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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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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관련된 병독인자 분석 

김 충 종 

의학과 내과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론: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은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쁜 질환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감염 심내막염의 위험인자는 인공 판막이나 뼈, 관절 

부위 감염 등 주로 환자측 인자이거나 지속성 균혈증과 같은 감염 심내

막염의 임상 양상 관련 인자이다. 감염 심내막염이 발생할 때 균주측 인

자가 관련할 것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인자가 감염 심내막염 발생에 기여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

에서는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 환자의 자료 및 균주를 이용하여 황색포

도알균에 의한 자연판막 감염 심내막염 발생에 기여하는 균주측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9개 병원에서 발생한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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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알균 균혈증 환자의 임상 자료 및 균주를 이용하였다. 환자의 의무

기록 자료는 전자 증례기록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임상자료를 바탕으

로 감염 심내막염이 확인된 환자와 감염 심내막염이 배제된 환자를 짝짓

기 하였다. 수집된 균주를 이용하여 네 가지 실험을 시행하였다. 첫째, 

주요 병독인자 유전자 보유에 대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둘째, 세포

외 물질 부착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fibrinogen 및 fibronectin 부착 비

율 평가, 셋째, 인간제대정맥내피세포 (HUVEC)부착 및 침투 정도 평가, 

넷째, fibronectin binding protein A 유전자의 단일 염기 다형태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평가를 위한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에 포함된 균주가 군집을 형성하지 않았는지 평가하기 위해 

MLST 및 spa typing을 이용해 군집 여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얻

은 변수들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감염 

심내막염과 관련이 있는 변수를 산출하였다. 

 

결과: 총 2384건의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중에서 감염 심내막염이 동반

된 경우는 92건, 감염 심내막염이 배제된 경우는 234건 이었다. 이중에

서 짝짓기를 통해 각각 37건씩의 증례를 추출하여 이 증례의 분리주로 

실험하였다. Fibronectin binding protein A을 보유한 경우는 감염 심내

막염 환자군에서 91.9%, 대조군에서 100% 였으며 (p=0.240), 

fibronectin binding protein B는 각각 10.8%, 13.5%로 양 군 사이에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p=1.000). 그 외의 부착인자 및 초항원 관련 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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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유전자의 분포 역시 양 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brinogen에 대한 부착 비율은 감염심내막염 환자군 균주에서 2.39, 

대조군 균주에서 2.25로 양 군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나 

(p=0.333) fibronectin에 대한 부착은 감염 심내막염 환자군에서 2.88, 

대조군에서 2.34 로 감염 심내막염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14). 

HUVEC 침투 정도는 양 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7.0 vs 6.8, 

p=0.665), HUVEC 침투 정도와 fibronectin 부착 간의 관계는 환자군

에서만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p<0.001). 병독인자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으로 주요 병독인자 조합을 산출한 후 여기서 도출된 성분점수를 이

용하여 시행한 다변량 분석에서 fibronectin 부착 및 fnbpA, sdrC에 해

당하는 성분이 유의하게 감염 심내막염 발생과 관계가 있었다. FnbpA의 

단일 염기 다형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주요 단일 염기 다형태

인 E652D (2.9% vs 2.7%, p=1.000), H782Q (65.6% vs 60.6%, 

p=0.675), K786N (65.6% vs 72.7%, p=0.535), H818Q (46.9% vs 

42.4%, p=0.718), T826N (50.0% vs 42.4%, p=0.540) 등의 분포에서 

양 군의 차이가 없었다. MLST 분석 및 spa typing 을 시행하였을 때 

연구에 포함된 분리주 사이에 군집 형성을 이루는 균주는 없었다. 가장 

흔한 clonal complex는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에서는 CC8 (8건, 

20%), CC188 (8건, 20%),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에서는 CC5 (18

건, 52.9%) 였다. 특정 clonal complex에서 감염 심내막염이 많이 발생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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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 발생에서 fibronectin이 주된 역할을 한다. 

다만, fibronectin 부착과 관련한 병독인자의 유무 보다는 fibronectin 

binding protein의 기능적 차이가 감염 심내막염 발생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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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황색포도알균의 임상적 특징 및 감염 심내막염 

황색포도알균은 사람 및 동물에서 다양한 감염병을 유발하는 주요 

병원균이다. 황색포도알균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피부 연부조직 감염, 

폐렴, 감염 심내막염 등의 주요 원인균이고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중심

정맥관 관련 감염, 폐렴, 수술부위 감염 등의 원인균이기도 하다. 황색포

도알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 및 위장관 상재균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피부에 발생한 상처를 통하거나 혹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침습적 의료 

기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한다 (1). 

황색포도알균이 일으키는 여러 감염병 중에서 균혈증은 다른 감염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예후가 나쁘며 다양한 전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2).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이 발생할 경우 감염 심내막염, 안구내염, 감염 

척추염, 근육내 농양 등의 다양한 전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이 감염의 발생은 그 자체로도 예후가 나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치

료가 필요하여 감염병 관련 이환율을 높이게 된다 (3).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중

증의 감염병은 감염 심내막염이다 (4). 감염 심내막염은 심장 판막이나 

판막의 건삭 (chordae) 등 심장 내 주요 구조물의 심내막 부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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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감염으로 예후가 가장 불량한 질환 중 하나이다 (5). 감염 심내막

염이 발생할 경우, 심장 내 주요 구조물이 파괴되고, 이로 인하여 판막 

역류나 심실 혹은 심방 중격 천공, 혹은 건삭 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리고 심내막염으로 형성된 우식증이 떨어져 나가 심장 이

외의 장기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감염 심내막염은 황색포도

알균 감염의 불량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는 지속 균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감염 심내막염의 발생 기전 

감염 심내막염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첫 단계는 비세균성 혈전성 심내막염 (nonbacterial thrombotic 

endocarditis)의 발생이다. 비세균성 혈전성 심내막염은 심장 내막에 손

상이 발생하여 이 부위에 fibrinogen이나 fibronectin 등 다양한 물질이 

부착되고, 이를 통해 혈소판이나 백혈구 등의 염증 세포들이 모여 형성

된 병변이다 (1). 두번째 단계로 비세균성 혈전성 심내막염이 발생한 상

태에서 균혈증이 발생할 경우, 이 균이 비세균성 혈전성 심내막염 부위

에 부착하며 감염 심내막염으로 진행하게 된다 (1, 6).  

감염 심내막염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인공 심장 판막이나 인공 심장

박동 조율기 혹은 이와 유사한 심장내 장치가 있는 경우, 황색 포도알균

의 유입 경로가 중심정맥관이 아닌 경우, 원발 감염 부위가 뼈나 관절 



３ 

 

부위, 특히 감염 척추염이 동반한 경우, 그리고 감염병 발생이 지역사회

에서 일어난 경우 등이 있다 (1). 이러한 감염 심내막염의 위험 인자는 

감염 심내막염의 발생 기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심장 

내막의 손상을 잘 유발하거나, 혹은 균주와 심장 내막 혹은 심장 내막 

속에 삽입된 기구와의 접착을 향상시키는 기전이 존재할 경우 감염 심내

막염의 발생 위험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황색포도알균의 경우 감염 심내막염의 발생 단계 중 두번째

인 균주와 심내막 사이의 접촉 및 부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연구들 에서 감염 심내막염의 원인균에 따라서

는 심장 내막의 손상이 없이도 감염 심내막염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7-9). 이 연구들에서는 과거에 감염 심

내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었던 사슬알균의 경우 판막의 역류나 심실 

중격 결손 등 혈류 흐름의 와류(turbulence)와 제트(jet)를 형성하는 심

장 질환이 있던 환자에서 잘 발생하는 반면,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은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은 황색포도알균의 경우 비세균성 혈전성 심내막염의 선행 단

계 없이 정상 심내막을 침범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이 경우 균이 심내막에 부착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황색포도알균에서는 심내막에 대한 부착 여부 및 그 정도가 감염 심내막

염 발생의 위험도에 기여하는 인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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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심내막염 발생에서 병독인자 기여 양상 

황색포도알균이 심장 내막의 이상 없이도 감염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과

정에 황색포도알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병독인자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감염 심내막염의 발생에서 병독인자가 관여할 것으로 보이는 작용

기전으로는 혈관내피세포에의 부착, 혈관내피세포로의 침투, 그리고 면

역 회피 기전의 세가지가 알려져 있다 (10).  

먼저, 황색포도알균의 혈관내피세포 부착과 관련한 병독인자로는 

clumping factor A (clfA), clumping factor B (clfB), fibrinogen binding 

protein A(fbpA), fibronectin binding protein A (fnbpA), fibronectin 

binding protein B (fnbpB), collagen binding protein (cna), serine-

aspartate repeat proteins (sdr), MHC class II analog (map) 등이 알

려져 있다 (10). 혈관 내피세포 침투와 관련한 병독 인자로는 fnbpA, 

fnbpB 등이 있으며, 면역 회피에 관여하는 병독인자로는 

staphylococcal protein A (SpA), sdr과 각종 분비 독소 (secretory 

toxin) 등이 있다 (11). 

황색포도알균의 혈관 내피세포 부착은 세포벽 부착 단백 (cell wall 

anchored proteins, CWA), 그 중에서도 특히 microsomal surface 

component recognizing adhesive matrix molecule family (MSCRAMM)

로 분류되는 병독인자에 의해 매개된다 (10). 이 과정에 관여하는 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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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은 fibrinogen이나 fibronectin, 혹은 collagen 등의 세포외 기질

에 균이 부착하는 과정을 중개하며, 일부 병독인자들은 혈소판의 응집에 

관여하기도 한다 (12, 13). 병독인자 별로 부착하는 세포외 기질에 차이

가 있으며, fibrinogen이나 fibrin에 주로 작용하는 것은 clfA, clfB, fbp 

등이 있고 fnbpA와 fnbpB는 주로 fibronectin에, cna는 collagen에 결

합한다. Sdr의 경우 fibrinogen을 포함하여 다양한 세포외 기질 물질에 

결합할 수 있다 (14-16). 

Fibronectin binding protein (fnbp)은 황색포도알균의 혈관내피세포 

부착 및 내피세포 침투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병독인자로 알려져 있다 

(17, 18). Fibronectin은 integrin에 결합하는 세포외 기질 물질로, 세포

막에 있는 다양한 수용체에 결합한다. 황색포도알균은 fnbp을 통해 혈관 

내피세포의 수용체인 integrin α 5 β 1에 결합하게 되며 이 과정을 

fibronectin이 매개한다 (19, 20). Fnbp에는 fnbpA와 fnbpB가 있으며 

각각 fnbpA, fnbpB 유전자에 의해 코딩되어 있다. Fnbp를 제거한 균주

에서는 황색포도알균의 혈관 내피세포 부착 및 침투가 억제됨이 알려져 

있다 (21). 

