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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결핵균의 신속한 약제 감수성 검사를 위해 구현한 고속의

자동 촬영 시스템을 제시한다. 기존의 결핵균 약제 감수성 검사에 사용

되고 있는 수동 배양 검사 방법은 효율이 낮아 많은 양의 검사를 처리하

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핵

균과 다양한 농도의 약제가 있는 DAC 웰 플레이트를 자동으로 이송하

는 로봇팔 시스템과 실험 프로파일을 인식하는 바코드 시스템, 자동으로

동일한 위치를 찾아 결핵균의 배양 상태를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현하였다. DAC 웰 플레이트에는 인식부호를 설계하여 부착하여 단일 세

포를 추적하여 촬영 할 때 3차원상의 동일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결핵균은 1-4 um 정도 크기를 갖는 막대 모양의 균이므로 배양

상태를 정확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수 마이크로미터의 위치 오차만을

허용하는 고속 자동 초점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단계로

인식부호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1 단계로 z축 방향으로 900

um를 이동하면서 인식부호의 위치를 추정해 내고, 2 단계로 정밀 초점

작업을 하여 4 um 이내의 높이 편차를 가지도록 촬영 장비의 위치를 정

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배양에 기반한 기존의 검

사방법과 비교하여 짧은 9일 검사시간과 94%의 높은 정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배양 실험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결핵균, 약제 감수성 검사, 배양, 오토메이션, 자동 초점, 인

식부호

학 번 : 2000-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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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결핵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해 호흡기

로 전파되는 감염질환이다. 결핵균은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침범할 수

있으며 임상양상에 따라 폐결핵과 폐외결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핵균에 감염되는 모든 경우에 바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하는데 결핵균 감염 후 2년 이내에서 5% 정도가

발병하며 나머지 5%는 수개월내지 수십 년 동안 잠복하였다가 발병한

다.

결핵의 증상은 결핵의 침범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폐결핵

의 경우 대다수가 아급성 내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초기 결핵의 경

우 처음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 병변이 진행되면서 증상

이 발생한다. 폐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이며, 가래, 체중

감소, 야간발한(night sweat), 발열, 전신무력감, 식욕 부진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진행된 결핵에서는 호흡곤란이나 객혈을 동반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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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결핵의 현황

세계보건기구는 1993년 결핵퇴치를 선언한 이래 “Stop TB

2006-2015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세계 결핵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세

계보건기구는 960만 명의 결핵환자가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하였고,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03년 이후로는 전세계

결핵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에 비하여 결핵 사망

률이 47%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결핵발생률

은 2000년 이후 1.5%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아 지속적인 결핵 관리 시

스템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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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결핵 현황, 2014

Incidence (결핵 발생률) : HIV동반감염을 포함

Prevalence (결핵 유병률) : 현황은 실선, 가운데 수평선은 Stop TB Partnership

의 2015년 목표치(1990년 수치의 50%)

Mortality (결핵 사망률) : HIV동반감염 사망은 제외, 가운데 수평선은 Stop TB

Partnership의 2015년 목표치(1990년 수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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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핵의 기존 진단 방법

결핵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임상 소견을 보일 수 있기 때

문이다. 결핵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의심되는 병변에서 얻은 검체에서 항

산균이 검출 되고 결핵으로 동정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결핵균을 검출하

기 힘든 경우가 많고 결핵균을 배양하는 검사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임상과 방사선 소견, 그리고 다양한 검사 방법 들을 종합하

여 진단하게 된다.

1.2.1. 흉부X선 검사

호흡기에 이상 증상이 있다고 판된되는 경우 흉부 X선 검사는 결핵

을 진단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검사이다. 결핵의 진단과 병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데 흉부 X선 검사는 유용하게 사용되며, 다른 질환과 폐

결핵을 구분해 내는데도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끼리 같은 사진

을 볼 때 판독소견의 차이(inter-observer inconsistency)가 비교적 크고

동일한 사진을 동일한 전문가가 수개월 후에 다시 판독했을 때 차이

(intra-observer inconsistency)가 높다는 제한점이 있다[2,3]. 이런 이유

로 흉부 X선 검사만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차 결핵(primary tuberculosis)과 이차 결핵(post-primary

tuberculosis)은 서로 다른 흉부 X선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4-10].

일차 결핵 또는 초감염(初感染) 결핵은 주로 상엽(upper lobe) 전분절,

중엽 또는 하엽의 흉막(pleural) 직하 말초 폐야에 경화가 나타나며 폐문

부나 종격동(mediastinum)의 림프절 비대가 동반된다. 무기폐(無氣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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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lectasis)와 흉수도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속립성 결핵(miliary

tuberculosis)도 이차 결핵보다 흔히 발생한다. 환자는 증상이 경미하여

질환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며 반흔 또는 석회화

가 남기도 한다. 이차 결핵은 이전 일차 결핵의 잠복성 병소의 재활성화

에 의해 발생하므로 재활성화 결핵(reactivation tuberculosis)이라고도

한다. 주로 상엽의 첨분절 또는 후분절, 하엽의 상분절에 경계가 불명확

한 증가음영으로 나타나며 주위 위성결절들로 파급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한 결절성 병변으로 진행하며 공동을 형성한다. 이러한 병변은 치유

되면서 병변이 소실되거나 섬유화 또는 석회화를 남길 수 있다. [2,3,11]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폐결핵의 흉부 X선 소견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3-5].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당뇨병, 만성신부전, 스

테로이드 투여 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비전형적인 흉부 X

선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폐 경화와 림프절 비대 등 일차 결핵과 비슷

한 양상을 보인다. 폐결핵 환자의 33% 정도가 비전형적인 방사선학적

소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 수의 경우에 폐렴으로 잘못 진단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된다. 폐렴으로 의심하여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

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폐결핵을 의심하

고 객담 배양을 통한 결핵균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흉부 X선 검사는 결핵을 진단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결

핵의 활동성 유무를 흉부 X선 검사만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흉부 X선 소견에서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병변(폐상부나 폐첨부의 증

가된 음영과 공동형성 등)이 있으면 가능한 한 과거에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와 비교하여 보아야 하고 객담 결핵균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을 확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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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결핵을 앓은 흉터로 현재 결핵 상태가 아닌 비활동성 결핵

(inactive tuberculosis)의 진단은 6개월간 흉부 X선 검사에서 변화가 없

으며 객담을 채취하여 진행한 검사에서 결핵균 음성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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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검사실 진단

1.2.2.1. 항산균 도말 검사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은 호기성(aerobic) 간균으로 세

포벽에 지방 화합물이 많아 염료가 침투하지 어렵기 때문에 염료를 석탄

산과 혼합해야 균을 염색할 수 있다. 일단 염색된 균의 염료는 산으로도

탈색되지 않아 항산균(acid fast bacilli, AFB)이라고도 불린다. 항산균

염색은 이러한 결핵균의 특성을 이용한 검사법이며 카르볼 푸크신

(carbol fuchsin)을 사용한 질-니일센(Ziehl-Neelsen) 염색 및 키뇬

(Kinyoun) 염색과 형광 염료를 사용한 형광 염색이 있다. ZN 염색은 현

미경을 사용하여 1,000배의 배율로 관찰한다. 형광염색은 아우라민

(auramine) O나 아우라민-로다민(auramine-rhodamine)을 이용한 염색법

으로 형광현미경을 이용해 200-250배 혹은 400-450배에서 관찰한다. 형

광염색은 ZN 염색에 비해 10% 정도 민감도가 높으며 검사자의 업무량

이 더 적은 장점이 있어 검사량이 많은 기관에서 사용을 권고한다. 형광

염색 판독에 사용하는 형광현미경은 가급적 LED (Light-emitting diode)

형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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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Ziehl-Neelsen 염색(1,000배)

[그림 3] Auramine O 검색(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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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균 도말검사의 민감도는 배양과 비교시 25-80% 정도로 낮은 편

이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전염력이 높은 환자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개 객담 검체로 검사하였을 경우 첫 객담이 83-87%를 검

출하고 두 번째 객담이 10-12%를 더 검출하며 세 번째 객담에서 추가로

3-5%를 검출한다[13].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회의 즉석 객

담을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결핵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기

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검사 낙오율까지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서는 2회의 객담 채취도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어, [14,15] 폐결핵이 의

심되는 환자는 최소한 2회, 가능하다면 3회의 객담 검체(즉석 및 재가

아침 식사 전 채담, 1차 객담수집은 즉석 채담하는 것을 원칙)를 수집하

여 도말 및 배양검사를 시행한다. 폐외 결핵의 경우 결핵이 발생한 부위

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체용기는 충격에 안정한 재질이

어야 하며 검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마개가 있어야 한다. 채취한 검체는

가능한 빨리 검사실로 보내야 한다. 재가 채담도 가능하면 빨리 병원에

검체를 제출하며, 바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냉장고에 보관한다.

