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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LABSI)은

중요한 의료관련감염 중 하나로 중증 감염일 경우 사망률이 25%에 이른다. 따라서, 

CLABSI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중재활동이 추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심정맥

관 삽입부 소독에 povidone iodine(베타딘)보다는 2% chlorhexidine gluconate in 70% 

isopropyl alcohol(2% chlorhexidine tincture)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전후 소독제로 2% chlorhexidine tincture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소독제 도입 전후 CLABSI 원인균으로 확인된 포도알균에서

chlorhexidine 내성을 매개하는 유전자나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와 최소살균농도(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의 분포가 변화하였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CLABSI 중재연구에 참여하였던 연구기관 중 2% chlorhexidine 

tincture 도입 전후 CLABSI 원인균을 보관하였던 의료기관에서 균주를 수집하였다. 

CLABSI 원인균으로 포도알균이 확인된 증례가 대상이었으며, 보관된 포도알균의

chlorhexidine MIC와 MBC는 broth microdilution method로 측정하였고 qacA/B와 smr 유

전자, spa type을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확인하였다. 2% chlorhexidine tincture 도입 전

후 chlorhexidine MIC와 MBC의 변화는 student’s t test로, qacA/B와 smr 유전자의 변화

는 카이제곱법으로, qacA/B와 smr 유전자 유무에 따른 chlorhexidine MIC와 MBC의

차이는 이분형 로지스틱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2% chlorhexidine tincture 도입 전후 4년간(2008년부터 2016년 사이) 5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에서 확인된 CLABSI 사례는 총 890례였고, 그 중 포

도알균에 의한 증례는 339례(38%)였으며, 이중 균주가 보관되어 있는 264주가 연구

에 포함되었다. 황색포도알균은 185주(70.1%), 나머지가 coagulase 음성 포도알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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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2% chlorhexidine tincture 도입 후 수개월 내에 순응

도가 모두 95%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이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새로운 소독

제 도입 전후 전체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균주의 chlorhexidine MIC와 MBC 분포는

차이가 없었으며(평균 MIC 3.14mg/L versus 3.18mg/L, 평균 MBC 8.09mg/L versus

8.06mg/L), 이는 5개 의료기관 내에서도 동일하였다. qacA/B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는

155주(58.2%)였고, smr 유전자를 가진 경우는 227주(86.0%)였다. qacA/B 유전자가 있

는 균주의 chlorhexidine MIC와 MBC가 그렇지 않은 균주의 MIC와 MBC(평균 MIC 

3.60mg/L versus 2.52mg/L, 평균 MBC 9.17mg/L versus 6.51mg/L)보다 유의하게 높았지

만, smr 유전자의 유무는 관련이 없었다. 2% chlorhexidine tincture 도입 전후 각각의

유전자 양성률(qacA/B 59.7% versus 56.8%, smr 88.1% versus 81.8%)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황색포도알균의 spa type은 t2460이 74주(28.0%)로 가장 흔했으며 상위 5가지

spa type이 전체 황색포도알균 중 72.4%를 차지하였다.

결론: 2% chlorhexidine tincture가 최근 수년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는 내성을 유도하는 유전자를 가진 균주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chlorhexidine MIC나

MBC가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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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포도알균, 클로르헥시딘, qacA/B, smr, MIC, MBC, 중심정맥관, 혈류감염

학번: 2012-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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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의료관련감염관리의 중요성

의료관련감염이란 입원 당시에 없었던 혹은 잠복하고 있지 않았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1) 입원 환자의 약 5-10%에서 발생하며,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감염에 취약한 노령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

가, 항암제나 면역억제제의 사용 때문에 면역저하환자의 증가, 항생제 사용량의 증가

가 의료관련감염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각종 침습적 의료처치 이용

확대 또한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2). 의료관련감염의 주

요 요인들로는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 접촉, 의료장치, 주변환경(공기, 옷, 침구, 기구

등), 환자 자신의 내인성 감염 등이 알려져 있다. 의료관련감염의 증가는 입원기간을

늘리고 사망률을 증가시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다제내성균 등 항생제 내

성균의 확산을 야기하여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

한 전략이 필요하다(3). 1980년대 실시한 미국 SENIC(Study on Efficac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의료관련감염 발생감시와 통제 프로그램 등의

의료관련감염관리 활동으로 의료관련감염률을 32%까지 잠재적으로 예방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나타나 의료관련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4).