 

이와는 별개로, 황색포도알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외독소 

(exotoxin)도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의 발생과 관련되었다는 연구 결과

들이 있다. 황색포도알균 초항원 (superantigen)은 황색포도알균이 분

비하는 여러 가지 외독소 중 하나로, 식중독 등 구토나 설사, 위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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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키는 독소로 잘 알려져 있다 (22). 초항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현재까지 SEA, SEB, SEC, SED, SEG 등의 staphylococcal 

enterotoxin과 Staphylococcal enterotoxin like exotoxin이 발견되었다. 

SE가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 발생에 기여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

으나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바에서는 sec를 제거한 균주가 감염 심내막

염 유발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23).  

 

 

4. 병독인자 보유 여부와 감염 심내막염의 관계 

이와 같이 황색포도알균의 병독인자가 감염 심내막염 발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있으나 실제 감염 심내막염 환자에서 얻은 균주

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병독인자와 감염 심내막염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집락만을 형성하거나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지 않은 균과 침습성 감

염을 일으킨 균주 간의 병독인자 비교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Ferry 등은 쇼크를 동반한 황색포도알균 감염을 유발한 균이 그렇지 않

은 균에 비해 se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반면 

(24), Jenkins 등은 sdrC, fnbA, fhuD, sstD, 그리고 hla 를 가진 균에서 

집락균 보다는 감염병 유발 균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25). Li 등은 균혈증을 유발한 균주와 피부연조직 감염만을 유발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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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비교하여 hla, hlb, cna, clfA, seb, sec, pvl 유전자가 피부연조직 감

염 유발 균주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eta, etb, sea 유전자는 균혈증 유

발 균주에서 유의하게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26). 감염 심내막염 유발 

균주 관련하여서도 유의하게 감염 심내막염과 연관된 병독인자는 확인된 

바가 없다. Hogevik 등은 감염 심내막염 유발 균주와 피부 감염 균주를 

비교하여 양 군의 균주 사이에 sea, seb, sec, sed 병독인자 보유에 차이

가 없고 세포외 기질 물질에 대한 부착 정도에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였다 (27). Chi 등은 합병증이 없는 균혈증 유발 균주와 감염 심내막염 

유발 균주를 이용하여 주요 병독인자 보유 여부를 비교하였는데, 양 군

의 병독인자 보유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8). 그러나 이 연

구에서는 감염심내막염 균과 합병증이 없는 균혈증 군이 각각 10명, 12

명으로 연구 대상이 많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발표된 

Gallardo-Garcia의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균주를 이용하여 합병증이 

없는 균혈증 유발 균주와 감염 심내막염 유발 균주를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역시 감염 심내막염과 연관된 병독인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29). 최근에 Coralie 등은 비교적 많은 수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sec/selx, sea, seb, hlb 등의 병독인자가 감염 심내막염 발생 여부를 계

량화하기 위한 모델의 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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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까지 연구의 문제점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 발생에 관여하

는 병독인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균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어떤 병독인자가 이에 관여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의 세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현재까

지의 연구에서 분석한 병독인자가 아닌 새로운 병독인자가 관여할 가능

성, 둘째, 여러가지의 병독인자가 동시에, 혹은 연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단일 병독인자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 셋째, 감염 심내막

염에 관여하는 특정 병독인자가 있으나 이 병독인자의 유전적 차이, 즉 

유전적 다형태 (genetic polymorphism)가 관여하여 이로 인한 기능적 

차이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Niennaber 등은 clonal complex 30에 해당하는 균주가 다른 clonal 

complex에 비해 감염 심내막염 발생 빈도가 높다는 자료를 보고한 바 

있다 (31). 이는 유사한 병독인자를 가지는 경우, 감염 심내막염 발생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해당 균주가 가지고 있

는 병독인자의 개수나 분포가 침습성 감염과 관련되었다는 연구도 역시 

보고된 바 있다 (32). 

따라서, 개별 병독인자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감염 심내막염과의 관

련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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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필요성 

이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은 개별 병독인자 보

유 여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병독인자의 기능적 평가, 혹은 심내막염 

유발 기전에 대한 기능적 평가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기능적 평가에 대

한 연구가 일부 시행된 바 있으나 병독인자 유무와 기능적 평가를 병행

하여 평가해 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 하였다. 

 

 

7.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감염 심내막염을 유발하였던 균주와 그렇지 않았던 

균주 사이의 특성을 비교하고 병독인자 보유 양상을 평가하며, 감염 심

내막염 유발 기전에 따른 기능적 평가를 통해 두 군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자연판막 심내막염과 관련

된 병독인자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 병독인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감염 

심내막염 발생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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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환자 및 연구대상 균주 

1.1 연구대상 환자 

본 연구에서는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이 발생한 환자의 의무기록 자료 

및 균혈증 유발 분리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1600병상 규모의 3차 병원, 서울)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900병상 규

모의 3차 병원, 경기도)을 포함한 9개 병원에서 전향적으로 의무기록 

및 분리주를 수집하였다. 연구 기간동안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이 발생한 

환자들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

하였다. 연구에서 제외된 경우는 황색포도알균 이외의 다른 세균이 함께 

자란 혼합 균혈증,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발생한 균혈증, 연구자의 판단 

하에 명백한 오염균이라고 판단한 경우 였다. 

 

1.2 연구대상 황색포도알균 

본 연구에 사용된 황색포도알균은 균혈증이 발생한 환자들에서 얻은 

분리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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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 자료의 수집 및 정의 

연구 대상 환자의 임상 자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

였으며 중앙 연구기관에서 제작한 통일된 전자 증례기록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부록 1). 전자 증례기록지에 기록한 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

서 추출한 항목은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정보, 과거 병력, 기저 질환, 

면역 관련 약물 사용력 등의 기본 정보 항목과 균혈증 발생일, 균혈증 

발생 장소 (지역사회 감염 혹은 병원내 감염), 균혈증 발생의 원발 감염 

부위, 중심정맥관 등 침습성 기구 사용 여부, 균혈증 지속 기간 등의 균

혈증 관련 항목, 그리고 인공판막이나 심장 내 장치 여부, 감염 심내막

염 발생 여부, 감염 심내막염 발생 위치 등의 감염 심내막염 관련 항목 

등이다.  

이러한 항목 중에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병원 내 발생 감염 (hospital onset)은 입원 후 48시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균혈증으로 정의하였다.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발생

한 균혈증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의료행위와 관련된 균혈증으로 판단되면 

병원 내 발생 감염으로 정의하였다. 병원 내원시부터 황색포도알균 균혈

증이 있었거나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혈액 배양에서 황색포도

알균이 자란 경우 지역사회 발생 (community onset) 감염으로 정의하

였다. 이 중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 획득 

감염 (community acquired)으로 정의하였다. 의료관련 감염의 위험인

자는 과거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으며 1년 이내에 2일 이상 입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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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거주, 30일 이내에 정맥 주사를 맞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 대

체 요법을 시행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은 중심

정맥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제거한지 48시간 이내에 발생한 균혈증으

로 다른 부위의 감염이 배제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지속 균혈증은 황색

포도알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한 후 7일 이상 균혈증이 지속

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감염 심내막염의 고위험군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인자들로 

정의하였다 (1). 본 연구에서 감염 심내막염의 고위험군으로 정의한 인

자는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이 아닌 경우, 지역사회 획득 감염, 감염 척

추염을 포함한 뼈나 관절 감염이 원발 부위인 경우, 그리고 7일 이상의 

지속 균혈증 이었다. 인공 판막을 가진 경우와 심장 내 이물 (인공 심장 

박동조율기 혹은 체내삽입자동제세동기 등)을 가진 경우는 감염 심내막

염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나 이러한 환자에서 발생한 감염 심내막염은 

자연 판막과는 다른 기전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염 심내막염 

관련 분석에서는 이 경우를 제외하였다. 

 

 

3. 감염 심내막염 환자군과 대조군의 정의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이 있으면서 감염 심내막염이 동반된 경우를 감

염 심내막염 환자군으로 정의하였다 [환자군]. 감염 심내막염의 발생 여

부는 경흉부 심장 초음파나 경식도 심장 초음파 중 하나 에서라도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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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우식증이 보이는 경우 감염 심내막염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이 있으면서 감염 심내막염이 동반되지 않은 경

우를 감염 심내막염 대조군으로 정의하였다 [대조군]. 이 중에서 분석에 

사용한 대조군은 감염 심내막염 환자군과 임상양상이 유사한 환자를 짝

짓기 하여 결정하였다. 감염 심내막염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는 경흉부 

심장 초음파 및 경식도 심장 초음파를 모두 시행하여 심장 내 우식증이

나 판막주위 농양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대조군과 환

자군을 짝짓기 하기 위한 기준 변수는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지역사회 

획득 감염 및 메티실린 내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짝짓기가 가능한 환자

가 여러 명인 경우 이 중에서 원발 감염 부위가 같은 경우로 결정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을 1:1로 짝짓기 하였다. 

 

 

4. 황색포도알균 보관, 배양 

각 병원에서 발생한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환자의 분리주 중 본 연구

에서 선정한 감염 심내막염 환자군 및 대조군에 해당하는 분리주는 실험

을 시행하기 전까지 Pro-Lab diagnostics Microbank Bacterial and 

Fungal preservation system (Richmond Hill, Ontario, Canada)에 접종

하여 -70℃에 냉동 보관하였다. 냉동 보관한 균주는 일정 간격으로 냉

동 상태로 이송하여 냉동 보관하였다가 실험을 위해 해동하여 계대배양 

하였다. 계대배양은 trypticase soy 한천 배지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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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색포도알균 균주 준비 

황색포도알균 균주를 이용하여 총 네 가지의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 

중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이를 이용한 염기서열 분석은 균의 양을 

정량하지 않고 집락을 바로 따서 이용하였으며 세포외 물질 접착 정도 

평가 및 혈관내피세포 침투 정도 평가 실험은 접종하는 균의 양을 정량

해서 이용하였다. 

냉동 보관하였다가 해동하여 Trypticase soy 한천 배지에 계대배양

한 균주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정량 하였다. 

 

 계대배양한 균주 집락 1개를 따서 10mL의 Trypticase soy 액체 배

지에 접종한 후 37℃에서 1일간 배양하였다. 

 균주가 배양된 액체 배지에서 1mL을 뽑아서 새로운 Trypticase soy 

액체 배지 10mL에 접종한 후 1-2시간 가량 37℃에서 배양하여 대수

증식기 (logarithmic phase)에 도달할 때까지 배양하였다. 

 균주 배양액을 28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동액을 버린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2회 세척하였다. 이하의 과정은 균주 

증식을 막기 위해 4℃에서 시행하였다. 

 세척 후 얻은 침전물을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EGM-2 media 1mL

로 부유 시켰다. 