병의원 혹은 보건소에 가져올 때는 객담통을 종이로 감싸서 햇빛에 노출

이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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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적절한 두께와 크기의 객담도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담 시 감염위험이 있으므로 즉석

채담 시에는 외부와 환기가 잘되는 채담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채담실

이 없을 경우 그리고 재가 채담 시에는 주위에 사람이 없고 환기가 잘되

는 장소(건물 밖)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환자는 심호흡과 기침을 반복하

여 최대한 많은 양의 객담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객담 배출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유도 객담(induced sputum)이나 기관지내시경 검사, 그리고

소아의 경우 위세척술을 통하여 검체를 얻을 수 있다.

항산균 도말검사는 가능한 빨리 시행하고, 도말 양성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말검사는 결핵균뿐만 아니라 비결핵

항산균(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

로[16] 도말 양성이지만 방사선학적으로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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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는 배양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도말 양성 검체에 대해 결

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결핵균과 비결핵 항산균을 감별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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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항산균 배양검사

결핵균 배양검사는 결핵을 확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이다[17].

배양검사는 결핵균을 분리, 동정함으로써 1) 결핵을 확진하고, 2) 항결핵

제에 대한 감수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3) 역학적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검사방법에 비해 결과를 얻는데 시간

이 오래 걸리고, 검사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배양은 매우 적은 수의

세균만 존재하더라도 검출할 수 있는 민감도가 높은 방법이므로, 성공적

으로 배양검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사 전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

하다. 배양을 위한 검체는 호흡기 검체가 가장 흔하며 이외에도 감염부

위에 따라 조직, 체액 및 소변 등도 검체가 될 수 있는데 혈액과 뇌척수

액을 제외한 모든 검체는 검사실에 보내기 전에 냉장보관하여야 한다.

검체는 상재균(normal flora)의 오염이 예상되는 검체와 그렇지 않은 검

체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객담, 소변 등이 있고, 검체 전처리를 통해

오염균을 제거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뇌척수액이나, 흉수, 농양 등이 있

다. 검사실 내에서의 교차오염 또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검사실은 이를 막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8]. 혈액의 경우 면역

력이 극도로 저하된 환자를 제외하면 결핵균 배양을 시행할 필요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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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J 배지에서 자란 결핵균(4주 배양)

배양에 사용되는 배지는 크게 고체배지와 액체배지의 두 종류로 나

눌 수 있다. 고체배지는 계란성분을 가지는 배지인 Lowenstein-Jensen

배지가 표준배지이며 Ogawa 배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고체배지 배양법

은 오래된 방법이라 안정적이지만, 결핵균의 배양 여부를 확인을 위해

3-8주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부 항산균은 증식이 안 되는 단점이 있

다. 최근 BD사의 BACTEC MGIT960와 bioMerieux사의 BacT/ALERT

와 같은 상품화된 액체배양시스템의 사용이 늘고 있다. 액체배지 배양법

은 2주 정도가 지나면 결핵균의 배양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고체배지에

비해 결과보고가 빠르고, 양성률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환경에 있는 비

결핵 항산균과 상재균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체배지

에서만 결핵균이 자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배양검사의 민감도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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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고체배지와 액체배지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림 6] MGIT 960 액체배양기(BD)

국내 항산균 배양 양성 중 비결핵 항산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

로 동정을 통해 배양된 균이 결핵균인지 비결핵 항산균인지 구별해서 통

보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고체배지에 자란 균집락의 형태를 관찰하거나

생화학적 성상을 이용하여 동정하였으나, 최근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이나

항원검출법과 같은 신속 동정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동정

법은 표준화가 힘들고 검사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서 권고하지 않는다.

검사실은 배양된 균주를 6개월간 보관하여 약제 감수성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에 대비하는 것을 권고한다. 비결핵 항산균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임

상적으로 중요한 경우 동정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비하여 배양

된 균주를 6개월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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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GIT tube (A: 음성대조, B: 결핵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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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결핵균 핵산증폭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는 결핵균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핵산(DNA)을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여 증폭하

여 확인하는 분자생물학적 검사이다. 분자생물학검사가 기존의 도말과

배양검사를 전적으로 대치할 수는 없지만 특이도가 매우 높고, 결과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짧으며, 도말검사보다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등의 장

점이 있으므로 유용한 보조검사로 활용될 수 있다[19]. 그러나 결핵균 도

말검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제품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다양하므

로 기존의 도말과 배양검사를 대치할 수 없고 보조적인 진단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는 결핵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1회에 한해

검사를 권장하며,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다만 결핵균 핵

산증폭검사에서 위양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핵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19]. 첫 번째로 임

상적으로 폐결핵이 의심되나 객담 도말 결과가 음성인 환자의 객담이나

기관지 세척액에서 신속하게 결핵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권고한다.

도말검사 후 양성인 객담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가 결핵균을 검출하는

민감도와 특이도는 90-100%로 매우 높으나, 도말음성 객담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20]. 그리하여 폐결핵이 의심

되나 도말 결과가 음성인 환자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여 결

과가 양성이면 결핵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폐결핵

을 진단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항산균 도말검사가 양성이지

만 임상 소견과 방사선 소견상 폐결핵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비결핵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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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균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말양성 검체에 대해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여 신속하게 결핵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권고한다. 최근 객

담에서 비결핵 항산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말양성을 보인 검

체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가 음성이면 비결핵 항산균을 의심할 수 있

다

폐외 결핵의 진단을 위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기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폐외 결핵이 의

심되는 병소에서 얻은 검체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에서 양성을 보일

경우 결핵으로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민감도가 낮아서 흉수나,

뇌척수액, 소변 검체에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결

핵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21].

결핵균의 검출을 위해서는 전 처리와 농축이 끝난 검체를 이용하여

야 하며 오염에 의한 위양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미정(indeterminate)으

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검을 하여야 한다. 분자생물학검사는 검사

키트(kit) 의 제조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인을

받은 상용화된 방법과, 각 검사실에서 직접 검사를 위한 키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검사실에서 직접 검사를 위해 제

조한 키트는 표준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진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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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약제 감수성 검사

결핵균은 유전자의 자연돌연변이(spontaneous mutation)에 의해 약

제내성이 발생하는데 각 약제별로 104 - 108에 하나 정도로 변이 빈도가

매우 낮다[22]. 그러나 부적절한 약제로 치료하거나 환자가 꾸준히 복용

하지 않을 경우 항결핵제의 선택압력(selective pressure)하에서 감수성

균은 감소하고 내성균은 증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치료 중 내성균의 비

율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내성을 획득 내성(acquired resistance)이라고

하며, 약제내성 결핵균의 감염으로 발생한 내성을 일차 내성(primary

resistance)이라고 한다[23]. 역학적 관점에서는 과거 결핵치료를 받지 않

았거나 짧은 기간 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신환자 내성과 과거 1개월 이상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치료환자 내성으로 구분한다[23].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신환자 중 다제 내성 결핵 비율이 3%를 넘

을 경우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감수성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국내 신환자 중 다제내성 비율은 2004년 2.7%에서 2008년 2.9%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3%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5,26].

