리 및 세척하였다. 최종 침전물을 150 mg/L의 lysostaphin으로 처리한 후 RNeasy 

plus mini kit(Qiagen)을 이용하여 RNA를 분리하였다. 흡광도계로 정량한 RNA 1 µg으

로부터 Superscript III RT kit(Invitrogen)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최종 농도 

0.2~0.7 ng/µL의 cDNA와 QuantiTect SYBR green PCR kit(Qiagen) 및 7500 Sequence 

detector(Applied biosystem)를 이용하여 실시간 PCR 하였다. 미리 측정해 둔 각 유전

자별 증폭 효율(efficiency)과 실시간 PCR을 통하여 얻어진 CT(cycle threshold)값을 아

래 공식에 대입하여 gyrB에 대한 hla, psmα mRNA의 상대적 발현 정도를 계산하였다

(40).  

상대 발현 정도 =  
(𝟏 +  𝒆𝒇𝒇𝒓𝒆𝒇)𝑪𝑻𝒓𝒆𝒇

(𝟏 +  𝒆𝒇𝒇𝒕𝒂𝒓𝒈𝒆𝒕)𝑪𝑻𝒕𝒂𝒓𝒈𝒆𝒕
 

 

4. 통계학적인 분석 

역학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SCCmec 유형 II, III 증례들을 한 군으로 묶어 유형 IV 

증례들과 비교하였다. MRSA 균혈증과 무관한 사망례에 의한 비뚤림을 피하기 위하

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고, 단변수 분석에서 P<0.05였던 변수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후진 선택법을 이용한 다변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공선성

을 고려하여 급성기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Pitt 균혈증 점수만을 다변

수분석에 포함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PASW(version 18 software package;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P<0.05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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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s used in this study 

Experiment Primers Sequence (5’ -> 3’) 

SCCmec typing CIF2 F2 

CIF R2 

TTCGAGTTGCTGATGAAGAAGG 

ATTTACCACAAGGACTACCAGC 

 ccrC F2 

ccrC R2 

GTACTCGTTACAATGTTTGG 

ATAATGGCTTCATGCTTACC 

 RIF5 F10 

RIF5 R13 

TTCTTAAGTACACGCTGAATCG 

ATGGAGATGAATTACAAGGG 

 SCCmec V J1 F 

SCCmec V J1 R 

TTCTCCATTCTTGTTCATCC 

AGAGACTACTGACTTAAGTGG 

 dcs F2 

dcs R1 

CATCCTATGATAGCTTGGTC 

CTAAATCATAGCCATGACCG 

 ccrB2 F2 

ccrB2 R2 

AGTTTCTCAGAATTCGAACG 

CCGATATAGAAWGGGTTAGC 

 kdp F1 

kdp R1 

AATCATCTGCCATTGGTGATGC 

CGAATGAAGTGAAAGAAAGTGG 

 SCCmec III J1 F 

SCCmec III J1 R 

CATTTGTGAAACACAGTACG 

GTTATTGAGACTCCTAAAGC 

 mecI P2 

mecI P3 

ATCAAGACTTGCATTCAGGC 

GCGGTTTCAATTCACTTGTC 

 mecA P4 

mecA P7 

TCCAGATTACAACTTCACCAGG 

CCACTTCATATCTTGTAACG 

spa typing spa-1113F 

spa-1514R 

TAAAGACGATCCTTCGGTGAGC 

CAGCAGTAGTGCCGTTTG 

PVL luk-PV1 

luk-PV2 

ATCATTAGGTAAAATGTCTGGACATGATCCA 

GCATCAASTGTATTGGATAGCAAAAGC 

PSM-mec S2 

S3 

CAATTCACTTGTCTTAAACTTTGTAGAAAAAGAAG 

TATTTTATTTTCCATAATTGCCTACCCCAT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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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mec,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 spa, staphylococcal protein A; PVL, Panton-

Valentine leukocidin; PSM-mec, phenol-soluble modulin-mec;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time PCR gyrB-F 

gyrB-R 

CAAATGATCACAGCATTTGGTACAG 

CGGCATCAGTCATAATGACGAT 

 hla-F 

hla-R 

AATAACTGTAGCGAAGTCTGGTGAAA 

GCAGCAGATAACTTCCTTGATCCT 

 psmα-F 

psmα-R 

TATCAAAAGCTTAATCGAACAATTC 

CCCCTTCAAATAAGATGTTCAT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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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연구 대상 

연구 기간 동안 확인된 중복되지 않은 252례의 MRSA 균혈증 중, 혼합균혈증 12

례, 오염이 의심된 12례, 균주가 보관되어 있지 않던 21례, 예후 판정이 불가능했던 

9례를 제외한 198례가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함되었다(Figure 1). 그 중 47례(23.7%)가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되었다.  