2. 포도알균에 의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CLABSI, Central Line Associated-Bloodstream Infection)는 대표

적인 의료관련감염증으로 미국에서는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2-5%에서 발

생하고, 1000 카테터-일당 5건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국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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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서 2006년부터 2013

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CLABSI는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1.1-2.5%

에서 발생하고, 1000 카테터-일당 2.3-3.4건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CLABSI의 사망률은 약 3%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중증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25%

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7).

CLABSI는 의료비용 상승과 재원기간 연장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미국의 단일 의

료기관의 연구결과에서는 CLABSI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은 $11,971이었으며 추가 중

환자실 체류기간은 2.41일, 추가 재원기간은 7.54일로 확인되었다(8). 프랑스에서 시행

한 다기관 연구에서는 CLABSI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은 €12,391이었으며 추가 중환

자실 체류기간은 9.33일로 확인되었다(9). 중국에서 시행한 다기관 연구에서는

CLABSI로 인한 추가 재원기간이 15일로 보고되었다(10).

포도알균은 CLABSI의 주된 원인균으로 미국에서 시행한 대규모 사례 조사에서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원인으로 동정된 균주 중 51%를 차지하였으며, 황색포도알균

은 20%로 확인되었다(11,12). KONIS에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

면 국내 중환자실에서도 CLABSI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황색포도알균이었다(6).

3. 감염 예방을 위한 클로르헥시딘의 사용 증가

CLABSI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 실제 의료현장에서 CLABSI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

켜야 하는 것을 선별하여 포괄적 묶음을 만들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평가 및 피

드백을 시행하는 다방면적 포괄적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13). 중심정맥관 감염관리를 위한 중재연구의 예와 같이 모든 환자에게 같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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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수행하여 의료관련감염을 줄이려는 노력이 수평적 접근법이다. 특정 균주나

환자군, 감염증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수직적 접근법에 비하여 자

원 효율은 떨어지지만, 예측을 벗어난 집단 발병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클로르헥시딘은 병원 내에서 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양이온계

살균 소독제이다(14). 클로르헥시딘 tincture로 중심정맥관 삽입부 소독을 할 경우 베

타딘으로 소독을 하는 것과 비교하여 CLABSI 발생이 적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15) 이후 클로르헥시딘은 중심정맥관 삽입과 관리를 위해 주된 소독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환자실 환자의 클로르헥시딘 수용액 목욕과 같은 수평적 접근법에 의

한 의료관련감염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클로르헥시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

다. 국내에서도 클로르헥시딘 tincture가 중심정맥관 관리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 보

고 이후 중심정맥관 관리에 활발하게 클로르헥시딘 tincture를 사용하게 되었다.

4. 포도알균의 클로르헥시딘 내성 관련 기존 연구

Klebsiella pneumoniae, Pseudomonas spp., Acinetobacter spp.와 같이 항생제 다제내성이 흔

하게 보고되는 그람음성균에서 클로르헥시딘 내성이 보고되었다(16). 그러나 그람양

성균, 특히 포도알균의 클로르헥시딘 내성에 대해서는 실험실 연구 결과도 보고가

많지 않으며, 현재까지 통일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17).

황색포도알균의 양이온계 소독제 내성은 qacA/qacB군과 qacC(smr)/D군의 플라스미드

유전자에 의해 주로 발현되며, 그 중 qacA 유전자가 클로르헥시딘 내성에 관여한다

고 알려져 있다(18). 일반적으로 qacC(smr) 유전자는 클로르헥시딘 내성과 연관이 없

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 qacA/B 음성, qacC(smr) 양성인 균주에서 클로르헥시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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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가 4mg/L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므로, qacC(smr) 유전자의 부분돌연변이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전 때문일 가능성

이 있으리라 생각한다(19).