약제내성은 결핵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제내성 결핵은 잘못된 결핵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이

다. 또한 내성결핵은 일반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려워 조기 진단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제 감수성검사는 내성결핵을 진단하

고 치료 약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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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1.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인 약제 감수성검사는 기준농도(critical concentration)의 항결

핵제가 포함 또는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 결핵균을 접종하여 결핵균의 증

식여부를 보고 약제내성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적으로 내성 결핵균의 비

율이 1%를 넘을 경우 약제내성이라고 판단한다[26]. 고체배지를 이용한

비율법(proportion method), 절대농도법(absolute concentration method),

내성비법(resistant ratio method)이 널리 사용되었고, 최근 자동화 액체

배양시스템을 감수성검사에 이용하는 검사실이 늘고 있다. 고체배지를

이용한 감수성검사는 대부분의 항결핵제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한데 검사

시간이 3-4주로 길다. 반면 액체배지를 이용할 경우 결과 보고가 2주 이

내에 가능하지만 현재 일차 항결핵제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방법이나 배지에 따라 약제 기준 농도가 다르며 세계보건기구에

서 권고하는 기준농도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최소한 리팜핀과 이소니아

지드에 대해 감수성검사를 시행하여 다제 내성 결핵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속내성 및 감수성검사에서 위 약제에 내성이 확인된 경우 반드시

나머지 일차 항결핵제와 퀴놀론제 및 이차주사제에 대한 감수성검사를

실시하여 광범위 약제내성결핵을 검출하고 효과 있는 약제를 확인해야

한다. 그 외 이차 항결핵제는 감수성검사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항결핵제에 대한 약제 감수성검사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자가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거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계속해서 주변에 결핵균을 전파시키게 된다. 따라서 질관리가 잘되

며 숙련도가 우수한 상위검사실에서 감수성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

다. 아울러 감수성검사는 결핵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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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생물안전시설과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간혹 약제 감수성검사의 결과가 임상 반응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

다. 특히 이차 항결핵제는 유효 혈중농도와 최소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간에 큰 차이가 없기도 하다[27]. 따라서

이차 항결핵제는 감수성으로 보고되더라도 임상적으로는 내성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약제 감수성검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항결핵제의

복용력을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내성 약제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3개

월 이상 치료에도 배양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치료

실패가 의심되는 경우 약제 감수성검사를 다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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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 신속내성검사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약제 감수성검사가 아직까지 표준법으로 쓰이

고 있지만, 검사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고체배지의 경우 결핵균 배양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며 높은 생물안전 단계의 검사실이 필요한 단점이 있

다. 신속내성검사는 약제내성을 유발하는 결핵균의 유전자 변이를 분자

생물학적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항결핵제 내성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데, 다제내성 결핵 진단을 위해서 리팜핀과 이소니아지드에 대한 신

속내성검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표준 검사법은 유전자 염기서열

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지만 line probe assay (LPA)법을 이용하여 관련

유전자 변이를 검출하는 키트가 주로 이용된다. 신속내성검사는 도말 양

성인 임상검체와 배양된 균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통상 검사에 비해 검

사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치료 처방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리팜핀에 대한 약제내성은 rpoB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확인함으로

써 대개 추정할 수 있는데, 95% 이상의 리팜핀 내성균에서 rpoB 유전자

의 돌연변이를 보이며 대부분의 변이가 짧은 구간(hot spot)에서 발생하

므로 검출이 용이하고 검사 정확성이 높다[22]. 이소니아지드의 경우에는

katG (50-95%), inhA (20-35%), ahpC (10-15%) 등의 여러 유전자 변이

가 내성과 연관이 있음이 알려져 있어 이들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확인함

으로써 이소니아지드의 내성을 진단할 수 있다[29]. 현재 사용 중인 신속

내성검사 시약은 이소니아지드 내성과 관련된 유전자 중에서 일부만 검

사하기 때문에 리팜핀 보다 민감도가 낮다. 유전자 변이에 따라 약제내

성정도와 교차내성 패턴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rpoB 유전자의 S531L

변이는 리팜핀 고도내성을 유발하며 아울러 리파부틴에도 내성이다. 또

한 inhA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 프로치온아미드에 교차내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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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내성여부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변이에 따른 해

석적 보고(interpretative reporting)가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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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Xpert MTB/RIF

Xpert MTB/RIF (이하 Xpert)는 자동화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PCR) 검사시스템으로 DNA 추출, 유전자 증폭 그리고 판정

이 통합되어 검사 과정이 단순한 특징이 있다[30]. Xpert는 결핵균의 존

재와 리팜핀 내성 여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핵환자 발견

과 다제내성 결핵 진단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다제 내성은 리팜핀과

이소니아지드에 모두 내성을 의미하며, 정의상 리팜핀 내성이 곧 다제내

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리팜핀 단독내성 결핵이 매

우 드물어 Xpert 검사에서 리팜핀 내성은 추후 약제감수성검사에서 확

인될 때까지 다제내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객담 검체에

대해서만 사용이 권고되지만 폐외 검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31].

기존 신속내성검사와 달리 도말결과에 상관 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배양

양성 균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 유전자 변이형을 알

수 없고 내성 혹은 감수성 결과만 얻을 수 있다. 최근 시행된 다국가 다

기관 평가연구에서 결핵균 검출 민감도는 도말 및 배양 양성 검체에서

98.2%, 도말음성 배양양성 검체에서 72.5%로 기존 핵산증폭검사와 유사

하였고, 리팜핀 내성 검출 민감도, 특이도는 각각 97.6%, 98.1%로 보고

되었다[32]. 리팜핀 내성검출 정확성이 높은 편이지만 리팜핀 내성률이

낮은 상황에서 Xpert를 시행할 경우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가 낮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 재치료 환자와 같이 리팜핀 내

성률이 15%이면 Xpert의 양성예측도는 90%를 넘지만 초치료 환자처럼

리팜핀 내성률이 5%인 경우 70% 아래로 감소한다[30]. 따라서 리팜핀

내성률이 낮은 상황에서 검사를 시행할 경우 리팜핀 내성결과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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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내성검사나 통상감수성검사로 확인해야 한다[30]. Xpert에서 리팜핀

내성이 검출되면 반드시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필요한 약제에 대한 감수

성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30]. 초치료 환자의 다제내성 비율이 낮기 때

문에 모든 환자에 대해서 Xpert를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위내성

결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증결핵 혹은 HIV

과 연관된 결핵과 같이 약제내성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하거나, 다제

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보

건기구에서는 Xpert를 다제내성이 의심되거나 HIV와 연관된 결핵일 경

우 초기 진단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제내성과 HIV가 덜 심각한 상황

에서는 도말검사 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30]. Xpert는 특성상 상위검사실 보다는 하위검사실에서 사용할 시

유용성이 더 크다. 검사 과정이 단순하여 간단한 교육만으로 검사 시행

이 가능하다. 의료 취약지역이나 이동 검진 등과 같이 결핵검사를 시행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핵환자 발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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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Xpert MTB/R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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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AC(Disk Agarose Culture)칩 약제 감수성 검사

1.3.1. 칩의 설계와 제조과정

결핵균을 시간에 따라 현미경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결핵균을 아가

로즈에 고정한 상태로 약제가 충분히 전달되고 촬영에 적합한 충분한 광

학 투명도(optical transparency)를 가지는 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

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DAC(Disc Agarose Culture) 칩을 설계하여

제조하였다. DAC 칩은 디스크 모양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채널

에는 결핵균과 아가로즈의 혼합물이 로딩되게 된다. 그리고 배양을 위한

물질과 약제를 효율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구조물을 설계하였다. 디스크

모양의 채널의 깊이는 약 300 um이며 이것은 이를 위해 설치한 스페이

서(spacer)를 통해 설정된 높이이다. 칩의 형상은 그림 9에 설명되어 있

다.

결핵균의 약제 감수성 검사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배양 기간이 필요

하며 배양 물질 또는 결핵균에게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시린지 펌프

를 이용하여 배양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시스템의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각 웰은 24 웰 플레이트의 개별 웰

크기로 설계 되었으며, 웰의 길이와 높이는 각각 11 mm와 10 mm 이다.

그리고 각각의 웰은 1 mL의 배양물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약

한달 간의 배양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PDMS를 이용하여 칩을 제조

하는 것은 칩의 다양한 칩의 모양을 만드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제조

효율 또한 낮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젝션 몰딩(injection molding) 기법을 사용하여 DAC 칩을 제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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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재료로는 알루미늄이 사용되었다. 칩을 제조한 후에는 폴리카보네이

트 필름을 솔벤트 본딩 방법을 사용하여 칩 아래에 부착하였다.

1.3.2. 약제 감수성 검사 과정

DAC 칩을 사용하여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하기 위해 칩에는 산소 플

라즈마를 사용하여 친수성을 강화시켰으며 감마선을 사용하여 소독을 하

였다. 결핵균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서 LJ 배지에서 자란 균주를 긁어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균주는 2 mm 직경의 유리 비드와 U자 모양의 관

에 넣어져 혼합(vortexing)작업을 한다. 혼합된 U자 튜브는 안전상의 이

유로 약 15분간 그대로 놓아 둔다. 10% OADC를 사용한 7H9 배지가

McFarland 1.5 –3.0의 용액에 추가 되었다. 균주 원액은 0.5% 농도의

아가로즈와 37도에서 혼합작업을 통해 잘 섞는다. 결핵균과 아가로즈를

잘 혼합한 용액을 40 uL 만큼 DAC 칩의 입구에 주입하면 상온에서 약

1분 뒤에 아가로즈가 굳게 된다. 1 mL의 결핵균 약제가 10% OADC에

넣은 7H9에 희석되어 DAC 칩에 주입된다. 배지에 있는 약제는 아가로

즈 안으로 서서히 퍼져 나가게 된다. 이 과정이 지난 후에 DAC 칩은 공

기가 통할 수 있는 필름으로 밀폐되며 이를 통해 배지의 증발을 막을 수

있고, 37도의 배양실에서 배양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준비된 DAC 칩을

40배 렌즈를 사용하여 매일 아가로즈의 특정 부분을 촬영한다.