SCCmec 유형 II/III 증례는 140례(70.7%)였고, 유형 IV 증례는 58례(29.3%)였다. 양 

군을 비교하면,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은 SCCmec 유형 IV(10.3%, 6/58)에서 유형 

II/III(29.3%, 41/140)에서보다 유의하게 적었다(P=0.003, Table 2). SCCmec 유형 IV에서

는 피부연조직 감염이 유의하게 많았고, SCCmec 유형 II/III에서는 Charlson의 기저질

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환자실에서 발생했거나 원내 감염인 경우, 스테로

이드 사용력이 있는 경우, 중심정맥관 연관 감염이 유의하게 많았다(모두 P<0.05, 

Table 2). 

 

2.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의 임상적 위험인자 

단변수 분석에서, SCCmec 유형 IV 증례는 MRSA 균혈증에 의해 사망한 경우

(12.8%, 6/47)에서 생존한 경우(36.9%, 48/130)에서보다 유의하게 적었다(P=0.003, Table 

3). 그 외에도 높은 Charlson의 기저질환 점수, 첫 혈액배양 검사 위치가 중환자실이

었던 경우, 높은 Pitt 균혈증 점수, 높은 SOFA 점수, 패혈성 쇼크로 발현한 경우, 원

발성 균혈증 혹은 폐렴이었던 경우가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중심정맥관 연관 균혈증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모두 P<0.05). 

다변수 분석 결과, SCCmec 유형 IV(조정된 승산비[adjusted odds ratio, aOR], 0.19;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0.06-0.59; P =0.004)은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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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s of cases according to clinical outcom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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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독립적으로 낮았다(Table 4). 높은 Charlson의 기저질환 점수(aOR, 1점당 1.30; 

95% CI, 1.11-1.51; P =0.001)와 높은 Pitt 균혈증 점수(aOR, 1점당 1.53; 95% CI, 1.29-

1.81; P <0.001)는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심정

맥관 연관 균혈증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aOR, 0.29; 95% CI, 0.11-0.77; 

P=0.013) 

 

 

 

 

 

 

 

 

 

 

 

 

 

 

 



１１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bacteremia 

 

SCCmec types II/III 

(n=140) 

SCCmec type IV 

(n=58) 
P 

Female 43 (30.7) 26 (44.8) 0.059 

Age 67.9 (±13.9) 64.6 (±14.3) 0.134 

Charlson’s comorbidity weighted index 5.4 (±2.8) 4.3 (±2.6) 0.010 

Pitt bacteremia score 2.7 (±2.9) 2.0 (±2.6) 0.358 

SOFA score 6.0 (±5.0) 4.5 (±4.4) 0.052 

Presentation with septic shock 31 (22.1) 11 (19.0) 0.619 

ICU location at first positive blood culture 31 (22.1) 3 (5.2) 0.008 

Nosocomial infection 101 (72.1) 19 (32.8) <0.001 

Steroid use (≥Pd 20mg/day ≥1 week) 24 (17.1) 3 (5.2) 0.035 

Primary bacteremia 20 (14.3) 9 (15.5) 0.824 

Central line associated infection 51 (36.4) 10 (17.2) 0.009 

Bon & joint infection 7 (5.0) 7 (12.1) 0.087 

Surgical site infection 19 (13.6) 6 (10.3) 0.535 

Skin & soft tissue infection 10 (7.1) 15 (25.9) 0.001 

Pneumonia 17 (12.1) 5 (8.6) 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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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mec,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ICU, intensive care unit; Pd, prednisolone 

 

 

 

 

 

 

 

 

 

 

 

 

 

 

 

 

Inappropriate empirical antibiotics 80 (57.1) 34 (58.6) 0.848 

MRSA bacteremia-attributed mortality 41 (29.3) 6 (1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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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ivariable analyses for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bacteremia-attributed mortality. 