포도알균의 qacA/B 양성 비율이나 클로르헥시딘 MIC는 조사 기간, 나라, 병원, 환자

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단일 병원에서 원내감염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환자에서 얻은 247개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22.7%에서 qacA/B 유전자 양성이 확인되

었으며. qacA/B 양성인 균주는 qacA/B 음성인 균주와 비교하였을 때 검체 채취 당시

환자가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반코마이신 MIC>2ug/ml일 가능

성 또한 높았다(20). 캐나다에서 수행된 다기관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얻은 MRSA 

검체 중 2%에서 qacA/B 유전자 양성이 확인되었으며(21), 영국 단일 의료기관에서 수

행된 연구에서는 MRSA 임상 검체 중 8.3%에서 qacA/B 유전자 양성이 확인되었다

(22).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문헌에 보고된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아래 Table 1에 간

단히 정리하였다.

5.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황색포도알균이 지속적으로 클로르헥시딘 수용액에 노출된 경우의 MIC의 변화에 대

해 여러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매일 클로르헥시딘 목욕을 시행하는 중환자실

환자에서 채취한 임상 미생물 검체에서 전반적으로 클로르헥시딘 MIC의 상승이 보

고되었다. 그러나, 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건수가 적어서 MIC의 상승 여부가 통계적

으로 증명되지 않았다(23). 그러나 아직 클로르헥시딘 내성에 대한 CLSI 기준이 명확

하지 않으며, 다양한 유전자형의 황색포도알균 균주에서 MIC는 일괄적으로 1-4ug/ml 

범위에서 측정되었고, qacA/B 유전자 양성 여부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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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19,24). 또한 군 훈련소에서 피부 연조직 감염을 줄이기 위해 클로르헥시

딘 세정제를 보급한 군과 보급하지 않은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클로르헥시딘 내

성균주는 1.6%로 매우 비율이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클로르헥시딘 보급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25). 포도알균의 클로르헥시딘 내성은 qacA/B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알

려져 있으며 병원에서 분리된 MRSA 검체의 qacA/B 양성 비율은 2-65% 사이로 지역

적 차이가 매우 크게 보고되었다. 클로르헥시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상자들에서

확보된 검체의 qacA/B 유전자 양성률이나 클로르헥시딘 MIC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

고된 연구도 있으며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연구들도 있다. 

‘감염관리를 위한 중재연구 및 효과분석’ 수행을 위해 전국의 15개 의료기관으로 구

성한 다기관 연구에서 2012년 5월부터 중심정맥관 삽입시 소독액으로 클로르헥시딘

tincture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중재안에 포함시켰는데, 중재 시작 시점에서는 클로르

헥시딘 tincture 사용 비율이 29%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4월에는 86%까지 상승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 병원들에서 중심정맥관 관리에 클로르헥시딘을 본격

적으로 사용한 다음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의 원인균으로 확인된 포도알균에서

클로르헥시딘 내성유전자로 알려진 qacA/B나 qacC(smr) 유전자의 양성률과 클로르헥

시딘 MIC와 최소살균농도(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가 실제로 증가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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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teratures review on qacA/B gene prevalence and chlorhexidin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distribution among Staphylococcus species

Year Author Number of 

strains

qacA/B PCR positivity smr PCR positivity Chlorhexidine MIC (mg/L) Remarks

2001 Mayer S et al(26) MRSA 297, 

MSSA 200

MRSA 186/297 (63%) MSSA 

24/200 (12%)

MRSA 19/297 (6.4%) MSSA 10/200 (5%) Not assessed 24 European university hospitals

2005 Noguchi N et al(27) MRSA 894 MRSA 344/894 (38.5%) MRSA 28/894 (3.1%) All 0.5~16 60 Hospitals in 11 Asian countries

2008 Vali L et al (22) MRSA 120 MRSA 10/120 (8.3%) MRSA 53/120 (44.2%) Not assessed 9 local hospitals in UK

2008 Wang JT et al (28) MSSA 208, 

MRSA 388

MRSA 54/388 (13.9%) Not assessed All qacA positive >2 (80% >4) Single hospital in Taiwan