28

[그림 9] DAC 칩 플레이트를 이용한 약제 감수성 검사 과정



29

1.4. 기존 약제 감수성 검사의 한계

표준적인 약제 감수성 검사 방법은 LJ 배지에서 균주를 배양하여 육

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 108 cells/colony 가 되어야 약제에 대한

감수성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 특히 결핵균은 분할 속도가 24시간 정

도인 대표적으로 느리게 자라나는 균이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약 4-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긴 배양 시간은 결핵환자에게

적합한 약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빠른 치료의 어려움과

결핵의 전파에 한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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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AC 칩을 사용한 수동 약제 감수성 검사의 한계

DAC 칩을 사용하여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 하는 경우 아가

로즈에 고정되어 있는 결핵균을 촬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월등

하게 시간을 단축하여 9일 정도에 약제 감수성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검사자는 DAC 칩 플레이트를 검사실 내부의 현미경에 올려놓은 후 현

미경의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이전 날짜에 찍은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이

동하여 촬영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경우 3 차원 상의 동일한 촬영

위치를 수 um 이내의 오차로 다시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촬

영 후에도 실험자가 사용한 균주와 항생제 농도 프로파일을 다시 확인하

여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DAC 칩을 사용하더

라도 이와 같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1인의 검사자가 하루에 처리

할 수 있는 검사 플레이트의 수는 24개의 웰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트의

경우 3-4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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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DAC 칩 플레이트의 촬영을 자동화하

여 임상균주와 다양한 농도의 약제를 접종한 DAC 칩의 3차원 상의 동

일한 위치를 촬영하고 균주의 배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결핵균과 다양한 농도의 약제 프로파일

을 배치한 DAC 칩 플레이트를 바코드로 자동으로 인식하여 실험 조건

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로봇암을 이용하여 플레이트를 고속 촬영장치로

이송하며, DAC 칩 플레이트 상의 인식부호를 확인하여 수 um이내의

오차로 3차원 상의 동일한 위치를 찾아내어 촬영하고 균주의 배양 상태

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핵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상균주를 이용하여 기존의 표준검사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

동 촬영 시스템으로 균주의 배양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임상적

의미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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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DAC 칩 플레이트 자동 촬영 시스템

2.1.1. 시스템의 구성

결핵균과 약제가 접종된 DAC 칩 플레이트의 실험을 자동으로 분류

하고 자동으로 이송하여 촬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24개의

DAC 칩 플레이트를 보관하며 이미징 장치로 이송할 수 있는 DAC 칩

플레이트 보관용 랙과 이송용 로봇암을 구성하였다. 바코드 리더를 설치

하여 정해진 프로토콜을 인식하여 현재 촬영하는 DAC 칩 플레이트에

사용된 균주와 약제의 농도 실험 프로파일(profile)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미징 장치는 촬영 조명을 위한 LED 컨

트롤러, 세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플레이트 이동 시스템 그리고 10배,

20배, 40배의 렌즈로 구성된 광학계로 이루어져있으며, USB 3.0 방식의

고속 촬영이 가능한 CMOS 센서를 배치하였다. 또 촬영 중 균주의 배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온 유지 장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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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동 촬영시스템의 블록도

[그림 11] 전체 장비의 모습 및 DAC 칩 플레이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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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다배율 고속 촬영 시스템

[그림 12] 설계된 시스템의 도면

[그림 13] 실제 구현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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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플레이트 핸들러

플레이트 핸들러는 DAC 칩 플레이트를 로봇암으로 카세트 랙으로

부터 이송하여 촬영장비에 고정시키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 구조물의 모

서리에는 스프링을 사용한 기구물을 설치하여, 로봇암이 DAC 칩 플레이

트를 내려놓게 되면 모서리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4] DAC 칩 플레이트를 고정할 수 있는 핸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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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X-Y 스테이지의 위치와 칩 플레이트 핸들러

2.1.2.2. X-Y 스테이지(Stage)

X/Y 축 방향의 이동을 위하여 C5 정밀도를 가지는 Ball-Screw를

사용하여 메인 축을 구성하였으며 정밀도 향상을 위해 예압형 LM

Guide를 채택하였다. 구동을 위한 모터로는 서보타입의 스태핑 모터

Ezi-Step-42S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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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광학계 구성요소

2.1.2.3. 광학계

DAC 칩 플레이트의 바닥면 두께와 도립 현미경(interverted

microscope)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초점거리(long working

distance)를 가지는 20배율의 대물렌즈를 선정하였다. 시스템에 사용한

올림푸스 사의 LUCPLFLN 20X는 6.6–7.8 mm 의 초점 거리를 가지며

0.45의 NA (Numerical Aperture) 값을 가지는 모델이다. 자동 초점을 위

한 Z축 구동 모터는 스트로크(Stroke) 10 mm, 20 mm/sec의 속도, 50

nm의 분해능을 가지는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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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 DAC 칩 플레이트를 반출 준비 중인 로봇암

B. Grabber로 DAC 칩 플레이트를 잡고 꺼낸 모습

C. 바코드 리더에서 현재 실험 프로파일을 인식

D. 촬영 장비로 이송하여 배양상태 촬영

2.1.3. 로봇암(Robot Arm) DAC 칩 플레이트 이송 시스템

로봇암 이송 시스템은 상용화 되어 있는 구동 모듈을 사용하여 구성

되었으며, 외부에 있는 메인 컨트롤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메시지 기반

(user defined message)의 통신으로 명령을 주고받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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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바코드 시스템

결핵균과 다양한 농도의 약제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바코드에는 배양 검사를 시작한 날짜와 균

주번호 그리고 실험 프로파일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인식하여

자동 촬영 시스템이 자동으로 촬영정보를 이미지에 추가하여 저장하도록

하였다.

[그림 18] DAC 칩 플레이트에 부착된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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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 0.025 INH 0.05 INH 0.1 INH 0.2 INH 0.4 CNT1

N/A RIF 4 RIF 2 RIF 1 RIF 0.5 RIF 0.25

SM 0.25 SM 0.5 SM 1 SM 2 SM 4 NULL

N/A EMB 20 EMB 10 EMB 5 EMB 2.5 EMB 1.25

[표 1] 약제 프로파일 1 (농도 ug/mL)

INH: isoniazid

RIF: rifampicin

SM: streptomycin

EMB: ethambutol

AM 0.25 AM 0.5 AM 1 AM 2 AM 4 CNT2

N/A CIPX 4 CIPX 2 CIPX 1 CIPX 0.5 CIPX 0.25

CPM 0.625 CPM 1.25 CPM 2.5 CPM 5 CPM 10 NULL

N/A ETH 20 ETH 10 ETH 5 ETH 2.5 ETH 1.25

[표 2] 약제 프로파일 2 (농도 ug/mL)

AM: amikacin

CIPX: ciprofloxacin

CPM: capreomycin

ETH: ethionamide

2.1.4.1. 임상 시험에 사용된 약제 배치 프로파일

자동 촬영 시스템에는 총 16 개의 약제를 5 종류의 농도로 배치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약제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41

KM 0.625 KM 1.25 KM 2.5 KM 5 KM 10 CNT3

N/A LIZ 4 LIZ 2 LIZ 1 LIZ 0.5 LIZ 0.25

LXF 0.375 LXF 0.75 LXF 1.5 LXF 3 LXF 6 NULL

N/A MXF 1 MXF 0.5 MXF 0.25 MXF 0.125 MXF 0.0625

[표 3] 약제 프로파일 3 (농도 ug/mL)

KM: kanamycin

LIZ: linezolid

LXF: levofloxacin

MXF: moxifloxacin

OFX 0.5 OFX 1 OFX 2 OFX 4 OFX 8 CNT4

N/A PAS 16 PAS 8 PAS 4 PAS 2 PAS 1

RBT 0.125 RBT 0.25 RBT 0.5 RBT 1 RBT 2 NULL

N/A PZA 400 PZA 200 PZA 100 PZA 50 PZA 25

[표 4] 약제 프로파일 4 (농도 ug/mL)