 균주 부유액을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EGM-2 media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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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610nm에서 흡광도 (optical density, OD)를 측

정해서 ΔOD 0.01-0.02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ΔOD= ODbacterial 

suspension – ODbacteria-free EGM-2 media) 

 이 과정을 거쳐 얻은 희석 균주 배양액이 2-4X108CFU/mL이 되는

지 확인하였다. 

 

 

6. 병독인자 분석을 위한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황색포도알균 균주의 병독인자는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검출하

였다.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계대배양한 균주 집락을 1-2개 따서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풀었다. 

 Bacterial genomic DNA extraction kit (Qiagen, Germany)를 이용하

여 황색포도알균의 핵산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핵산을 이용하여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각 병독인자 별로 사용한 프라이머 및 반응 조건은 표 1과 같았다.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얻은 산물을 UV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병독인자 유전자 중에서 세포 부착과 관련한 병독인

자는 clfA, clfB, fnbpA, fnbpB, sdrC, sdrD, sdrE, bbp, cna, ebp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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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독소와 관련한 병독인자는 sea, seb, sec, sed, see, seg, seh, sei, 

sej, tst, eta, etb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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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itions and primer sequence of virulence factors of Staphylococcus aureus 

Group Gene Sequence Size of amplicon (bp) 

Group 1 

sea-F 5 -TTGCAGGGAACAGCTTTAGGCAATC-3  

252 

sea-R 5 -TGGTGTACCACCCGCACATTGA-3  

seb-F 5 -GACATGATGCCTGCACCAGGAGA-3  

355 

seb-R 5 -AACAAATCGTTAAAAACGGCGACACAG-3  

sej-F 5 -CTCCCTGACGTTAACACTACTAATAACCC-3  

432 

sej-R 5 -TATGGTGGAGTAACACTGCATCAAAA-3  

eta-F 5 -CGCTGCGGACATTCCTACATGG-3  

676 

eta-R 5 -TACATGCCCGCCACTTGCTTGT-3  

pvl-F 5 -TGCCAGACAATGAATTACCCCCATT-3  

894 

pvl-R 5 -TCTGCCATATGGTCCCCAAC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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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g-F 5 -TTGGCTGGGGAGTTGAAGCACA-3  

306 

hlg-R 5 -CGCCTGCCCAGTAGAAGCCATT-3  

Group 2 

Sec-F 5 -CCCTACGCCAGATGAGTTGCACA-3  

602 

sec-R 5 -CGCCTGGTGCAGGCATCATATC-3  

sed-F 5 -GAAAGTGAGCAAGTTGGATAGATTGCGGCTAG-3  

830 

sed-R 5 -CCGCGCTGTATTTTTCCTCCGAGAG-3  

see-F 5 -TGCCCTAACGTTGACAACAAGTCCA-3  

532 

see-R 5 -TCCGTGTAAATAATGCCTTGCCTGAA-3  

seh-F 5 -CATTCACATCATATGCGAAAGCAGAAG-3  

358 

seh-R 5 -GCACCAATCACCCTTTCCTGTGC-3  

seg-F 5 -TGCTCAACCCGATCCTAAATTAGACGA-3  

117 

seg-R 5 -CCTCTTCCTTCAACAGGTGGAGAC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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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F 5 -TGGAGGGGCCACTTTATCAGGA-3  

220 

sei-R 5 -TCCATATTCTTTGCCTTTACCAGTG-3  

etb-F 5 -GAAGCAGCCAAAAACCCATCGAA-3  

419 

etb-R 5 -TGTTGTCCGCCTTTACCACTGTGAA-3  

tst-F 5 -AGCCCTGCTTTTACAAAAGGGGAAAA-3  

306 

tst-R 5 -CCAATAACCACCCGTTTTATCGCTTG-3  

Group 3 

clfA-F 5 -ATTGGCGTGGCTTCAGTGCTTG-3  

357 

clfA-R 5 -GCTTGATTGAGTTGTTGCCGGTGT-3  

clfB-F 5 -TGGCGGCAAATTTTACAGTGACAGA-3  

404 

clfB-R 5 -AGAAATGTTCGCGCCATTTGGTTT-3  

fnbpA-F 5 -GCGGCCAAAATGAAGGTCAACA-3  

205 

fnbpA-R 5 -TCTGGTGTTGGCGGTGTTGGA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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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bpB-F 5 -CAGAAGTACCAAGCGAGCCGGAAA-3  

258 

fnbpB-R 5 -CGAACAACATGCCGTTGTTTGTTGA-3  

cna -F 5 -TTCACAAGCTTGGTATCAAGAGCATGG-3  

452 

cna-R 5 -GAGTGCCTTCCCAAACCTTTTGAGC-3  

sdrC-F 5 -CGCATGGCAGTGAATACTGTTGCAGC-3  

731 

sdrC-R 5 -GAAGTATCAGGGGTGAAACTATCCACAAATTG-3  

sdrD-F 5 -CCACTGGAAATAAAGTTGAAGTTTCAACTGCC-3  

467 

sdrD-R 5 -CCTGATTTAACTTTGTCATCAACTGTAATTTGTG-3  

sdrE-F 5 -GCAGCAGCGCATGACGGTAAAG-3  

894 

sdrE-R 5 -GTCGCCACCGCCAGTGTCATTA-3  

bbp-F 5 -TCAAAAGAAAAGCCAATGGCAAACG-3  

500 

bbp-R 5 -ACCGTTGGCGTGTAACCTGC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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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F 5 -TCTTGTTAATGCACAACAACGTAA-3 

294 

sarA-R 5- TGTTTGCTTCAGTGATTCGTTT-3 

Note. Conditions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was as follow; 95°C for 15 min; 32 cycles of 95°C for 1 min, 60°C for 1.3 min, and 72°C 

for 1 min; 72°C for 10 min; and a final hold at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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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포외 물질 부착정도 평가 

황색포도알균이 혈관 내피세포에 부착하는 과정을 매개하는 

fibrinogen과 fibronectin에 균주가 결합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 실

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96well plate에 1% bovine serum albumin을 각 웰 (well) 당 30㎕

씩 넣고 4℃에서 1일간 배양하였다. 

 각 웰에 들어있는 bovine serum albumin을 제거한 후 평가하고자 하

는 물질을 각 웰 당 30㎕씩 주입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한 웰에는 

phosphate buffered saline을 주입하였다. 세포외 물질 부착 평가에는 

purified human fibronectin (F0895-2MG, Sigma-aldrich)과 purified 

human fibrinogen (F3879-250MG, Sigma-aldrich)을 사용하였다. 이

를 상온에서 1시간 이상 건조시켰다. 

 각 웰에 200㎕의 bovine serum albumin을 넣고 37℃에서 20분간 

배양하였다. 

 Bovine serum albumin을 제거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3회 씻었다. 

 2-4X108CFU/mL로 미리 정량해 둔 균주를 각 웰에 100㎕씩 넣고 

37℃에서 45분간 배양하였다. 

 균주를 제거하고 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3회 씻었다. 

 1%(v/v) glutaraldehyde를 이용하여 4℃에서 2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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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taraldehyde를 제거한 후 crystal violet으로 10분간 염색하였다. 

 Crystal violet을 제거한 후 남아있는 시약은 triton X100으로 씻었다. 

 상온에서 충분히 마를 때까지 건조 시켰다. 

⑪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황색포도알균의 혈관내피세포 침투 정도 평가 

황색포도알균이 혈관 내피세포에 침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감염 심

내막염 환자군 균주와 대조군 균주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 

내피세포 침투 정도를 평가 하였다. 혈관 내피세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인간제대정맥내피세포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HUVEC)

를 이용하였다. 이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HUVEC 배양을 위해 여러 성장 호르몬 및 성장인자, 그리고 항생제 

(gentamicin과 amphotericin B)가 포함된 EGM-2 배지를 이용하였으

며, 여기에 fetal bovine serum을 2% 추가하여 세포 배양을 하였다. 단, 

황색포도알균 균주를 함께 배양할 때 사용하는 EGM-2 배지에는 항생

제를 첨가하지 않았다. 

 75cm2 배양 플라스크에서 충분히 성장한 세포를 12 well 세포배양 

plate 에 접종하였다. 

 각 웰에 HUVEC이 80%이상의 세포 집락도를 형성하면 실험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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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웰을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은 EGM-2 배지를 이용해 2회 세척하

였다. 

 미리 2-4X108CFU/mL로 희석해 둔 균주 배양액을 각 웰 당 1mL

씩 분주하였다 (MOI=200-400). 37℃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균주 배양액을 제거한 후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은 EGM-2 배지를 

이용해 2회 세척하였다. 

 Lysostaphin을 이용하여 각 웰에서 세포 내로 침투하지 못한 균주들

을 제거하였다. Lysostaphin 0.04mL와 EGM-2 media 0.36mL을 섞어 

주입하고 상온에서 20분간 처리하였다. 

 Phosphate buffered saline 으로 2회 세척하였다. 

 Trypsin 400㎕를 넣고 5분간 상온에서 처리하였다. 

 600㎕의 멸균 증류수로 각 웰에 있는 세포를 수거하였고, 1mL의 멸

균 증류수로 한번 더 수거하였다.  

⑪ 3mL의 멸균 증류수를 추가하여 총 5mL로 만들었다. 

⑫ 10배씩 연쇄 희석하여 trypticase soy 한천 배지에 접종하여 균주 

수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과정은 2회 실시하여 평균을 취하였다. 

 

 



25 

 

9. Fibronectin 부착 단백의 유전적 다형태 평가 

FnbpA의 유전적 다형태에 따른 기능적 차이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fnbpA gene에서 단일 염기 다형태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가 잘 발생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

하였다. FnbpA에서 단일 염기 다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fibronectin 

binding repeats (FnBRs)는 1089개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부위에 대해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은 Lower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였다 (33). 구체적으로, FnBRs 의 부위

를 4개의 부분으로 나눠 FnbpA1 – FnbpA4까지의 부분으로 나눴으며, 

기존에 단일 염기 다형태가 많이 알려진 FnbpA-2 및 FnbpA-3 부분

에 대해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해 해당 부위를 증폭시킨 후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해당 부위의 염기서열 수는 각각 443개 및 484개

이다. FnbpA-2와 FnbpA-3 증폭을 위한 primer는 다음과 같다. 