2011 Longtin J et al (21) MRSA 334 MRSA 7/334 (2%) MRSA 23/324 (7%) Not assessed 2 intensive care units in Canada

2011 McGann P et al (29) MRSA 493 MRSA 4/493 (0.8%) Not assessed qacA positive, 16 2 tertiary care centers and 5 local 

hospitals in US

2011 Zhang M et al(30) MSSA 225, 

MRSA 12, 

MSCoNS 463, 

MRCoNS 139

MSSA 36/225 (16%), MRSA 6/12

(50%), MSCoNS 163/463 (35.1%), 

MRCoNS 93/139 (66.9%)

MSSA 14/225 (6.2%), MRSA 2/12 (16.7%)

MSCoNS 57/463 (12.3%), MRCoNS 33/139 (23.7%)

qacA positive, S aureus 1~8 CoNS 0.5~8; 

qacA negative, S aureus 0.5~2 CoNS 0.5~4

Samples from nurses working at 15 

hospitals in Hong Kong

2012 Ho C. M et al(31) MSSA 60,

MRSA 96

MSSA 3.3%, MRSA 42/96 (43.8%), 

MRSA from Chlorhexidine-

impregnated CLABSI 76.5%

MRSA 24/96 (25%) MRSA MIC50 2, MSSA MIC50 1 Single hospital in Taiwan

2013 Fritz SA et al(32) MSSA 620,

MRSA 1805

10/1089 (0.9%) Not assessed Not assessed 9 local hospitals in eastern US

2013 Furi L et al (24) S. aureus 1602 97/1602 (6%) 54/1602 (3.4%) qacA positive, 2~8; qacA negative, 1~4 Multiple centers in UK

2013 Lee H et al (33) MRSA 456 40/62 (64.5%)(mupirocin resistant) 44/62 (70.9%)(mupirocin resistant) Not assessed 2 hospit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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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McDanel JS et 

al(34)

MRSA 829 5/829 (0.6%) Not assessed qacA positive, 2~4; qacA negative, 0.5~4 72 nursing homes in US

2014 Prag G et al(35) S. epidermidis

143

62/143 (43%) 8/143 (6%) All MIC50 0.0025 Swedish patients with artificial joints

2014 Schlett CD et al (25) MRSA 341 5/341 (1.5%) Not assessed qacA positive, 2~4 Soldiers in US Army boot camp

2014 Suwantarat N et 

al(23)

S.aureus 16,

CoNS 24

Not assessed Not assessed CHG bathing : S.aureus 4, CoNS 4, no CHG 

bathing : S.aureus 2~4, CoNS 2~8

Single tertiary care center in US

2015 Liu Q et al(36) MRSA MuH 53 44/53 (83.0%) 41/53 (77.4%) All MIC50 8 6 University hospitals in China

2015 Lu Z et al(37) MRSA 321 25/321 (7.8%) 0/321 (0%) Not assessed 7 hospitals in China

2016 Cho OH et al(38) MRSA 169 64/169 (37.8%) Not assessed qacA positive, >4 Single hospital in Korea

2016 Guang-sen S et 

al(39)

S. aureus 116, 

CoNS 67

S. aureus 9/116 (7.7%),

CoNS 12/67 (17.9%)

S. aureus 5/116 (4.3%)

CoNS 8/67 (11.9%)

qacA positive, S.aureus MIC50 1, CoNS

MIC50 1

Single hospital in Hong Kong

2016 Hayden MK et 

al(40)