OFX: ofloxacin

PAS: paraaminosalicylic acid

RBT: rifabutin

PZA: pyrazin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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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식부호(Fiducial Marker)의 설계

2.2.1. 인식부호의 요구조건

시간에 따라 배양이 진행되는 DAC 칩 플레이트의 동일한 위치를

촬영하기 위해서 X, Y, Z축의 세 방향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식 부호는 세 방향으로 물리적 특성을 가지도록 설

계하여 각 방향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X와 Y축

방향의 인식부호의 특성은 촬영되는 이미지를 2차원 상에서 정렬하는 기

능을 위해 사용되며 Z축 방향의 인식부호의 특성은 Z축 방향으로 이동

시키면서 인식부호를 촬영하였을 때 동일한 높이에서 최대 선명도를 가

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첫 번째 인식부호를 검출하는 과정은 다른 인식부호의 검출과는 차

이가 있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오차 등을 인하여 첫 번째 인식부호가 있

을 곳으로 예상되는 위치로 이동하여도 인식마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인식마크를 최소한의 검색을 통해서 찾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특성(feature)을 크게 가지고 있도록 하여 첫 번째

검색에서 바로 검출이 되지 않더라도 쉽게 재탐색을 통해 찾기 용이하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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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

False-Positive rate

Intermarker confusion rate

False negative rate

Minimal marker size

Vertex jitter characteristics

Marker library size

Immunity to lighting conditions

Immunity to occlusion

Perspective support

Immunity to photometric calibration

Speed performance

[표 5] 인식부호의 성능 평가 지표 

2.2.2. 인식 부호의 평가요건

인식부호는 표시자(marker)의 물리적인 위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인식부호의 신뢰성(robustness)과

유용성은 다음과 같은 측정지표(metric)를 가지고 평가 할 수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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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다배율 고속 촬영을 위한 인식부호의 제안

고속 촬영을 위해서는 이미지 처리의 속도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의 인식부호가 필요하다. 인식부호가 복잡할 경우에는 인식부

호의 에러 보정이나 인식 오차를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로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지 처리의 속도에 영향을 주어 전체 시스템의 처리능

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속의 이미지 처리 속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에러 보정 기능을 가지며 3축 방향으로 특성을 가지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인식부호를 설계하였다. 고속의 이미지 처리를 위해

서 2048 x 1088 크기의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축소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축소할 경우에도 각 방향의 특성을

잃지 않는 최소 두께를 계산하였다.

[그림 19] 3축 방향으로 촬영위치를 정렬하기 위한 인식부호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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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Y축 방향 특성설계

X, Y축으로 이동하는 전동 스테이지는 수 um의 기계적인 위치 오차

를 가지고 있으며, 로봇암이 DAC 플레이트를 이송하여 이미징 장치의

플레이트 핸들러에 장착 시에도 기계적인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DAC

플레이트를 처음 로딩한 후에 인식부호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탐색

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Y축 방향으로는

F.O.V(field of view)의 Y축 방향 길이에 3배 정도 되는 특성을 가지도

록 설계하였다.

2.2.3.2. X축 방향 특성설계

Y축 방향의 인식부호를 찾은 후에 X축 방향의 인식부호 마커를 찾

아 평면상에서 인식부호를 기준으로 이미징 평면을 정렬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Y축 방향의 인식부호를 먼저 찾아서 F.O.V의 센터에 위치시

킨 후 X축 방향으로 정렬을 함으로 X축방향의 인식부호의 모양은 최소

화되도록 하였다.

2.2.3.3. Z축 방향 특성설계

인식부호는 결핵균의 배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Z축 방향으로 정확

한 위치로 이동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실험적으로 확인한 허용 가

능한 에러는 약 4 um 이하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Z축으로 약 3 um의

높이를 가지는 인식부호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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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식 부호의 고속 검출을 위한 이미지 처리

2.3.1.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의 요구조건

사용된 이미지 센서는 약 70 fps의 속도로 동작하도록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인식부호 검출을 위한 모든 이미지 처리는 약 14 ms 안에 처리

가 되어야 최대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인식부호는 제조상

의 결함이나 임상환경에서의 오염 등을 통해 훼손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발생하는 오차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게 동작하고 높은 인식률을 가지

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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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이미지 처리 과정

이미지 처리는 총 7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구성

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20] 이미지 처리 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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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원본 이미지 축소 및 컬러 변환

원본 이미지의 크기는 2048 x 1088의 크기로서 약 200만 화소를 가

진 이미지이다. 이 크기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전처리 없이 직접 이미지

처리를 할 경우 계산량으로 인해 카메라의 프레임 처리속도 70 fps를 만

족하는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각각 1/4로 축소하여 전체 계산량이

1/16로 축소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미지 축소에는 이중선형 보간법

(bi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였다.

고속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는 이미지의 이진화(binarization)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처리 작업으로 32비트 RGBA 이미지를 그레

이(Grey) 이미지로 변환하였다.

2.3.2.2. 적합 임계값 설정(Adaptive thresholding)

인식부호 검출을 위한 전처리 단계로 이진화(binarization)를 수행한

다. 이진화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Ostu 알고리즘이지만 임상에서 사용

되는 인식부호의 촬영환경에서는 그림자 영역이 발생하거나 하는 배경

밝기의 불균일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부호의 검출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적합 임계값 설정 방식의

이진화를 진행하였다.

적응 이진화 알고리즘 중에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Niblack

binar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Niblack binarization 알고리즘은 영

상 내 영역 위치에 따라 이진화를 위한 임계치를 그 부분의 영역정보를



49

반영하게 계속 바꾸어 나가는 방식이다. 임계치 선택은 영상 내의 현재

위치의 주변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 내의 밝기 평균(mean)과 분산

(variance) 값을 임계치 결정에 사용하는 것이다. Niblack binarization의

이진화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m [1-k∙(1- óR)]

2.3.2.3. 이미지 확장(Dilate)

임상환경에서는 인식부호가 이물질로 인해 오염되거나 인식부호가

일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인식부호 용지를

제조하여 DAC 칩 플레이트에 부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훼손된 인식부호의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확장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으며, 이 알고리즘의 적용 시에 인식부호의 검출 위치 오차를 최소

화하는 확장 값을 찾아내었다.

[그림 21] 확장(Dilate)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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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ass(Image)

[M, N]=size(Image);

Connected = zeros(M,N);

Mark = Value;

Difference = Increment;

Offsets = [-1; M; 1; -M];

Index = [];

No_of_Objects = 0;

for i: 1:M :

for j: 1:N:

if(Image(i,j)==1)

No_of_Objects = No_of_Objects +1;

Index = [((j-1)*M + i)];

Connected(Index)=Mark;

while ~isempty(Index)

Image(Index)=0;

Neighbors = bsxfun(@plus, Index, Offsets');

Neighbors = unique(Neighbors(:));

Index = Neighbors(find(Image(Neighbors)));

Connected(Index)=Mark;

end

Mark = Mark + Difference;

end

end

end

[표 6] 레이블링 알고리즘 개요

2.3.2.4. 커넥티드 컴포넌트 레이블링 (Connected-component

labeling)

이미지 확장 작업까지 끝낸 이미지는 노이즈와 이진화된 인식기호의

연결된 부분(Connected Component)들이 보이게 된다. 이 경우 인식부호

는 이미지 상에서 주요 구성요소로 나타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레이블링을 통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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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인식부호 검출

2.3.2.5.1. 인식부호의 템플릿(Template) 이미지

고속 이미지 처리를 위하여 10배, 20배, 40배 각 배율에 해당되는 크

기의 인식부호 템플릿 이미지를 미리 작성하여 템플릿 매칭에 사용하였

다. 각 축 방향의 템플릿은 실제 촬영된 인식부호와의 매칭 작업시 서로

겹치는 영역이 항상 최대화 될 수 있는 두께로 설계되었다.

[그림 22] X축 방향 인식부호의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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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Y축 방향의 인식부호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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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인식부호의 가로와 세로 정보를 이용하여 검출된 인식부호

2.3.2.6. 인식부호의 검출 결과

수평/수직방향의 인식부호의 특성을 검출해 내어 각 방향의 특성을

찾아낸 후 최종적으로 검출해낸 인식부호는 아래와 같다.