 

MRSA bacteremia-

attributed mortality (n=47) 
Survivor (n=130) P 

Female 12 (25.5) 52 (40.0) 0.080 

Age 68.4 (±12.0) 65.9 (±15.1) 0.301 

Charlson’s comorbidity weighted index 6.2 (±2.7) 4.6 (±2.8) 0.001 

Pitt bacteremia score 4.5 (±4.0) 1.5 (±1.9) <0.001 

SOFA score 9.3 (±5.8) 4.1 (±3.8) <0.001 

Presentation with septic shock 20 (42.6) 17 (13.1) <0.001 

ICU location at first positive blood culture 14 (29.8) 16 (12.3) 0.008 

Nosocomial infection 31 (66.0) 75 (57.7) 0.323 

Steroid use (≥Pd 20mg/day ≥1 week) 9 (19.1) 12 (9.2) 0.077 

Primary bacteremia 12 (25.5) 13 (10.0) 0.011 

Central line associated infection 9 (19.1) 46 (35.4) 0.043 

Bon & joint infection 0 (0.0) 14 (10.8) NA 

Surgical site infection 6 (12.8) 16 (12.3) 0.935 

Skin & soft tissue infection 5 (10.6) 18 (13.8) 0.576 

Pneumonia 10 (21.3) 9 (6.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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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ICU, 

intensive care unit; Pd, prednisolone; SCCmec,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 PVL, Panton-

Valentine leukocidin; agr, accessory gene regulator; psm-mec, phenol-soluble modulin-mec;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BMD, broth microdilution 

 

 

 

 

 

 

 

 

Intra-abdominal infection 5 (10.6) 6 (4.6) 0.154 

Inappropriate empirical antibiotics 24 (51.1) 81 (62.3) 0.180 

SCCmec type IV (vs. types II/III) 6 (12.8) 48 (36.9) 0.003 

Genes for PVL (lukS-PV and lukF-PV) 1 (2.1) 1 (0.8) 0.469 

Dysfunctional agr 36 (76.6) 75 (57.7) 0.024 

psm-mec 10 (21.3) 18 (13.8) 0.235 

Vancomycin MIC ≥1.5 µg/mL (E-test) 19 (40.4) 65 (50.0) 0.261 

Vancomycin MIC >1.0 µg/mL (BMD) 4 (8.5) 17 (13.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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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isk factors for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bacteremia-

attributed mortality. 

 

OR (95% CI) aOR (95% CI) 

Charlson’s comorbidity weighted index 1.23 (1.08-1.39) 1.30 (1.11-1.51)
a
 

Pitt bacteremia score 1.46 (1.26-1.69) 1.53 (1.29-1.81)
a
 

ICU location at first positive blood culture 3.02 (1.34-6.83)  

SOFA score 1.25 (1.16-1.35)  

Presentation with septic shock 4.92 (2.28-10.64)  

Primary bacteremia 3.09 (1.29-7.37)  

Central line associated infection 0.43 (0.19-0.97) 0.29 (0.11-0.77)
b
 

Pneumonia 3.63 (1.37-9.61)  

Dysfunctional agr 2.40 (1.12-5.13)  

SCCmec type IV (vs. types II/III) 0.25 (0.10-0.63) 0.19 (0.06-0.59)
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OR, adjusted odds ratio;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agr, accessory gene regulator; SCCmec,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 
a
, P<0.01; 

b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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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균주들의 미생물학적인 특성 

SCCmec 유형 II, III, IV에서 가장 흔한 spa 유형은 각각 t2460(59/133, 44.4%), 

t037(7/7, 100%), t324(35/58, 60.3%)였다(Table 4). 모든 균주 중 pvl 유전자가 있었던 균

주는 2개뿐이었는데(3.4%), 이들은 모두 SCCmec 유형 IV–spa 유형 t008이었다. 

SCCmec 유형 II, III, IV에서 agr 유전자 기능 부전 비율은 각각 88.0%(117/133), 

28.6%(2/7), 12.1%(7/58)였다. SCCmec 유형 II/III 균주 중 21.4%(30/140) 만이 psm-mec 

유전자를 갖고 있었으며, 이 중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균주는 없었다. 

gyrB에 대한 hla, psmα 유전자의 상대적인 발현 정도는 SCCmec 유형 IV 균주들에

서는 각각 1.00배(사분위 범위 0.59-0.90), 1.17배(사분위 범위 0.42-1.57)였으며, SF8300 

균주에서는 각각 14.7배, 5.7배였다. spa 유형별 상기 독소들의 발현 정도를 Figure 2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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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bloodstream isolates in this study.  