MRSA 3173 4/814 (0.5%) Not assessed CHG MIC50 2. no difference before/after 

intervention

Multiple centers in US

2016 Kim JS et al(41) MRSA 174 81/174 (46.6%) Not assessed CHG MIC50 2. no difference before/after 

intervention

Single hospital in Korea

2016 McNeil JC et al(20) MRSA 247 56/247 (22.7%) 82/247 (33.1%) qacA positive, MIC50 1; qacA negative,

MIC50 0.5

Single tertiary care center in US

2016 Warren DK et al(42) MRSA 504 36/504 (7.1%) Not assessed Not assessed Single tertiary care center in US

Abbreviations. MRSA,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SSA, methicillin susceptible S. aureus; MRCoNS, methillin resistant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MSCoNS, methicillin susceptible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CoN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CHG, chlorhexidine gluconate; CLABSI, central line 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8

II.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을 줄이기 위한 중재연구’에 전국의 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다(43). 중재연구에 참여한 15개 의료기관 중 5개 병원에서만 중환자실

에서 CLABSI로 확인된 증례들의 혈액배양 분리주를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5

개 병원에서 CLABSI 원인균으로 포도알균이 동정되었던 만 18세 이상의 증례만

을 포함하였다.

2. 미생물학적 분석

a. 클로르헥시딘 MIC와 MBC 측정

클로르헥시딘 MIC는 broth microdilution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클로르헥시딘

1280mg/L stock solution을 만든 다음 CA-MHB (cation-adjusted Muller-Hinton broth) 로

2배씩 희석하여 96-well plate에 32mg/L, 16mg/L, 8mg/L, 4mg/L, 2mg/L, 1mg/L, 

0.5mg/L, 0.25mg/L 농도로 분주하였다. 이후 실험 대상 균주의 흡광도가 0.5~0.62 

McFarland unit 범위에 들어가도록 희석한 다음 균 현탁액 100ul를 취하여 CA-

MHB 배지 10mL에 희석하고 96-well plate에 분주하였다. 24시간 동안 37도에서 배

양한 후 결과를 판독하였다(17). 각각의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2회 반복하여 시

행하였으며, 두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1회 더 실험을 수행하여 3개의 결과값 중

일치하는 2개의 값을 MIC로 결정하였다. 3개의 값이 모두 다르게 측정된 경우에

는 다시 1회 더 실험을 수행하여 4개의 값 중 일치하는 2개의 값을 MIC로 결정

하였다(44).

클로르헥시딘 MBC는 클로르헥시딘 MIC를 측정한 실험 과정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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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arithmic growth phase의 균주를 접종하였다. 96-well plate에서 37도, 24시간 배양

후 균이 자라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독된 농도의 2배, 4배, 8배, 16배가 되는 well

에서 각각 상등액을 취하여 blood agar plate 2개에 각각 접종하였다. 24시간동안 37

도에서 배양한 다음 자란 colony의 수를 세어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MBC는 접종

균액의 흡광도로 예측되는 접종 균주의 수(5 × 10�CFU)의 99.9%가 사멸한 500개

이하의 colony가 확인된 농도로 판독하였다(17).

각각의 측정 과정에서 qacA/B 양성으로 알려진 TS77, smr 양성으로 알려진 L20A, 

두가지 모두 음성으로 알려진 ATCC 29213 균주들을 control으로 포함하였다.

b. 핵산 추출

모든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석에 사용한 핵산은 boiling method를 사용

하여 추출하였다. 요약하면 균을 원심분리 후 가라앉은 pellet을 37도에서 30분간

lysis buffer (tris(12.1g/100ml) 200ul, EGTA(38g/100ml) 200ul, Lysozyme(10mg/10ml) 9ul, 

Lysotrophin(1mg/100ul) 100ul, DW 19.5mL) 100ul로 녹인 다음 95도에서 10분간 가

열하였고 3차 증류수 700ul로 희석하여 냉동 보관하였다.

c. qacA/B PCR

Table 2에 제시한 primer를 사용하여, <96°C, 3분 à [94°C, 20초à, 53°C, 20초à

72°C 20초](25회 반복) à 72°C, 5분>의 조건으로 시행하였다.(32).

d. smr PCR

smr PCR은 아래 Table 2에 명시된 primer를 사용하였으며, <96°C 3분 à [94°C 20초

à53°C 20초à72°C 20초](25회 반복)à 72°C에서 5분>의 조건로 시행하였다(27).