자동 촬영 시스템은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이 교차하는 지점의 중심점

을 인식부호의 중심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지점이 촬영 평면(imaging

plane) 상의 센터로 오도록 X-Y 스테이지를 움직여서 정렬 작업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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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축 높이 편차의 원인 오차의 범위

DAC 칩 플레이트의 사출 오차 수 um – 수십 um

인식부호 시트의 제조 오차 수십 um

광학계와 플레이트 핸들러 사이의 수평오차 수십 um

[표 7] 인식부호의 Z축 방향 오차의 원인

2.4. Z축 방향 자동 초점 알고리즘

2.4.1. 개요

현재 개발된 이미징 장비는 Z축 컨트롤러와 운영 소프트웨어 간에

USB 통신으로 되어 있으며 Z축으로 한 번 움직이는데 약 50 ms의 시

간이 소요되며 Z축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동하는 기본단위

는 2 um이다. 자동 촬영 시스템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1000 um 영역

을 완결 탐색(exhaustive search) 방식으로 스캔해서 인식부호를 찾아내

는 데는 약 1000 um / 2 um * 50 ms = 25,000 ms 가 소요된다.

DAC 칩 플레이트를 로봇암을 이용하여 플레이트 핸들러에 놓을 경

우 다양한 요소에서 Z축 높이 관련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DAC 칩 플

레이트를 사출 제조하는 작업에서 제조 오차가 발생하며, 인식부호가 있

는 시트(Sheet)를 DAC 칩 플레이트에 부탁하는 부분에서도 에러가 발

생한다. 또 이미징 장비의 플레이트 핸들러와 광학계 사이에서도 틀어짐

이 발생할 수 있어 오차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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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촬영장비의 Z축 좌표계를 기준으로 인식부호의 최대 초점 영역으

로 이동한 후 측정된 높이를 24개의 칩 플레이트에 대해 그려보면 아래

와 같은 최대 14000 pulse x 50 nm = 700 um 정도의 높이 편차를 가짐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DAC칩플레이트바닥면에서인식된인식부호의높이의프로파일 (z축단위 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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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2 단계 자동 초점 알고리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한 완결탐색(exhaustive search) 방식

으로 인식부호를 찾는 데는 약 25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탐색

속도로는 높은 처리량(high throughput)의 장비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긴 영역을 빠르게 스캔 하는 알고리즘과 인식부호가 찾아질 경우

그 영역으로 이동하여 정밀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다.

2.4.2.1. 1단계 장거리 스캔 알고리즘

광학계에 사용된 2/3 inch CMV-2000 CMOS 카메라는 현재 시스템

에서 최대 70 fps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1장을 촬영하는데

14.2 ms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식부호를 빠르게 검출하기 위해서는

Z축 컨트롤러와 통신 부하를 최소화해야하며 한 번의 통신으로 900 um

의 거리를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 현재 시스템의 Z축 이동속도는 2

mm/sec 이므로 약 450 ms 정도의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며 이 시간 동

안 약 32 frame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 미세 자동 초점 알고리즘은 Z

축으로 이동 후 위치를 확인하고, 촬영을 한 후 다시 명령을 주어 이동

하는 방식이어서 매 프레임의 촬영마다 약 40 ms의 통신 부하가 발생하

게 된다. 이에 반해 장거래 스캔 알고리즘은 한 번의 장거리 스캔을 명

령하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미지 프레임을 최대 속도로 확보하여 획득

한 이미지 가운데 인식부호를 검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식부호가 있는

위치를 추정(estimate)하여 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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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단계 장거리 스캔 알고리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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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2 단계 정밀 스캔 알고리즘

인식부호의 추정된 위치를 파악하여 이동한 후에는 수 um 이내의

정밀한 초점을 찾는 작업이 수행된다. 기존에 형광 현미경이나 가시광선

영역의 현미경의 초점을 구하기 위한 선명도 평가 알고리즘들은 기존에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어 14 가지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각각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계한 인식부호의 검출에는 modified sum

of laplace 알고리즘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하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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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C 칩 플레이트 제조

2.5.1. 양질의 촬영을 위한 투과도 측정

투과도 및 흡광도 측정이 가능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본

딩된 DAC 칩 플레이트의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칩 플레이트로 3

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투과도의 평균의 83.6%로 측정되었으며,

결핵균의 증식을 촬영하기에 충분한 투과도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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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1회 2회 3회 평균

1 83.56% 83.56% 83.56% 83.56%

2 83.56% 83.37% 83.37% 83.43%

3 83.37% 83.37% 83.37% 83.37%

4 83.95% 83.95% 83.95% 83.95%

5 84.14% 84.14% 84.14% 84.14%

6 84.33% 84.14% 84.14% 84.20%

7 84.33% 84.33% 84.33% 84.33%

8 83.37% 83.37% 83.37% 83.37%

9 83.75% 83.75% 83.75% 83.75%

10 84.14% 84.14% 84.14% 84.14%

11 83.75% 83.75% 83.75% 83.75%

12 83.75% 83.75% 83.75% 83.75%

13 83.37% 83.37% 83.37% 83.37%

14 83.18% 83.18% 83.18% 83.18%

15 82.41% 82.41% 82.41% 82.41%

16 83.75% 83.75% 83.75% 83.75%

17 84.14% 83.95% 83.95% 84.01%

18 83.18% 83.18% 83.18% 83.18%

19 83.95% 83.95% 83.95% 83.95%

20 83.75% 83.75% 83.75% 83.75%

21 83.95% 83.95% 83.95% 83.95%

22 83.75% 83.75% 83.75% 83.75%

23 83.56% 83.56% 83.56% 83.56%

24 84.14% 83.95% 83.95% 84.01%

총 투과율 평균 83.69%

[표 8] DAC 칩 플레이트의 투과도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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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인식 부호의 검출된 높이 편차 측정

DAC 칩 플레이트의 채널 내부에는 결핵균이 임의로 분포하기 때문

에 균의 특정 위치를 반복적으로 정밀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인식 부호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채널의 높이 편차보다는 인식부호가 검출된 초점 위

치의 편차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 하였다.

총 10개의 DAC 플레이트에 대해 24개의 웰을 각 10회씩 반복 측정

하여 위치의 평균을 도출하였으며 평균적으로 4 um 이하의 반복정밀도

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00 um의 높이를 가지는 마이크로 채널

에서 4 um이하의 오차로 동일한 위치에서 결핵균을 촬영 가능한 시스템

을 구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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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평균
표준
편차
(μm)

1
-247
0

-223
0

-235
0

-239
0

-241
0

-248
0

-248
0

-242
0

-238
0

-237
0

-239
8

3.762

2
-401
0

-389
0

-397
0

-401
0

-395
0

-402
0

-406
0

-400
0

-396
0

-399
0

-398
6

2.324

3
-465
0

-457
0

-465
0

-461
0

-463
0

-466
0

-470
0

-464
0

-464
0

-463
0

-463
8 1.680

4
-393
0

-393
0

-393
0

-389
0

-391
0

-394
0

-394
0

-392
0

-392
0

-391
0

-392
2 0.775

5
-191
0

-199
0

-195
0

-191
0

-197
0

-196
0

-196
0

-194
0

-198
0

-197
0

-195
4

1.358

6 850 770 810 850 790 800 800 780 740 750 794 1.844

7 3570 3490 3570 3570 3510 3520 3520 3500 3460 3470 3518 2.039

8 130 130 170 170 110 120 120 100 100 110 126 1.274

9
-247
0

-239
0

-239
0

-239
0

-241
0

-244
0

-240
0

-242
0

-242
0

-241
0

-241
4 1.274

10
-325
0

-313
0

-317
0

-317
0

-319
0

-322
0

-322
0

-320
0

-316
0

-319
0

-319
0 1.732

11
-241
0

-221
0

-233
0

-233
0

-231
0

-234
0

-238
0

-236
0

-236
0

-231
0

-233
4

2.679

12 -270 -30 -190 -230 -210 -280 -280 -300 -220 -250 -226 3.867

13 2990 3150 3030 2950 3010 2940 2940 2920 2960 2970 2986 3.343

14 890 1010 930 890 910 880 880 860 900 910 906 2.071

15 110 190 150 150 170 100 140 120 160 130 142 1.390

16 950 990 1030 990 970 1020 980 960 960 970 982 1.308

17 3510 3470 3550 3550 3490 3540 3500 3480 3480 3450 3502 1.745

18 7230 7110 7230 7190 7170 7180 7180 7160 7080 7090 7162 2.654

19 12050 11970 12050 12050 11990 12040 12000 11980 11900 11910 11994 2.801

20 9010 8970 9050 9050 8950 9000 8960 8940 8900 8910 8974 2.637

21 6870 6870 6870 6870 6810 6820 6820 6800 6800 6810 6834 1.585

22 5890 5930 5930 5930 5870 5880 5880 5860 5860 5870 5890 1.453

23 6090 6210 6130 6090 6070 6120 6040 6020 6060 6070 6090 2.687

24 7130 7250 7130 7090 7070 7080 7040 7060 7100 7110 7106 2.917

[표 9] DAC 칩 플레이트의 인식부호 검출 재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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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DAC 칩 플레이트의 접합 강도 측정

본딩된 DAC 칩 플레이트의 접합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의 그

림 27과 같은 측정장치를 구성하였다.