 SCCmec types II/III (n=140) SCCmec type IV (n=58) 

major spa types t2460 (42.1) 

t002 (11.4) 

t9353 (9.3) 

        t037 (5.0)  

t264 (3.6) 

t12701 (3.6) 

t324 (60.3) 

t664 (13.8) 

t148 (6.9) 

t008 (3.4) 

Genes for PVL (lukS-PV and lukF-PV) 0 (0.0) 2 (3.4) 

Dysfunctional agr  119 (85.0) 7 (12.1) 

psm-mec  30 (21.4) 0 (0.0) 

Vancomycin MIC ≥ 1.5 µg/mL (E-test) 61 (43.6) 31 (53.4) 

SCCmec,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 spa, staphylococcal protein A; PVL, Panton-Valentine leukocidin; agr, accessory gene regulator; psm-mec, phenol-soluble modulin-

mec;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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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expression levels of hla (A) and psmα (B) as a fold-change to gyrB 

among SCCmec type IV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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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 SCCmec 유형 IV는 유형 II/III에 비하여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4). 그 외에도 높은 Charlson의 기저질환 점수나 높은 

Pitt 균혈증 점수, 중심정맥관 관련 균혈증도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과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MRSA 균혈증에서 SCCmec 유형 II와 IV간의 임상적 예후를 비교하였던 많은 연

구 가운데, 일부에서는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17-21), 일부에서는 유형 

IV가 더 나쁜 예후와 관련되어 있었다(22, 23). 반면, 주로 대만에서 수행된 연구들

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SCCmec 유형 II가 IV보다 더 나쁜 예후와 관련

되어 있었다(24-26). Chen 등(25)은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을 대조군

으로 놓고 비교하였을 때 SCCmec 유형 II가 IV보다 높은 90일 전체 사망률을 보였

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후속 연구에서도 SCCmec 유형 II가 IV에 비해 치료 실패 

확률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24). 그러나 기저 질환이나 초기 감염 병소와 중증

도 등의 임상 자료만으로는 이처럼 엇갈리는 결과들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

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균주들의 다양한 병독 인자의 유무나 발현 정도를 조

사하여 SCCmec 유형에 따른 MRSA 균혈증의 예후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PVL은 백혈구파괴소의 일종으로, CA-MRSA의 중요한 병독 인자로 알려져 있다

(41, 42). SCCmec 유형과 MRSA 균혈증의 예후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SCCmec 유형 IV 균주의 pvl 유전자 양성률은 10%에서 70%까지 다양하였다(17-22, 

24, 25). 이 중 SCCmec 유형 II가 IV보다 더 나쁜 예후를 보였던 대만 연구들에서 

그 양성률은 주로 30% 미만이었던 반면(18-20, 24, 25), SCCmec 유형 IV가 더 나쁜 

예후를 보였던 미국 연구들에서는 그 양성률이 70% 이상이었다(17, 21, 22).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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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SCCmec 유형 IV 균주들의 pvl 유전자 양성률이 3.4%로 낮았는데(Table 5), 

이처럼 낮은 비율이 SCCmec 유형 IV MRSA 균혈증의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본 

연구 결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α-독소와 PSMα는 황색포도알균의 핵심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는 독소들로, HA-

MRSA보다 CA-MRSA에서 그 발현 정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39, 

43). 그러나 CA-MRSA 균주들 사이나 심지어는 같은 유전아형 균주들 사이에서도 

이 독소들의 발현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9, 43). 본 연구

에서는 모든 SCCmec 유형 IV 균주들을 대상으로 gyrB에 대한 hla와 psmα의 상대 

발현량도를 조사하였는데, 두 유전자의 발현 정도는 모두 gyrB와 비슷한 수준으로 

USA300인 SF8300 균주에서보다 낮았다(Figure 2). 이처럼 핵심 유전자에 암호화된 

독소들의 낮은 발현 정도도 SCCmec 유형 IV MRSA 균혈증의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

았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Chen 등(44)은 ST72 - SCCmec 유형 IV MRSA의 전체 염기서열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이 균주에는 pvl 유전자가 없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독소 유전자 

또한 없었기 때문에, α-독소나 PSMα와 같이 핵심 유전자에 암호화된 독소들의 상대

적인 발현 정도가 이 균주의 병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SCCmec 유형 IV 중 흔했던 spa 유형인 t324, t664, t148은 모두 ST72에 

속하는 균주들로, 이들에서의 α-독소 및 PSMα의 상대적인 발현 정도가 낮고 그 균

주들에 의한 균혈증의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

다. 