FnbpA-2 Forward primer: 

5′- CAATAGAAGAAACGGATTCATCAGCTATTG-3′ 

FnbpA-2 Reverse primer: 

5′-GTTGTATCTTCAATCGTTTGTTGACCTTC-3′ 

 

FnbpA-3 Forward primer: 

5′- CCGTGACCATTTTCAGTTCCTAAACC-3′ 

FnbpA-3 Reverse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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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TTGTATCTTCAATCGTTTGTTGACCTTC-3′ 

염기서열 분석 후 염기 서열 변화 및 이로 인한 아미노산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10. Clonal Complex 분석 

특정 clonal complex와 감염 심내막염이 연관될 수 있고, 또한 연구

에 포함된 균주가 특정 유전자를 가진 그룹의 집단 발생에 의해 군집 발

생하여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된 균주를 이

용하여 clonal complex 분석을 시행하였다. Clonal complex 분석을 위

해 MLST (multi-locus Sequence Typing)을 시행하였다. MLST 분석

을 위해 arc, aroE, glpF, gmk, pta, tpi, yqiL gene 에 대해 중합효소 연

쇄반응을 시행하고 이 부산물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spa gene에 대해서도 역시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얻

어진 염기서열을 eBURST를 통해 clonal complex를 구분하였다. 

 

 

11. 통계분석 방법 

세포외 물질 부착 정도 평가는 fibrinogen 혹은 fibronectin에 대한 

OD570값과 PBS에 대한 OD570과의 비율로 산출하였으며, 3회 반복 실

험한 후 이 값의 기하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HUVEC 침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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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정량 배양하여 얻은 균주 수를 직접 이용하였으며, 2회 반복 실

험한 후 산술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2회의 실험에서 얻은 각각의 

값이 5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2회 추가로 실험하여 차이가 적은 값을 

이용하였다. 

두 군 사이의 평균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으며, 비모수 검정이 

필요한 경우 Mann Whitney U-test를 이용하였다. 두 군 사이의 비율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으며, 비모수 검정이 필요한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황색포도알균 병독인자 및 감염 심내막염 위험인자, 균주의 생리학

적 결과 실험을 이용하여 얻은 값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통해 균주

의 그룹을 나눌 수 있는 변수들을 산출하였다. 주성분 분석시 주성분 산

출을 위한 고유값은 2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산출된 요인 점수

를 이용하여 성분 별 산포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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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1. 대상 환자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9개 병원에서 총 2384건의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15세 미만 (n=19), 오염

균 (n=132), 혼합균혈증 (n=142), 연구 자료 수집 거부 (n=396)한 

증례를 제외한 총 1695건의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이 중에서 감염 심내막염이 확인된 경우는 92건 (5.4%) 이었으며 

경식도 초음파까지 시행하여 감염 심내막염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234건 (13.8%) 이었다. 

 

 

2. 환자군 및 대조군의 자료 비교 및 실험 대상 선정 

감염 심내막염 환자 92명 및 감염 심내막염이 없는 환자 234명의 

기초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a). 감염 심내막염 환자 92명 중 메티실

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RSA)은 47명 (51.1%) 이었으며 감염 심내막

염이 없는 환자 234명 중에서는 101명 (43.2%)이었다. 지역사회 발생 

감염은 감염 심내막염 환자에서 64명 (69.9%), 감염 심내막염이 없는 

환자에서는 172명 (73.5%)으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p=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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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획득 감염 여부 역시 양 군의 차이가 없었다 (p=0.743). 인공 

판막이나 심장내 장치 등 이물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감염 심내막염 환

자에서 12명 (13.0%), 감염 심내막염이 없는 환자에서 4명 (1.7%)으

로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p<0.001). 균혈증 발생의 

원발부위가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인 경우는 감염 심내막염 환자에서 14

명 (15.2%), 감염 심내막염이 없는 환자에서 34명 (14.5%)으로 통계

적 차이가 없었다 (p=0.875). 뼈 혹은 관절 부위 감염이 원발 부위인 

경우는 감염 심내막염 환자에서 11명 (11.9%), 감염 심내막염이 없는 

환자에서 72명 (30.8%)으로 대조군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p<0.001). 지속 균혈증은 감염 심내막염 환자에서 26명 (28.3%), 감

염 심내막염이 없는 환자에서 71명 (30.3%)으로 양군 간의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SOFA score 6점 이상인 중증 환자는 감염 심내막염 환

자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46.7% vs 25.6%, p<0.001).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여부, 지역사회 획득 

감염 여부, 메티실린 내성 여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원발부위에 따라 

환자군과 대조군을 1:1로 짝짓기 하였다. 이 중에서 환자군 및 대조군의 

균주가 모두 보관되어 있는 쌍을 바탕으로 실험에 사용할 환자군-대조

군 쌍을 결정하였다. 총 37쌍의 환자군-대조군 쌍이 결정되었으며 연구

에 포함된 37쌍의 기초 정보는 표 2b 와 같다. 양군의 기초 정보는 대

부분 유사하였으나 감염의 중증도는 환자군에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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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data of (a) enrolled patients and 

(b) case-control patients 

(a) enrolled patients 

 Variables 

With 

endocarditis 

(n=92) 

Without 

endocarditis 

(n=234) 

P-value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47 (51.1%) 101 (43.2%) 0.196 

Male 53 (57.6%) 149 (63.7%) 0.310 

Community onset infection 64 (69.6%) 172 (73.5%) 0.474 

Community acquired infection 22 (23.9%) 52 (22.2%) 0.743 

Cardiac prosthesis 12 (13.0%) 4 (1.7%) <0.001 

Bone or joint infection 11 (12.0%) 72 (30.8%) <0.001 

Prolonged bacteremia 26 (28.3%) 71 (30.3%) 0.711 

SOFA score ≥ 6 43 (46.7%) 60 (25.6%) <0.001 

Primary site of Infection 

  
  

  Primary bacteremia 
10 (10.9%) 34 (14.5%) 

  

  Central line associated infection 
14 (15.2%) 34 (14.5%) 

  Endovascular Other than 

endocarditis 
11 (12.0%) 23 (9.8%) 

  infective endocarditis 
31 (33.7%) 0 

  Vertebral osteomyelitis 
5 (5.4%) 36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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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e or joint infection other than 

vertebral osteomyelitis 
6 (6.5%) 36 (15.4%) 

  
Skin and soft tissue infection 6 (6.5%) 40 (17.1%) 

  
Lung 1 (1.1%) 11 (4.7%) 

  
Others 8 (8.7%) 20 (8.5%) 

 

 

  



32 

 

 

(b) case-control patients 

Variables 
With endocarditis 

(n=37) 

Without endocarditis 

(n=37)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17 (45.9%) 17 (45.9%) 

Community acquired infection 9 (24.3%) 9 (24.3%) 

Cardiac prosthesis 0 0 

SOFA score ≥ 6 18 (48.6%) 10 (27.0%) 

Prolonged bacteremia 13 (35.1%) 13 (35.1%) 

Primary site of Infection   

 Primary bacteremia 0 11 (29.7%) 

 Central line associated infection 5 (13.5%) 5 (13.5%) 

 
Endovascular Other than 

endocarditis 
6 (16.2%) 0 

 infective endocarditis 12 (32.4%) 0 

 Vertebral osteomyelitis 2 (5.4%) 6 (16.2%) 

 
Bone or joint infection other 

than vertebral osteomyelitis 
6 (16.2%) 4 (10.8%) 

 Skin and soft tissue infection 3 (8.1%) 7 (18.9%) 

 Lung 0 1 (2.7%) 

 Others 3 (8.1%) 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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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독인자 분석  

환자군 및 대조군 균주에 대한 주요 병독인자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clfA 와 clfB는 양군의 균주가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fnbpA는 환

자군에서 91.9%, 대조군에서 100%로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p=0.240). fnbpA나 fnbpB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환

자군에서 3건 (8.1%), 대조군에서 0건 이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

다 (p=0.204). 그 이외의 세포외 기질 부착관련 병독인자의 분포는 차

이가 없었다. 황색포도알균의 외독소의 경우 sea가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5.4% vs 21.6%, p=0.041) 그 이외의 외독소 혹은 초항원의 

분포에는 차이가 없었다. 초항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양

군 모두 10건 (27.0%)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3가지 이상의 초항원을 가

지고 있는 경우는 환자군에서 10건 (27.0%), 대조군에서 11건 (29.7%) 

이었다. 주요 병독인자의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sarA 유전자

는 양군에 포함된 균주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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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virulence factor genes in isolates with endocarditis and 

without endocarditis 

Virulence factor 

gene 

With endocarditis 

(n=37) 

Without endocarditis 

(n=37) 
P-value 

clfA 37 (100%) 37 (100%) N/A 

clfB 37 (100%) 37 (100%) N/A 

fnbpA 34 (91.9%) 37 (100%) 0.240 a 

fnbpB 4 (10.8%) 5 (13.5%) 1.000a 

sdrC 34 (91.9%) 33 (89.2%) 1.000 a 

sdrD 26 (70.3%) 26 (70.3%) 1.000 

sdrE 31 (83.8%) 32 (86.5%) 0.844 

bbp 36 (97.3%) 37 (100%) 1.000a 

cna 10 (27.0%) 15 (40.5%) 0.219 

ebpS 28 (75.7%) 27 (73.0%) 0.790 

map 2 (5.4%) 2 (5.4%) 1.000 a 

sea 2 (5.4%) 8 (21.6%) 0.041 

seb 1 (2.7%) 1 (2.7%) 1.000a 

sec 9 (24.3%) 7 (18.9%) 0.572 

sed 0 1 (2.7%) 1.000a 

see 0 0 N/A 

seg 26 (70.7%) 21 (56.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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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 1 (2.7%) 3 (8.1%) 0.615a 

sei 26 (70.3%) 21 (56.8%) 0.227 

sej 0 1 (2.7%) 1.000a 

tst 11 (29.7%) 10 (27.0%) 0.797 

eta 1 (2.7%) 0 1.000a 

etb 0 0 N/A 

sarA 37 (100%) 37 (100%) N/A 

N/A, Not applicable 

a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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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brinogen/fibronectin 부착정도 평가 

Fibrinogen과 fibronectin에 대한 부착 정도는 음성 대조군의 흡광

도와 세포 외물질에대한 흡광도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음성 

대조군은 phosphate buffered saline을 이용하였다. Fibrinogen 부착 

비율은 대조군의 경우 2.25, 환자군의 경우 2.39로 양군에서 통계적

인 차이는 없었다 (p=0.333). Fibronectin에 대한 부착 비율의 경우 

대조군에서는 2.34, 환자군에서는 2.88로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p=0.014) (표 4). 감염 경로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인 분리주에서는 fibrinogen에 대한 부착 비율이 

환자군에서 1.94, 대조군에서 2.27이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p=0.421). Fibronectin에 대한 부착 비율도 환자군에서 2.56, 대조

군에서 2.60으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p=0.690). 감염 경로가 중

심정맥관 관련 감염이 아닌 경우에는 fibrinogen에 대한 부착 비율은 

환자군에서 2.46, 대조군에서 2.24로 차이가 없었으나 (p=0.171), 

fibronectin에 대한 부착 비율은 환자군에서 2.93, 대조군에서 2.30으

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p=0.011)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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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physiologic properties between isolates with 

endocarditis and without endocarditis 

Physiologic property 

With 

endocarditis 

(n=37) 