[그림 27] 웰플레이트 접합강도 측정

칩 플레이트에서 접합강도를 측정할 위치를 결정하고 홀 가공을 한

후에 칩을 고정하고 본딩된 필름에 기계적인 압력을 가하여 접합강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칩 플레이트 샘플에서 장비 최대 측정치인 1960

kPa(1.96 MPa) 이상의 접합 강도가 나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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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강도 측정 위치

[그림 29] 접합 강도 초과

실험결과 측정위치(단위:N)

No. 1 2 3 4

1 200N< 200N< 200N< 200N<

2 200N< 200N< 200N< 200N<

3 200N< 200N< 200N< 200N<

4 200N< 200N< 200N< 200N<

5 200N< 200N< 200N< 200N<

6 200N< 200N< 200N< 200N<

7 200N< 200N< 200N< 200N<

8 200N< 200N< 200N< 200N<

[표 10] 칩 플레이트 접합 강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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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구동 소프트웨어

현미경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X, Y 축을 이더넷

(ethernet) 기반으로 컨트롤하는 라이브러리, USB를 통해 Z축의 이동과

조명을 컨트롤 하는 라이브러리, 사용자 정의 메시지 통신을 통해 로봇

암을 컨트롤 하는 라이브러리, USB 3.0 기반의 CMOS 카메라 컨트롤

라이브러리와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처리와 기계적인 구동 그리고 CMOS 촬영을 구동하는 부분

은 다중 스레드로 구성하여 현미경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그림 30] 구동 소프트웨어의 다중 스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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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결과

3.1. H37Rv 균주에 대한 MIC 값 측정

DAC 칩 플레이트를 이용한 자동 촬영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4 가지 약제의 MIC(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값과 육

안으로 판별할 MIC값을 비교하였다. 0일, 4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

미지를 촬영 후 H37Rv 균의 성장여부를 픽셀 값(A.U.)의 변화를 통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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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AM(Amikacin) 약제에 대한 촬영 결과

[그림 31] AM 약제의 날짜별 배양 상태 촬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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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AM 약제의 날짜별 배양 상태 이미지 처리 결과

Tested
Strains

기준농도 육안
육안
S/R
등급

프로그램
프로그램
S/R
등급

S/R
비교

AM 2 0.5 S 0.5 S 일치

[표 11] H37Rv 균주의 AM에 관한 분석 결과와 기존 방법과의 비교 데이터



69

AM 0.25 0.5 1 2 4

0 13623 9111 9888 12902 8990

4 19488 10028 11651 14104 9777

7 44766 12042 12755 14168 9604

[표 12] AM의 농도별 배양 일수에 따른 상대적 결핵균 성장에 관한 픽셀 값

[그림 33] Amikacin의 MIC 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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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CPM(Capreomycin)약제에 대한 촬영 결과

[그림 34] CPM 약제의 날짜별 배양 상태 촬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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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PM 약제의 날짜별 배양 상태 이미지 처리 결과

Tested
Strains

기준농도 육안
육안 S/R
등급

프로그램
프로그램
S/R 등급

S/R
비교

CPM 2.5 0.625 S 0.625 S 일치

[표 13] H37Rv 균주의 CPM에 관한 분석결과와 기존 방법과의 비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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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 0.63 1.25 2.5 5 10

0 12669 11800 7043 11890 6824

4 11185 12530 6667 11654 5891

7 14281 12416 6384 11310 5696

[표 14] CPM의 농도별 배양 일수에 따른 상대적 결핵균 성장에 관한 픽셀 값

[그림 36] Capreomycin의 MIC 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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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KM(Kanamycin) 약제에 대한 촬영 결과

[그림 37] AM 약제의 날짜별 배양 상태 촬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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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CPM 약제의 날짜별 배양 상태 이미지 처리 결과

Tested
Strains

기준농도 육안
육안 S/R
등급

프로그램
프로그램
S/R 등급

S/R 비교

KM 2.5 2.5 S 2.5 S 일치

[표 15] H37Rv 균주의 KM에 관한 분석 결과와 기존 방법과의 비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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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0.625 1.25 2.5 5 10

0 13895 11085 7981 11851 10872

4 22552 14046 7490 11854 10500

7 49881 26739 7926 12246 10496

[표 16] KM의 농도별 배양 일수에 따른 상대적 결핵균 성장에 관한 픽셀 값

[그림 39] Kanamycin의 MIC 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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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LXF(Levofloxacin) 약제에 대한 촬영 결과

[그림 40] LXF 약제의 날짜별 배양 상태 촬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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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LXF 약제의 날짜별 배양 상태 이미지 처리 결과

Tested
Strains

기준농도 육안
육안 S/R
등급

프로그램
프로그램
S/R 등급

S/R 비교

LXF 1.5 0.75 S 0.75 S 일치

[표 17] H37Rv 균주의 LXF에 관한 분석 결과와 기존 방법과의 비교 데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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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F 0.375 0.75 1.5 3 6

0 13542 12593 15343 13601 13303

4 20661 17098 17526 16557 14030

7 34633 16069 16324 14030 12836

[표 18] LXF의 농도별 배양 일수에 따른 상대적 결핵균 성장에 관한 픽셀

값

[그림 42] Levofloxacin의 MIC 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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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상 02841 균주에 대한 2차 항결핵제의 MIC 값

측정

3.2.1. AM(Amikacin) 약제에 대한 촬영 결과

[그림 43] AM 약제의 1,3,5,7,9일차 촬영 결과

[그림 44] AM 약제의 1,3,5,7,9일차 촬영 이미지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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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AM의 MIC 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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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PM(Capreomycin)약제에 대한 촬영 결과

[그림 46] CPM 약제의 1,3,5,7,9일차 촬영 결과

그림 47 CPM 약제의 1,3,5,7,9일차 촬영 이미지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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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CPM의 MIC 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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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KM(Kanamycin) 약제에 대한 촬영 결과

[그림 49] CPM 약제의 1,3,5,7,9일차 촬영 결과

[그림 50] KM 약제의 1,3,5,7,9일차 촬영 이미지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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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KM의 MIC 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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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LXF(Levofloxacin) 약제에 대한 촬영 결과

[그림 52] LXF 약제의 1,3,5,7,9일차 촬영 결과

[그림 53] LXF 약제의 1,3,5,7,9일차 촬영 이미지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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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LXF의 MIC 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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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범위성 내성 결핵균 진단을 위한 한계농도 결정

2차 항결핵약제 AM (Amikacin), CPM (Capreomycin), KM

(Kanamycin), LXF (levofloxacin)에 대한 MIC값을 측정하였다. PanS,

MDR, XDR 균주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기존의

LJ(Lowenstein Jensen) 배지를 이용한 약제 감수성 검사 방법과 결과

비교를 통해서 MIC 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배율 현미경 렌즈로 1, 3, 5, 7, 9일에 대한 균주의 촬영을 하였고

균의 성장 변화를 관측하여 약물에 대한 균의 반응 여부를 보고 MIC 값

을 결정하였다.