Min Li 등(39)은 한 균주만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ST72의 α-독소 및 PSMα 발현 정

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같은 유전아형 균주들 사이에서도 독소 발현 정도

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43), 본 연구는 다양한 ST7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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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균주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α-독소 및 PSMα의 발현 정도와 임상 자료를 접목시

켰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agr은 PVL, α-독소, PSM과 같은 병독 인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범조절유전자이다

(45). 그 정확한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agr 기능부전은 MRSA 균혈증에서 

높은 사망률과 긴 균혈증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6, 47). 본 연

구에서도 agr 기능부전은 비록 독립적 위험인자는 아니었지만 높은 MRSA 균혈증

에 의한 사망률과 관련성을 보였다(Table 3). 기존 연구들에서 SCCmec 유형 II와 IV

의 agr 기능부전 비율은 각각 17~43%와 3~11%로 보고되었는데, 이 연구들에서는 

SCCmec 유형에 따른 MRSA 균혈증의 예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17, 48). 본 연

구의 agr 기능부전 비율은 SCCmec 유형 IV에서는 12.1%로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하

였지만, 유형 II에서는 88.0%로 기존의 연구들보다 훨씬 높았는데(Table 5), 이것도 

유형 II가 상대적으로 나쁜 예후를 보였던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SM-mec은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병독 인자로, 유형 II, III SCCmec 영역 내에 암

호화 되어 있다(49, 50). PSM-mec 자체는 세포를 용해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특성

이 있지만, Kaito 등(36, 51)은 psm-mec 유전자의 mRNA가 핵심 유전자에 암호화 되

어 있는 PSM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MRSA 병독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몇몇 돌연변이에 의해서는 이 효과가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다(36). 본 연구

에서 SCCmec 유형 II/III 군에서 psm-mec 유전자의 양성률은 21.4%였는데(Table 5), 

이것은 90% 이상의 SCCmec 유형 II 균주들에서 psm-mec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기

존 보고와 크게 다른 결과였다(36). psm-mec 유전자의 양성률과 MRSA 균혈증의 예

후를 연관시킨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의 

낮은 psm-mec 양성률 또한 SCCmec 유형 II/III 군이 나쁜 예후를 보였던 결과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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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mec 유형 II/III와 IV MRSA 감염증의 예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어왔다. 개별 균주들의 다양한 병독 인자들을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의 보고들을 종합해보면, 병독 인자들의 유무나 발현 정도도 SCCmec 유형에 

따른 MRSA 감염증의 예후 차이를 비교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상 증례들에서 이루어진 후향적 연구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보관된 균주가 없었거나 빠른 퇴원 혹은 전원으로 제외된 증례들에 의

한 비뚤림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PCR에 기반을 둔 검사법들은 생체 내에서의 

발현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 개별 병독 인자들과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 간에는 독립적인 관계가 확인

되지 않았지만(Table 3),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실험에서 검증된 다양한 병독 인자들

에 대한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SCCmec 유형에 따른 MRSA 균혈증의 예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개별 병독 인자들의 인체 내에서의 작용에 대해서는 적합한 방

법을 갖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SCCmec 유형 IV는 유형 II/III에 비하여 MRSA 균혈증에 의한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MRSA 균주의 미생물학적 특성

과 관련되었으리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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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bacteremia-attributed mortality between staphylococcal cassette 

chromosome mec (SCCmec) types II/III and type IV and further to investigate the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resence or absence of virulence factors or 

their expression in various SCCmec type strains. 

Method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was conducted at a tertiary-care hospital. All the 

adults with MRSA bacteremia over a 4.5-year period were enrolled. MRSA bacteremia-

attributed mortality is defined as the death with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s; 

documented MRSA bacteremia at the time of death, presence of persistent focus of 

MRSA bacteremia and sign of sepsis, and death within 14 days of MRSA bacteremia 

with no other plausible causes. In addition to SCCmec type, spa type, the presence of 

genes for PVL and PSM-mec, agr functional status, and relative expression levels of hla 

and psmα were investigated. 

Results: Among enrolled 198 cases, 47 (23.7%) were MRSA bacteremia-attributed 

mortality, and the numbers of SCCmec types II/III and IV were 140 (70.7%) and 58 

(29.3%), respectively. MRSA bacteremia-attributed mortality was lower in SCCmec type IV 

(10.3%, 6/58) than in types II/III (29.3%, 41/140) (P = 0.003). In multivariable analysis, 

SCCmec type IV rather than types II/III, higher Charlson’s comorbidity index score, 

higher Pitt bacteremia score, and central line associated infection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MRSA bacteremia-attributed mortality. Among SCCmec type IV strains, 

the positivity of genes for PVL was only 3.4% and the expression levels of hla and 

psmα were similar to that of endogenous control, gyrB. agr dysfunction rate was 85.0% 

and psm-mec was present in 21.4% in SCCmec types II/III strains.  

Conclusions: MRSA with SCCmec type IV compared with types II/III showed 

independent negative correlation to MRSA bacteremia-attributed mortality, which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RSA circula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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