Without 

endocarditis 

(n=37) 

P-value 

Fibrinogen binding ratio 2.39 (± 0.80) 2.25 (± 0.86) 0.333 

Fibronectin binding ratio 2.88 (± 0.93) 2.34 (± 0.69) 0.014 

Internalization 

(X106 CFU/mL) 
7.0 (± 9.4) 6.8 (± 7.7) 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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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physiologic properties between isolates with endocarditis and without endocarditis according to various risk 

factors of infective endocarditis 

Group variables Physiologic property 
With endocarditis 

(n=37) 

Without endocarditis 

(n=37) 
p-value 

Route of 

infection 

CLABSI 

Fibrinogen binding ratio 1.94 (± 0.46) 2.27 (± 0.44) 0.421 

Fibronectin binding ratio 2.56 (± 0.33) 2.60 (± 0.42) 0.690 

Internalization (X106 CFU/mL) 15.5 (± 9.9) 19.4 (± 12.5) 0.690 

Other than CLABSI 

Fibrinogen binding ratio 2.46 (± 0.83) 2.24 (± 0.91) 0.171 

Fibronectin binding ratio 2.93 (± 0.99) 2.30 (± 0.71) 0.011 

Internalization (X106 CFU/mL) 5.7 (± 8.8) 4.8 (± 4.3) 0.493 

Location of 

bacteria 

acquisition 

Community acquired 

infection 

Fibrinogen binding ratio 2.41 (± 1.03) 2.13 (± 0.88) 0.730 

Fibronectin binding ratio 2.91 (± 1.26) 2.46 (± 0.68) 0.546 

Internalization (X106 CFU/mL) 3.8 (± 1.4) 4.9 (± 3.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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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munity 

acquired infection 

Fibrinogen binding ratio 2.38 (± 0.74) 2.29 (± 0.86) 0.385 

Fibronectin binding ratio 2.86 (± 0.83) 2.30 (± 0.70) 0.015 

Internalization (X106 CFU/mL) 8.1 (± 10.7) 7.7 (± 8.5) 0.831 

Primary site of 

infection 

Bone and joint 

infection 

Fibrinogen binding ratio 2.59 (± 0.65) 1.95 (± 0.73) 0.068 

Fibronectin binding ratio 3.15 (± 0.92) 2.40 (± 0.42) 0.055 

Internalization (X106 CFU/mL) 3.5 (± 1.4) 4.8 (± 4.1) 1.000 

Other than Bone and 

joint infection 

Fibrinogen binding ratio 2.33 (± 0.84) 2.36 (± 0.88) 0.967 

Fibronectin binding ratio 2.80 (± 0.93) 2.32 (± 0.77) 0.073 

Internalization (X106 CFU/mL) 8.0 (± 10.5) 7.5 (± 8.6) 0.664 

Duration of 

bacteremia 
Prolonged bacteremia 

Fibrinogen binding ratio 2.26 (± 0.87) 2.26 (± 0.83) 1.00 

Fibronectin binding ratio 2.85 (± 0.90) 2.29 (± 0.55) 0.072 

Internalization (X106 CFU/mL) 8.8 (± 8.4) 7.8 (± 10.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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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longed 

bacteremia 

Fibrinogen binding ratio 2.46 (± 0.78) 2.24 (± 0.89) 0.274 

Fibronectin binding ratio 2.89 (± 0.97) 2.37 (± 0.76) 0.066 

Internalization (X106 CFU/mL) 6.1 (± 10.0) 6.2 (± 6.2) 0.992 

Severity of 

infection 

SOFA 1-6 

Fibrinogen binding ratio 2.49 (± 0.77) 2.16 (± 0.81) 0.067 

Fibronectin binding ratio 3.09 (± 0.95) 2.41 (± 0.68) 0.011 

Internalization (X106 CFU/mL) 5.1 (± 3.1) 6.2 (± 7.3) 0.384 

SOFA 7 or more 

Fibrinogen binding ratio 2.24 (± 0.86) 2.79 (± 1.07) 0.349 

Fibronectin binding ratio 2.56 (± 0.83) 1.90 (± 0.58) 0.168 

Internalization (X106 CFU/mL) 9.9 (± 14.2) 10.6 (± 9.7) 0.395 

Abbreviation. CLABSI,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SOFA, 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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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UVEC 침투 정도 평가 

HUVEC 에 대한 침투정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자군의 

경우 7.0X106 CFU/mL, 대조군의 경우 6.8X106 CFU/mL이며 양 군 사

이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p=0.665) (표 4).  

환자군 분리주에서 주요 위험인자에 따라 세포 침투 정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 경로가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인 경우는 15.5 

(± 9.9) X106 CFU/mL, 중심정맥관 감염이 아닌 경우는 5.7 (± 8.8) 

X106 CFU/mL 이었다. 지역사회 획득 감염의 경우 3.8 (± 1.4) X106 

CFU/mL, 원내 감염의 경우 8.1 (± 10.6) X106 CFU/mL 이었다. 그러

나 각각의 경우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5). 

 

 

6. fibrinogen/fibronectin 부착 정도 및 세포 침투정도 비

교 평가 

Fibrinogen 부착비율과 fibronectin 부착비율 사이에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p<0.001), 각각의 세포외 물질 부착정도와 세포침투 

정도와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fibrinogen 부착비율과 

fibronectin 부착비율 간의 상관 관계는 환자군 분리주에서만 유의하였

으며 (p<0.001) 대조군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p=0.532) (그림 1). 

환자군의 경우 fibrinogen 및 fibronectin 부착비율과 HUVEC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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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대조군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림 2). 균의 감염 경로가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인 경우는 

fibronectin 부착 비율과 HUVEC 침투 정도 사이에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환자군에서는 양의 상관 관계를, 대조군에서는 음의 상관 관

계를 보였다 (p=0.007) (그림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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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 iso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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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solates from other than central line associate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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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solates from central line associated infection 

Figure 1. Association between fibrinogen binding ratio and fibronectin binding ratio 



46 

 

 

(a) fibrinogen binding, all isolates 

 

(b) fibronectin binding, all iso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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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brinogen binding, isolates from other than CLABSI 

 

(d) fibronectin binding, isolates from other than CLA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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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brinogen binding, isolates from CLABSI 

 

(f) fibronectin binding, isolates from CLA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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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ssociation between HUVEC internalization and fibrinogen binding 

ratio or fibronectin bind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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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brinogen/fibronectin 부착 정도 및 병독인자 보유 양

상 평가 

Fibronectin 및 fibrinogen 부착에 관여하는 병독인자 유전자를 가

지고 있는지에 따라 Fibrinogen 부착비율과 fibronectin 부착비율을 평

가하였다. Fibronectin binding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fnbpA와 fnbpB

를 모두 가진 경우, 둘 중에 한가지만 가진 경우, 그리고 두개 모두 없

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fibrinogen이나 fibronectin에 대한 부착 정도

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것은 감염 심내막염 여부에 관계 없었

다 (그림 3a). 그러나, fnbp 관련 유전자를 1개만 가지고 있는 균주에서 

감염 심내막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이에는 fibronectin 부착 정

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군 2.92vs 대조군 2.30, p=0.003)(그

림 3a).  

 

Fibrinogen 부착에 관여하는 sdrC, sdrD, sdrE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부터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Sdr의 보

유 양상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fibrinogen 부착은 감염 심내막염이 발생

하지 않은 균주에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b).



51 

 

  

(a) binding ratio according to number of fibronectin bindin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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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inding ratio according to number of serine-aspartate repeat protein 

Figure 3. Association of number of virulence factor and fibrinogen binding ratio or fibronectin bind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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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 차원 감축 및 로지스틱 회

귀분석 

주요 병독인자를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4개의 주

성분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각각의 성분별 적재값의 분산은 18.6%, 

14.2%, 13.3%, 9.9% 였다. 따라서, 주성분 4개를 통해 전체 분산의 

56.0%를 설명할 수 있다. 주성분 1의 경우 seg (0.848), ebpS (0.833), 

tst (0.608) 에 대한 성분이었으며, 주성분 2는 sed (0.955), sej 

(0.955), seb (0.853) 에 대한 성분이었다. 주성분 3의 경우 sea 

(0.856), seh (0.787), cna (0.712)에 대한 성분이었다. 주성분 4의 경

우 fnbpA (0.682), sdrC (0.610) 에 대한 성분이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주요 병독인자의 분포를 4개의 차원 변수로 감축시킨 후 여기서 

추출된 주성분 점수와 개별 균주의 기능 평가를 통해 얻어진 값을 이용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감염 심내막염 유발과 관련된 변수를 

평가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fibronectin에 대한 부착 비율 (adjusted 

Odds ratio 2.46, 95% confidence interval 1.09-5.56, p=0.030), 그리

고 주성분 4 (aOR 0.40, 95% CI 0.18-0.85, p=0.017)가 유의한 변수

로 확인되었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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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gistic regression of factors related to infective endocarditis 

Factors 
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Fibrinogen binding ratio 0.755 0.342-1.668 0.487 

Fibronectin binding ratio 2.460 1.089-5.557 0.030 

Internalization (X106 CFU/mL) 0.992 0.928-1.061 0.820 

Component 1 1.209 0.720-2.028 0.473 

Component 2 0.764 0.347-1.683 0.504 

Component 3 0.397 0.148-1.065 0.066 

Component 4 0.395 0.184-0.84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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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nbpA 의 염기서열 다형태 여부 평가 및 감염 심내막

염과의 관계 

총 74 개 균주의 FnbpA 단백질 중 염기서열 다형태가 많은 부위의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인공판막 감염 심내막염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 구조 변화 (그림 4), 그리고 본 

연구에 포함된 균주에서 주로 나타난 구조 변화는 표 7 과 같다. 심장내 

장치와의 관련성이 알려진 주요 아미노산 서열 변화 부위인 E652D, 

H682Q, K786N 은 감염 심내막염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부위의 아미노산 서열 변화 역시 양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표 7). 주요 염기서열 다형태 부위를 조합한 

경우에도 감염 심내막염과 관련이 있는 조합은 없었다. 

감염 심내막염을 유발하는 균주들에서는 유전적 다형태 유전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fibronectin 과의 부착이 증가하는 반면 (p=0.009), 감염 

심내막염을 유발하지 않은 균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p=0.157) (그림 5). 

 

10. clonality 여부와 감염 심내막염의 관계  

균주가 한무리 형성 (clonality)에 의해 유사한 성질을 보이는지 

평가하기 위해 spa type 및 MLST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8, 부록 2). 