3.3.1. AM에 대한 77개 균주들의 MIC값 측정 결과

MIC of AM 0.25 0.5 1 2 4 >4

Susceptible
strains

9 20 39 6 0 0

Resistant
strains 0 0 0 0 0 2

[표 19] AM 약제에 대한 MIC 값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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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CPM에 대한 77개 균주들의 MIC값 측정 결과

　MIC of CPM 0.625 1.25 2.5 5 10 >10

Susceptible
strains

6 28 39 0 0 0

Resistant
strains 0 0 0 2 1 0

[표 20] CPM 약제에 대한 MIC값 측정결과

3.3.3. KM에 대한 77개 균주들의 MIC값 측정 결과

MIC of KM　 1 2 4 8 16 >16

Susceptible
strains

17 37 20 0 0 0

Resistant
strains 0 0 0 0 1 1

[표 21] KM 약제에 대한 MIC값 측정결과

3.3.4. LXF에 대한 77개 균주들의 MIC값 측정 결과

　MIC of LXF 0.5 1 2 4 8 >8

Susceptible
strains 52 13 6 0 0 0

Resistant
strains 0 0 0 2 2 1

[표 22] LXF 약제에 대한 MIC값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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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4가지 약제에 대한 MIC 누적 그래프

3.3.5. 2차 항결핵약제 AM, CPM, KM, LXF에 대한 한계농

도 결정

Susceptible Strains와 Resistant Strains의 4 가지 약제에 대한 MIC

누적 그래프를 그린 후 두 그래프의 누적 MIC 백분율이 가장 차이가 나

는 지점을 한계 농도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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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kacin의 경우 Susceptible strain은 2 이하에서 결정되고

Resistant strain은 4 보다 큰 경우에 결정되었으며 한계 농도는 2로

결정

◾ Capreomycin의 경우 Susceptible strain은 2.5 이하에서 결정되고

Resistant strain은 5 이상에서 결정되었으며 한계 농도는 2.5로 결정

◾ Kanamycin의 경우 Susceptible strain은 4 이하에서 결정되고

Resistant strain은 16 이상에서 결정되었으며 한계 농도는 4로 결정

◾ Levofloxacin의 경우 Susceptible strain은 2 이하에서 결정되고

Resistant strain은 4 이상에서 결정되었으며 한계 농도는 2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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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준시험법(Gold Standard)과의 비교실험

3.4.1. LJ 배지법을 이용한 비교실험

자동 촬영 시스템을 이용한 DAC 칩에서 구한 한계농도를 이용하여

LJ 배지법과의 일치율 및 에러율을 계산하였다. 현재 약제 감수성 검사

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결핵연구원에서는 LJ 배지를 이용하여 절

대농도법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4종류의 항결핵약제의 내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M-kit을 자체 개발, 제작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M-kit에 추가로 새로 개발되는 신약 후보 물질을 추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약제 농도에서 MIC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56] M-kit 배양 후 사진

결핵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1차 약제 절대농도(Absolute

Concentration)는 INH 0.2, RIF 40, SM 10, EMB 2.0 (ug/m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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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M-kit 균액 접종 방법

① 2 mm glass bead가 든 매카트니병 (glass McCartney bottle)에

10% tween 80을 pipette을 이용하여 25 ㎕ (2 drop) 떨어뜨린다.

② LJ배지에서 14 ~ 21일 배양하고 발육이 양호한 균주를 가능한 여

러 개의 colony를 골고루 조금씩 선택한다. colony를 bead병에 넣고

loop로 분산시켜 놓는다.

③ vortex mixer를 사용하여 colony가 풀릴 수 있도록 약 20초간 교

반하여 균을 균등히 한다. 실온에서 약 10분간 정치시켜 큰 균 덩어리를

가라앉힌다.

④ 멸균된 phosphate buffer(PBS) 를 이용하여 McFarland NO.1 이

되게 균액을 만든 후 약 20분간 정치시킨다.

⑤ PBS 4.5 ml에 균액 0.5ml 씩 취하여 희석시킨다. (10배 희석)

⑥ 희석시킨 cap-tube를 vortex mix로 섞은 후 M-Kit에 1.5 mL

step-syringe를 사용하여 각 약제가 들어있는 배지에 1 drop (25 ㎕) 접

종 한다.

⑦ M-kit에 접종 후 배지에 고르게 펴지도록 교반 시킨 후 37도에

서 6주까지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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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CPM ETH KM LXF MXF OFX PAS RBT PZA

Total test 81 82 79 79 82 82 82 79 82 47

Discrepanc

y number
5 0 5 0 2 21 1 10 2 13

Error

rate(%)
6.2 0.0 6.3 0.0 2.4 25.6 1.2 12.7 2.4 27.7

categorical

agreement

(%)

93.8 100.0 93.7 100.0 97.6 74.4 98.8 87.3 97.6 72.3

[표 23] 77개 임상균주에 대한 LJ배지법을 이용한 결과와 DAC system을 이용한 결과와의 약제

별 일치율 및 에러율 (2차약제) : Amikacin (AM), Capreomycin (CPM), Ethionamide (ETH),

kanamycin (KM), Levofloxacin (LXF), Moxifloxacin(MXF), Ofloxacin (OFX),

P-aminosalicylic acid (PAS), Rifabutin (RBT), Pyrazinamide (PZA)

3.4.3. 비교 실험결과

M.

Tuberculosis
Total test

Discrepancy

number
Error rate (%)

categorical

agreement (%)

PanS 827 58 7.0 93.0

MDR 77 11 14.3 85.7

XDR 12 1 8.3 91.7

Total 916 70 7.6 92.4

[표 24] 77개 임상균주에 대한 LJ배지법을 이용한 결과와 자동 촬영 시스템을 이용한 DAC 칩의

결과와의 합산 일치율 및 에러율 (2차약제) : Amikacin (AM), Capreomycin (CPM),

Ethionamide (ETH), kanamycin (KM), Levofloxacin (LXF), Moxifloxacin(MXF),

Ofloxacin (OFX), P-aminosalicylic acid (PAS), Rifabutin (RBT), Pyrazinamide (P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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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uberculosis
Total test

Discrepancy

number
Error rate (%)

categorical

agreement (%)

PanS 104 0 0.0 100.0

MDR 200 12 6.0 94.0

XDR 164 12 7.3 92.7

Total 468 24 5.1 94.9

[표 25] 29개 임상균주에 대한 LJ배지법을 이용한 결과와 자동 촬영 시스템을 이용한 DAC 칩

의 결과와의 합산 일치율 및 에러율 (1차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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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토의

4.1.1.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DAC 칩 플레이트의 자동화된 촬영 시스템을 이용하

여 기존의 배양 방식의 결핵균 약제 감수성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여

4-8주가량 걸리던 검사시간을 9일로 단축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DAC

칩 플레이트에 결핵 균주와 약제를 접종한 이후의 모든 검사 과정이 자

동화 되었으며, 수 um 이내의 오차만을 허용하는 촬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과 2 단계의 인식부호 검출 및 자동 초점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동일한 결핵 균주를 가지고 DAC 칩 플레이트를

이용한 자동 촬영 방법과 기존의 배양 검사 방법으로 비교 실험을 하였

으며 기존 시스템과 94% 이상의 높은 일치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한

시스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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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동 촬영 시스템은 결핵균 뿐만 아니라 항산성

비결핵균(NTM), 일반균에 대한 약제 감수성 검사에도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다른 균에 대한 임상 실험을 통해 본 시스템의 응용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시스템의 처리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는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의 최적화와 3축 스테이지의 성능 개선에 관

한 연구를 제안한다.

먼저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의 속도 최적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CPU

기반 알고리즘 처리를 개선하여 GPU의 가속 기능을 사용하여 연산속도

최적화를 이루어 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인식부호 검출시 사용하는 템플

릿 기반 매칭 방법의 속도를 매칭 검색 방법의 지능화를 통해 현재의 완

결 검색(exhaustive search) 방식의 템플릿 매칭 시간을 단축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USB나 UART 통신에 기반한 3축 컨트롤러를 이용한 제어 방식은

자동 초점 작업시 충분히 빠른 응답속도를 확보하기 힘들다. 초점을 맞

추는데 사용되는 Z축 컨트롤러의 경우 PCI 기반의 컨트롤러를 개발하여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통신에 의해 발생하던 지연 시간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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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ed single-cell

tracking microscope system for

rapid drug susceptibility test of

M. tuberculosis

Ki-jung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Bio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resents high-speed automated imaging system for

rapid drug susceptibility testing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nventional culture-based method for drug susceptibility test of M.

tuberculosis has limitations which take a long time to process a large

amount of tests. Robot arm system is developed for transporting

DAC chip plate of various drug concentration to imag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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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ode system is used for recognizing concentration profile of drug

susceptibility test. Fiducial marker is designed for searching same

location for time-lapse imaging. Auto focusing system of micrometer

level accuracy is needed for imaging culture of M. tuberculosis which

has normally sized 1-4 um. Fiducial marker detection and focusing

algorithm consists of two stage searching strategy. First, algorithm

estimates the location of fiducial marker with 900 um long stroke

z-axis movement. Then fine focusing algorithm is used for alignment

of imaging location with micrometer level error. Automated imaging

system uses only 9 days for drug susceptibility test compared to

conventional culture-based test with 4 to 8 weeks and records the

accuracy of 94% compared to culture based method. This system can

be applied to culture tests with other bacteria.

Keywords: M. tuberculosis, drug susceptibility test, culture,

automation, auto focusing, fiducial mark

Student Number: 2000-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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