MSSA 의 경우 clonal complex (CC) 8 (8, 20.0%), CC188 (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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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1 (5, 12.5%) 등이 많았으며, 감염 심내막염의 비율은 각각의 군집 

별로 차이가 없었다. MRSA 의 경우 CC5 (18, 52.9%), CC8(15, 

44.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역시 감염 심내막염 발생 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감염 심내막염과 관련성이 많이 

알려진 CC30 이나 CC45 의 경우 발생 건수가 적어 평가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MRSA 감염을 시사하는 st72 균주에 해당하는 CC8 은 총 

15 건이었으며 이 중 감염 심내막염은 7 건 이었다. 

가장 흔한 spa type 은 t324 로 총 11 건 이었으며 그 외에 t9353 이 

8 건, t189 가 7 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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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stribution of genetic polymorphisms in fnbpA gene 

(a) Single amino acid variation 

Amino acid 

change in FnbpA 
With endocarditis Without endocarditis P-value 

E652D a 1 (2.9%) 1 (2.7%) 1.000 

H782Q b 21 (65.6%) 20 (60.6%) 0.675 

K786N/I b 21 (65.6%) 24 (72.7%) 0.535 

H818Q b 15 (46.9%) 14 (42.4%) 0.718 

T826N b 16 (50.0%) 14 (42.4%) 0.540 

S839N b 25 (78.1%) 28 (84.8%) 0.485 

V668I a 5 (14.3%) 4 (10.8%) 0.723 

S678I a 10 (28.6%) 9 (24.3%) 0.683 

V698I a 33 (94.3%) 33 (89.2%) 0.434 

N750D b 4 (12.5%) 3 (9.1%) 0.708 

P779T b 0 1 (4.2%) 0.462 

N788D b 24 (75.0%) 27 (81.8%) 0.504 

K797E b 2 (6.2%) 1 (3.0%) 0.613 

H804Q b 29 (90.6%) 29 (87.9%) 1.000 

N846S b 18 (56.2%) 14 (42.4%) 0.265 

A5941 a 10 (28.6%) 9 (24.3%) 0.683 

V647L a 9 (25.7%) 5 (13.5%) 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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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56D a 10 (28.6%) 9 (24.3%) 0.683 

V662I a  5 (14.3%) 4 (10.8%) 0.732 

H706Q a 5 (14.3%) 4 (10.8%) 0.732 

I808L b 5 (16.1%) 4 (12.1%) 0.729 

a number of isolates: 35 in with endocarditis group and 37 in without endocarditis 

group 

b number of isolates: 33 in with endocarditis group and 33 in without endocardit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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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mbination of single amino acid variation 

Amino acid change in FnbpA 
With endocarditis 

(n=33) 

Without endocarditis 

(n=33) 
P-value 

E652D+ H782Q+K786N 1 (3.0%) 1 (3.0%) 1.000 

H782Q+K786N 16 (48.5%) 14 (42.4%) 0.621 

K786N+N788D 17 (51.5%) 19 (57.6%) 0.621 

H782Q+N788D 20 (60.6%) 18 (54.5%) 0.619 

H782Q+K786N+N788D 14 (42.4%) 12 (36.4%) 0.614 

H782Q+K786N+N788D+H818Q 5 (15.2%) 4 (12.1%) 1.000 

H782Q+K786N+H818Q 7 (21.2%) 5 (15.2%) 0.751 

 

  



60 

 

 

Figure 4. Location of frequent amino acid variation site in fibronectin binding prote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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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lonal complex distribution of isolates 

(a) MSSA 

Clonal complex 

With endocarditis Without endocarditis 
 Spa type 

CC188 4 (20.0%) 4 (20.0%) 

 t189 2 4 

 t2174 1 0 

 t5229 1 0 

CC8 5 (25.0%) 3 (15.0%) 

 t008 1 1 

 t126 3 0 

 t377 0 1 

 t4359 1 1 

CC1 2 (10.0%) 3 (15.0%) 

 t127 0 3 

 t345 1 0 

 t693 1 0 

CC5 1 (5.0%) 1 (5.0%) 

 t002 0 1 

 t450 1 0 

CC15 1 (5.0%) 1 (5.0%) 

 t360 0 1 

 t401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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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97 1 (5.0%) 1 (5.0%) 

 t359 1 0 

 t1200 0 1 

CC30 1 (5.0%) 1 (5.0%) 

 t012 1 0 

 t275 0 1 

CC59 1 (5.0%) 0 

 t437 1 0 

CC101 1 (5.0%) 1 (5.0%) 

 t2078 1 1 

CC6  0 1 (5.0%) 

CC22 1 (5.0%)  

CC80 0 1 (5.0%) 

 t1921 0 1 

CC121 1 (5.0%) 0 

 t2793 1 0 

Others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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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RSA 

Clonal complex 

With endocarditis Without endocarditis 
 Spa type 

CC5 9 (52.9%) 9 (52.9%) 

 t002 0 2 

 t111 2 0 

 t2051 0 1 

 t2460 2 4 

 t601 0 1 

 t9353 2 0 

 t9363 1 0 

 Non-typable 2 1 

CC8 7 (41.2%) 8 (47.1%) 

 t1346 0 1 

 t324 7 3 

 t664 0 2 

 Non-typable 0 2 

CC188 1 (5.9%) 0 

 t18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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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UVEC inter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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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bronectin b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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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brinogen bindings 

Figure 5. Correlation of number of genetic polymorphims in fnbpA gene and phys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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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자연 판막에 감염 심내막염을 일으킨 균주가 그렇지 

않은 균주에 비해 fibronectin에 더 잘 부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bronectin은 세균이 혈관내피세포에 부착하는 단계에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17, 18), 따라서, fibronectin에 더 잘 결합하는 균주

가 감염 심내막염을 잘 일으켰던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fibronectin 부

착에 관여하는 병독인자인 fibronectin binding protein을 코딩하는 유전

자의 보유 여부는 감염 심내막염을 일으킨 균주나 그렇지 않은 균주 사

이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의 보유 여부 자체가 감염 심내

막염 발생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심내막염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fnbp 유전자의 

발현 정도 차이 혹은 발현된 fnbp의 기능적 차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fnbpA의 기능적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fnbpA 유전자 염기 서열 변이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기존에 시행

된 연구에서는 심장 내 이물을 가진 환자에서 염기 서열 변이 및 이로 

인한 아미노산 서열 변화가 감염 심내막염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감염 심내막염

을 유발하였던 균주에서는 염기서열 다형태의 수가 많아질수록 

fibronectin에 대한 결합 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변이가 fnbpA와 fibronectin 과의 결합력에 관여함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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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관여가 감염 심내막염 유발 균주에서만 발생하였던 이유는 

본 연구 결과만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fnbp 유전자의 발현 정도 차이

가 양 군의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 Fibronectin과 감염 심내막염 발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34, 35). 이는 fibronectin이 혈관 내피세

포에 부착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과정에 

관련하여, 균주가 심내막에 감염을 일으키고, 또한 면역 세포로부터 회

피할 수 있는 기전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Kerdudou 

등은 동물 모델을 통해 fnbp를 제거한 균주가 그렇지 않은 균주에 비해 

혈관 내피세포에의 부착이 현저히 감소함을 보고하였고 (36), Greene 

등도 fnbpA와 fnbpB를 제거한 돌연변이 균주에서 fibronectin에 대한 

결합이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21). 반면에, fnbp 유전자가 있

는 것만으로 감염 심내막염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Chi 

등은 감염 심내막염을 유발한 균주 12개와 단순 균혈증 균주 10개를 비

교하여, fnbpA, fnbpB의 비율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28), coralie 

등도 감염 심내막염 균주 72개와 단순 균혈증 균주 54개를 비교하여 

fnbpA 및 fnbpB의 비율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30). 이러한 연구

들에서 연구에 포함된 균주의 90% 이상이 fnbp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fnbpA 혹은 fnbpB 등 fibronectin과의 결합에 관여하는 

병독인자 유전자의 보유 여부는 양 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감염 심내막염을 유발하는 균주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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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nectin에 대한 부착 정도가 다른 균주와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들

도 있었으나 (27, 30), 본 연구에서는 fibronectin 부착 정도가 양 군에

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fibrinogen에 대한 부착 정도나 균주

의 HUVEC 내로의 침투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Fibronectin 부착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감염 심내막염 발생에 

fibronectin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추정한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37-

40). 본 연구에서, 감염 심내막염을 유발하였던 균주는 fibronectin 부

착능과 HUVEC 침투 정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에 비해 

감염 심내막염을 유발하지 않은 균주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즉, 

fibronectin에 부착을 잘하나 HUVEC 에 침투를 잘하지 못하는 균주, 

혹은 HUVEC에 잘 침투하나 fibronectin에 부착을 잘 하지 못하는 균주

는 감염 심내막염을 유발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bronectin 및 fnbp가 감염 심내막염 발생에 관여할 것이라는 여

러 근거에도 불구하고 fnbp 유전자의 보유 여부가 감염 심내막염 발생

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감염 심내막염 발생에 유전자 자체의 유무가 아

니라 해당 유전자의 기능적 차이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Fnbp

의 기능 발현과 관련하여서는 두가지 방향의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 

첫번째 가능성은, fnbp의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존재이다. Cheung 

등은 동물 모델을 통한 감염 심내막염 연구에서 fnbp의 발현을 조절할 

것으로 알려진 sarA 유전자가 없는 돌연변이가 fibronectin 부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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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저히 줄어들고(41) 심내막염 발생 역시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42). 본 연구에서는 양 군의 균주에서 sarA 유전자 보유 여부

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균주에서 sarA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이 유전자 역시 발현 여부는 균주 별로 다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 두번째 가능성은 fnbp의 유전적 다형태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미노산 구성 차이로 인해 fibronectin과의 결합력이 달

라지고 이로 인해 병독성이 달라질 가능성이다. Fibronectin이 fnbp에 

부착하는 부분은 fnbp의 B, C, D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19). Fnbp는 

11개의 fibronectin binding repeats (FnBRs)로 구성되는데, 이중 주로 

FnBR5, FnBR9에 해당하는 영역의 아미노산 배열 차이가 결합력에 차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 (33). Lower 등은 심장 내 

장치가 있는 환자들에서 발생한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의 균주를 모아, 

fnbp의 아미노산 배열 중 652, 782, 786에 변화가 있는 경우 심장 내 

장치 감염을 더 잘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33). 또한, 최근 Hos 등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43). 그러나, 이와는 달리 

Eichenberger 등은 관절 내 인공물 감염에서는 fnbp 유전자의 다형태 

혹은 아미노산 배열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보고한 바 있어서

(44),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ower 등과 

Hos 등이 보고하였던 E652D, H782Q, K786N, H818Q, T826N, 

S839N 등의 유전적 다형태가 자연 판막 심내막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Lower 등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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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E652D, H782Q, K786N의 3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

히 유전적 변이가 많을수록 fibronectin과의 부착력이 강해짐을 확인하

였고, 이러한 경향은 감염 심내막염 균주에서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Lower 등이 E652D, H782Q, K786N 아미노산 서열 변화와 

fibronectin 결합 에너지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와 일치하

며(33), 다만, 이러한 경향이 감염 심내막염 균주에서만 나타나는 점은 

이에 관여하는 또다른 인자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아미노산 서열 변화는 fnbp와 fibronectin

사이의 결합력 증가를 통해 감염 심내막염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아미노산 서열 변화는 각각의 아미노산이 가지는 구

조적 차이, 즉 측쇄의 전하 여부, 그리고 극성 여부에 따른 변화일 것으

로 추정한다. 즉, H782Q의 경우 fnbp의 histidine이 glutamine으로, 

K786N의 경우 lysine이 asparagine으로 각각 교체되며, 이 과정에서 

변경된 아미노산에 있는 산소기가 fibronectin과의 결합을 촉진하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합력의 증가는 두가지 과정을 통해 나

타나는데, 양전하 극성을 가지는 아미노산인 histidine이나 lysine이 중

성의 glutamine이나 asparagine으로 바뀌어 전자기적 척력이 사라지고, 

또한 변경된 아미노산에 있는 카르복시 기가 fibronectin의 수소와 결합

을 촉진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E652D의 경우도 glutamic 

acid에서 aspartic acid로의 변화가 구조 변화를 통한 결합 강도 증가와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많아질수록 결합력의 증가가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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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본 연구에서도 감염 심내막염을 유발하였던 균주에서는 이러한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nbp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또다른 점은 fibrinogen

과의 부착이다. 황색포도알균은 fibrinogen과의 부착을 매개하는 여러 

종류의 병독인자를 가지고 있다. Fnbp는 주로 fibronectin과의 부착 및 

세포 내로의 침투에 관여하지만, fnbp의 여러 부분 중 A 영역은 

fibrinogen 및 elastin과의 부착도 함께 매개한다. Piroth 등은 fnbp의 

기능에서 fibrinogen과 결합하는 기능 역시 감염 심내막염에 필요하며, 

감염 심내막염의 유발 (induction) 과정에서는 fibronectin과의 결합이 

아닌 fibrinogen 결합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17). 또한, 동일한 

fibronectin 부착 정도를 가진 경우 fibrinogen에의 결합 정도에 비례하

여 세포 내 침투가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17). Ythier 등은 Fibrinogen 

부착과 fibronectin 부착이 양의 상관 관계를 보임을 보고하였으며 (45),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 심

내막염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fibronectin 부착과 fibrinogen 부착이 상

관 관계가 있었고, 감염 심내막염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 관계가 다소 떨

어짐을 확인하였다.  

 

황색 포도알균의 여러 병독 인자 중에서 fibronectin에 결합하는 것

은 fnbpA와 fnbpB만이 알려져 있는 반면에, fibrinogen에 결합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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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인자는 여러가지가 알려져 있다. Fibrinogen에 결합하는 병독인자는 

clfA, clfB, sdrC, sdrD, sdrE, fibrinogen binding protein 뿐만 아니라 

fnbpA와 fnbpB도 결합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sdrC가 

포함된 성분이 감염 심내막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Sdr은 

clf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병독인자로, fibrinogen 결합을 매개하거나

(46), 혈소판 응집(47), 면역 회피(48) 등의 기능을 한다. 다만, 아직까

지 sdr와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과의 관계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

며, sdrC, sdrD, sdrE 각각의 기능 차이 혹은 감염 심내막염과의 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는 10개 병원에서 수집된 균주로, 균주 사이

에 유전적 연관성이나 집단 발생으로 인한 동일 균주의 중복 포함 가능

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clonal complex 분

석이나 spa type 분석에서도 유전적 연관성이나 집단 발생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외국의 주요 연구들에서 감염 심내막염과 관련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CC5, CC30, CC45 등의 균주의 수가 본 연구에

서는 감염 심내막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균주에서도 유사하여 clonal 

complex에 따른 감염 심내막염 발생 빈도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험이 주로 체외 

(in vitro)에서 황색포도알균이 세포에 부착하는 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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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실제 체내 (in vivo)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전을 밝히기에는 한계

가 있다. 황색포도알균이 병독성을 보이는 주요 단계인 세포 부착 및 침

투뿐만 아니라 면역 회피나 초항원을 이용한 면역 조절, 조직 손상 유발 

등도 감염 심내막염 유발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

계에 대한 병독인자 유전자 여부를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해 확인하기

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능적 평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동

물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병독인자를 코딩하는 유전자가 있는지는 확인하였으나 이 유

전자가 실제로 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아 유전자 발현 정도

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NA 수준

의 병독인자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세균의 병독인자는 여러 조절인자를 

통해 발현이 조절되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발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

어 추후 RNA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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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황색포도알균 자연판막 심내막염 발생시, fibronectin binding 

protein의 기능이 중요하였다. 황색포도알균 심내막염이 발생한 분리주

에서 fibronectin에 더 잘 부착하는 특징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부착 

정도의 차이가 심내막염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bronectin binding protein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 그렇

지 않은 지는 감염 심내막염 발생 균주와 그렇지 않은 균주 사이에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전자의 보유 여부 자체가 아니라 

fibronectin binding protein의 기능적 차이가 감염 심내막염 발생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FnbpA의 유전적 다형태에 의한 아미노산 변

이가 발생할 경우 fibronectin과의 결합력이 증가하며, 이것이 감염 심

내막염 발생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변이가 발생하더라

도 일부 균주에서만 감염 심내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fnbpA의 발

현에 기여하는 또다른 인자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76 

 

참고 문헌 

 

1. Mandell GL, Bennett JE, Dolin R. Mandell, douglas, and bennet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7th edn. Philadelphia, 

PA: Churchill Livingstone/Elsevier, 2010. 

2. Song KH, Kim ES, Sin HY, Park KH, Jung SI, Yoon N, et al. 

Characteristics of invasive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s in three 

regions of korea, 2009-2011: A multi-center cohort study. BMC 

Infect Dis. 2013; 13: 581. 

3. Holland TL, Arnold C, Fowler VG, Jr. Clinical management of 

staphylococcus aureus bacteremia: A review. JAMA. 2014; 312: 

1330-1341. 

4. Tong SY, Davis JS, Eichenberger E, Holland TL, Fowler VG, Jr.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s: Epidemiology, pathophysiology, 

clinical manifestations, and management. Clin Microbiol Rev. 2015; 

28: 603-661. 

5. Park LP, Chu VH, Peterson G, Skoutelis A, Lejko-Zupa T, Bouza E, 

et al. Validated risk score for predicting 6-month mortality in 

infective endocarditis. J Am Heart Assoc. 2016; 5: e003016. 

6. Werdan K, Dietz S, Löffler B, Niemann S, Bushnaq H, Silber R-E, et 

al. Mechanisms of infective endocarditis: Pathogen-host interaction 

and risk states. Nat Rev Cardiol. 2014; 11: 35-50. 



77 

 

7. Duval X, Delahaye F, Alla F, Tattevin P, Obadia J-F, Le Moing V, et 

al. Temporal trends in infective endocarditis in the context of 

prophylaxis guideline modifications: Three successive population-

based surveys. J Am Coll Cardiol. 2012; 59: 1968-1976. 

8. Dyson C, Barnes RA, Harrison GA. Infective endocarditis: An 

epidemiological review of 128 episodes. J Infect. 1999; 38: 87-93. 

9. Song JK. Infective endocarditis involving an apparently structurally 

normal valve: New epidemiological trend? Korean J Intern Med. 2015; 

30: 434-442. 

10. Foster TJ, Geoghegan JA, Ganesh VK, Hook M. Adhesion, invasion 

and evasion: The many functions of the surface proteins of 

staphylococcus aureus. Nat Rev Microbiol. 2014; 12: 49-62. 

11. Thammavongsa V, Kim HK, Missiakas D, Schneewind O. 

Staphylococcal manipulation of host immune responses. Nat Rev 

Microbiol. 2015; 13: 529-543. 

12. Rivera J, Vannakambadi G, Hook M, Speziale P. Fibrinogen-binding 

proteins of gram-positive bacteria. Thromb Haemost. 2007; 98: 

503-511. 

13. Siboo IR, Cheung AL, Bayer AS, Sullam PM. Clumping factor a 

mediates binding of staphylococcus aureus to human platelets. Infect 

Immun. 2001; 69: 3120-3127. 

14. Askarian F, Ajayi C, Hanssen AM, van Sorge NM, Pettersen I, Diep 

DB, et al. The interaction between staphylococcus aureus sdrd and 



78 

 

desmoglein 1 is important for adhesion to host cells. Sci Rep. 2016; 

6: 22134. 

15. Hamzeh-Cognasse H, Damien P, Chabert A, Pozzetto B, Cognasse F, 

Garraud O. Platelets and infections - complex interactions with 

bacteria. Front Immunol. 2015; 6: 82. 

16. Cheng J, Xue H, Zhao X. Variation of serine-aspartate repeats in 

membrane proteins possibly contributes to staphylococcal 

microevolution. PLoS One. 2012; 7: e34756. 

17. Piroth L, Que YA, Widmer E, Panchaud A, Piu S, Entenza JM, et al. 

The fibrinogen- and fibronectin-binding domains of staphylococcus 

aureus fibronectin-binding protein a synergistically promote 

endothelial invasion and experimental endocarditis. Infect Immun. 

2008; 76: 3824-3831. 

18. Vercellotti GM, Lussenhop D, Peterson PK, Furcht LT, McCarthy JB, 

Jacob HS, et al. Bacterial adherence to fibronectin and endothelial 

cells: A possible mechanism for bacterial tissue tropism. J Lab Clin 

Med. 1984; 103: 34-43. 

19. Massey RC, Kantzanou MN, Fowler T, Day NP, Schofield K, Wann 

ER, et al. Fibronectin-binding protein a of staphylococcus aureus 

has multiple, substituting, binding regions that mediate adherence to 

fibronectin and invasion of endothelial cells. Cell Microbiol. 2001; 3: 

839-851. 

20. Sinha B, Francois PP, Nusse O, Foti M, Hartford OM, Vaudaux P, et 



79 

 

al. Fibronectin-binding protein acts as staphylococcus aureus 

invasin via fibronectin bridging to integrin alpha5beta1. Cell 

Microbiol. 1999; 1: 101-117. 

21. Greene C, McDevitt D, Francois P, Vaudaux PE, Lew DP, Foster TJ. 

Adhesion properties of mutants of staphylococcus aureus defective 

in fibronectin-binding proteins and studies on the expression of fnb 

genes. Mol Microbiol. 1995; 17: 1143-1152. 

22. Pinchuk IV, Beswick EJ, Reyes VE. Staphylococcal enterotoxins. 

Toxins (Basel). 2010; 2: 2177-2197. 

23. Salgado-Pabon W, Breshears L, Spaulding AR, Merriman JA, Stach 

CS, Horswill AR, et al. Superantigens are critical for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ve endocarditis, sepsis, and acute kidney injury. MBio. 

2013; 4. 

24. Ferry T, Thomas D, Genestier AL, Bes M, Lina G, Vandenesch F, et 

al. Comparative prevalence of superantigen genes in staphylococcus 

aureus isolates causing sepsis with and without septic shock. Clin 

Infect Dis. 2005; 41: 771-777. 

25. Jenkins A, Diep BA, Mai TT, Vo NH, Warrener P, Suzich J, et al. 

Differential expression and roles of staphylococcus aureus virulence 

determinants during colonization and disease. MBio. 2015; 6: 

e02272-02214. 

26. Li T, Yu X, Xie J, Xu Y, Shang Y, Liu Y, et al. Carriage of virulence 

factors and molecular characteristics of staphylococcus aureus 



80 

 

isolates associated with bloodstream, and skin and soft tissue 

infections in children. Epidemiol Infect. 2013; 141: 2158-2162. 

27. Hogevik H, Soderquist B, Tung HS, Olaison L, Westberg A, Ryden C, 

et al. Virulence factors of staphylococcus aureus strains causing 

infective endocarditis--a comparison with strains from skin 

infections. APMIS. 1998; 106: 901-908. 

28. Chi CY, Wang SM, Lin CC, Liu CC.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mmunity-associated staphylococcus aureus causing 

uncomplicated bacteremia and infective endocarditis. J Clin Microbiol. 

2010; 48: 292-294. 

29. Gallardo-Garcia MM, Sanchez-Espin G, Ivanova-Georgieva R, 

Ruiz-Morales J, Rodriguez-Bailon I, Vinuela Gonzalez V, et al. 

Relationship between pathogenic, clinical, and virulence factors of 

staphylococcus aureus in infective endocarditis versus 

uncomplicated bacteremia: A case-control study. Eur J Clin 

Microbiol Infect Dis. 2016; 35: 821-828. 

30. Bouchiat C, Moreau K, Devillard S, Rasigade JP, Mosnier A, 

Geissmann T, et al.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ve endocarditis 

versus bacteremia strains: Subtle genetic differences at stake. Infect 

Genet Evol. 2015; 36: 524-530. 

31. Nienaber JJ, Sharma Kuinkel BK, Clarke-Pearson M, Lamlertthon S, 

Park L, Rude TH, et al. Methicillin-susceptible staphylococcus 

aureus endocarditis isolates are associated with clonal complex 30 



81 

 

genotype and a distinct repertoire of enterotoxins and adhesins. J 

Infect Dis. 2011; 204: 704-713. 

32. Peacock SJ, Moore CE, Justice A, Kantzanou M, Story L, Mackie K, 

et al. Virulent combinations of adhesin and toxin genes in natural 

populations of staphylococcus aureus. Infect Immun. 2002; 70: 

4987-4996. 

33. Lower SK, Lamlertthon S, Casillas-Ituarte NN, Lins RD, 

Yongsunthon R, Taylor ES, et al. Polymorphisms in fibronectin 

binding protein a of staphylococcus aureus are associated with 

infection of cardiovascular devices. Proc Natl Acad Sci U S A. 2011; 

108: 18372-18377. 

34. Hamill RJ. Role of fibronectin in infective endocarditis. Rev Infect Dis. 

1987; 9 Suppl 4: S360-371. 

35. Sinha B, Herrmann M. Mechanism and consequences of invasion of 

endothelial cells by staphylococcus aureus. Thromb Haemost. 2005; 

94: 266-277. 

36. Kerdudou S, Laschke MW, Sinha B, Preissner KT, Menger MD, 

Herrmann M. Fibronectin binding proteins contribute to the 

adherence of staphylococcus aureus to intact endothelium in vivo. 

Thromb Haemost. 2006; 96: 183-189. 

37. Fowler T, Wann ER, Joh D, Johansson S, Foster TJ, Hook M. Cellular 

invasion by staphylococcus aureus involves a fibronectin bridge 

between the bacterial fibronectin-binding mscramms and host cell 



82 

 

beta1 integrins. Eur J Cell Biol. 2000; 79: 672-679. 

38. Peacock SJ, Foster TJ, Cameron BJ, Berendt AR. Bacterial 

fibronectin-binding proteins and endothelial cell surface fibronectin 

mediate adherence of staphylococcus aureus to resting human 

endothelial cells. Microbiology. 1999; 145 ( Pt 12): 3477-3486. 

39. Xu CP, Boks NP, de Vries J, Kaper HJ, Norde W, Busscher HJ, et al. 

Staphylococcus aureus-fibronectin interactions with and without 

fibronectin-binding proteins and their role in adhesion and 

desorption. Appl Environ Microbiol. 2008; 74: 7522-7528. 

40. Shinji H, Yosizawa Y, Tajima A, Iwase T, Sugimoto S, Seki K, et al. 

Role of fibronectin-binding proteins a and b in in vitro cellular 

infections and in vivo septic infections by staphylococcus aureus. 

Infect Immun. 2011; 79: 2215-2223. 

41. Karlsson A, Saravia-Otten P, Tegmark K, Morfeldt E, Arvidson S. 

Decreased amounts of cell wall-associated protein a and 

fibronectin-binding proteins in staphylococcus aureus sara mutants 

due to up-regulation of extracellular proteases. Infect Immun. 2001; 

69: 4742-4748. 

42. Cheung AL, Eberhardt KJ, Chung E, Yeaman MR, Sullam PM, Ramos 

M, et al. Diminished virulence of a sar-/agr- mutant of 

staphylococcus aureus in the rabbit model of endocarditis. J Clin 

Invest. 1994; 94: 1815-1822. 

43. Hos NJ, Rieg S, Kern WV, Jonas D, Fowler VG, Higgins PG, et al. 



83 

 

Amino acid alterations in fibronectin binding protein a (fnbpa) and 

bacterial genotype are associated with cardiac device related 

infection in staphylococcus aureus bacteraemia. J Infect. 2015; 70: 

153-159. 

44. Eichenberger EM, Thaden JT, Sharma-Kuinkel B, Park LP, Rude TH, 

Ruffin F, et al. Polymorphisms in fibronectin binding proteins a and b 

among staphylococcus aureus bloodstream isolates are not 

associated with arthroplasty infection. PLoS One. 2015; 10: 

e0141436. 

45. Ythier M, Entenza JM, Bille J, Vandenesch F, Bes M, Moreillon P, et 

al. Natural variability of in vitro adherence to fibrinogen and 

fibronectin does not correlate with in vivo infectivity of 

staphylococcus aureus. Infect Immun. 2010; 78: 1711-1716. 

46. Josefsson E, McCrea KW, Ni Eidhin D, O'Connell D, Cox J, Hook M, 

et al. Three new members of the serine-aspartate repeat protein 

multigene family of staphylococcus aureus. Microbiology. 1998; 144 

( Pt 12): 3387-3395. 

47. O'Brien L, Kerrigan SW, Kaw G, Hogan M, Penades J, Litt D, et al. 

Multiple mechanisms for the activation of human platelet aggregation 

by staphylococcus aureus: Roles for the clumping factors clfa and 

clfb, the serine-aspartate repeat protein sdre and protein a. Mol 

Microbiol. 2002; 44: 1033-1044. 

48. Sharp JA, Echague CG, Hair PS, Ward MD, Nyalwidhe JO, Geoghegan 



84 

 

JA, et al. Staphylococcus aureus surface protein sdre binds 

complement regulator factor h as an immune evasion tactic. PLoS 

One. 2012; 7: e38407. 

  



85 

 

부 록 

부록 1. 연구에 사용한 전자 증례기록지 

 



86 

 

 



87 

 

 

 



88 

 

 



89 

 

부록 2. 연구에 포함된 분리주의 계통수 (phylogenetic tree) 

 

(a) M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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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figure 1. Phylogenetic tree of enrolled isolates by spa type and MLST (Note. Dot in the circle represented infective 

endocarditis isolates) 

Abbreviation. u.k; unknown sp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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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virulence factor associated 

with Staphylococcus aureus native 

valve infective endocarditis 

 

Chung-Jong Kim 

College of Medicine, Internal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Infective endocarditis (IE) is the most serious 

complica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SAU) bacteremia. Known 

risk factors for SAU IE are mainly host factors, such as the presence 

of an intra-cardiac device or prosthetic valv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clinical manifestations, such as bone and joint infection or 

prolonged bacteremia. There are no known microbiologic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AU I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microbi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native valve SAU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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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Clinical data and microorganisms from patients with SAU 

bacteremia that occurred between 2009 and 2015 in nine hospitals 

were collected. A matched case-control study was performed with 

confirmed IE cases and non-IE controls. Genes coding virulence 

factors were searched using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s. 

Fibrinogen and fibronectin binding properties were assessed with in 

vitro binding assays; an internalization assay was performed using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s). The fnbpA gene 

was sequenced to search for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The presence of virulence factors was analyz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Using the component scores and other 

factors,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SAU IE. 

 

Results: Ninety-two cases of confirmed SAU IE were found among 

2,384 cases of SAU bacteremia. From each group, 37 cases were 

enrolled. The proportions of isolates with fibronectin binding proteins 

A and B were similar for the two groups (91.9% vs. 100%, p=0.240 

and 10.8% vs. 13.5%, p=1.000,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 of 

other virulence factor genes did not differ between groups. The 

fibrinogen binding ratio was similar in both groups (2.39 vs.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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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33), whereas the fibronectin binding ratio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AU IE group (2.88 vs. 2.34, p=0.014), especially in 

non-catheter-associated bacteremia cases. HUVEC internalization 

did not differ between groups (7.0 vs. 6.8, p=0.665), but HUVEC 

internalization and fibronectin binding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 the SAU IE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ibronectin binding ratio and components related to fnbpA and sdrC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E. The presence of SNPs 

potentially associated with infective endocarditis was compared, but 

the proportions of major SNPs were similar in both groups, including 

E652D (2.9% vs. 2.7%, p=1.000), H782Q (65.6% vs. 60.6%, 

p=0.675), K786N (65.6% vs. 72.7%, p=0.535), H818Q (46.9% vs. 

42.4%, p=0.718), and T826N (50.0% vs. 42.4%, p=0.540). 

 

Conclusion: Fibronectin binding plays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native valve SAU IE. The functional property, not just the presence 

of fnbpA, is important in th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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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ve endocarditis, fibronectin, 

virulenc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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