e. spa ty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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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typing은 아래 Table 2에 명시된 primer를 사용하였고, [94°C 30초à58°C 60초

à72°C 60초](35회 반복)의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PCR 산물의 염기서열 분석 후

이를 http://spatyper.fortinbras.us/#here 에서 확인하여 type을 결정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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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CR primers, product sizes, and positive control strains for qacA/B, smr, and spa typing

primer name sequence Product 

size

Reference Positive 

control

qacA/B F 5-CTATGGCAATAGGAGATATGGTGT-3 417bp (32) TS77

qacA/B R 5-CCACTACAGATTCTTCAGCTACATG-

3

417bp (32) TS77

smr F 5-GCCATAAGTACTGAAGTTATTGGA-3 195bp (27) L20A

smr R 5-

GACTACGGTTGTTAAGACTAAACCT-3

195bp (27) L20A

spa F 5-TAAAGACGATCCTTCAGTGAGC-3 200bp~ (45) Mu50

spa R 5-CAGCAGTAGTGCCGTTTGCTT-3 800bp (45) Mu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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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각 병원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소독액을 사용한

시기를 확인하였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입 전후 포

도알균의 클로르헥시딘 MIC와 MBC, qacA/B 유전자 보유빈도, smr 유전자 보유빈

도, spa type의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qacA/B, smr 유전자 보유여부와 같은 이

분형 자료는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검정법으로, 클로르헥시딘 MIC나 MBC와

같은 연속형 자료는 student’s t test로 분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B-1612-376-303)을 받았다. 본 연

구에서는 개인 임상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인체유래물도 이용하지 않았고, 각

병원의 감염관리실에서 통상의 감염관리 활동으로 확인한 증례 중 보관된 미생물

균주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의서 면제 대상 연구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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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5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에서 확인된 CLABSI는 총 890례였고, 그

중 포도알균이 원인인 경우는 339례(38%)였으며, 원인균주가 보관되어 확보한 균주

의 수는 264개였다. 총 264주 중 황색포도알균이 185주(70.1%), 나머지가 coagulase 음

성 포도알균이었다. 각 병원에서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를 도입한 시기와 도입전후

균주의 숫자는 Table 3과 같았다. 각 병원의 시기별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사용 순

응도는 Figure 1과 같았다.

전체 균주의 클로르헥시딘 MIC 평균은 3.15mg/L, 표준편차 1.01, MIC50은 2, MIC90은

4였으며, 클로르헥시딘 도입 전 클로르헥시딘 MIC 평균은 3.14mg/L, 표준편차 1.03, 

MIC50은 2, MIC90은 4였다. 클로르헥시딘 도입 후 클로르헥시딘 MIC 평균은 3.18mg/L, 

표준편차 0.99, MIC50은 2, MIC90은 4로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입 전후 클로르헥

시딘 MIC는 차이가 없었다(P=0.765).

전체 균주의 클로르헥시딘 MBC 평균은 8.08mg/L, 표준편차 5.01, MBC50은 8, MBC90

은 16이었다.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입 전 클로르헥시딘 MBC 평균은 8.09mg/L, 

표준편차 4.96, MBC50은 8, MBC90은 16이었으며 도입 후 클로르헥시딘 MBC 평균은

8.06mg/L, 표준편차 5.15, MBC50은 8, MBC90은 16로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입 전후

클로르헥시딘 MBC 또한 차이가 없었다(P=0.945). 각 병원의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입 전후 MIC와 MBC의 분포와 변화는 Figure 2 와 같았다.

qacA/B 유전자가 확인된 균주는 155개(58.2%)였고, smr 유전자를 가진 균주는 227개

(86.0%)였다. 각 병원의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입 전후 qacA/B와 smr 유전자 양

성률은 Table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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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알균의 spa type은 t2460이 74주(28.0%)로 가장 흔했다, 이외에도 T9353(27주, 

10.2%), t002(13주, 4.9%), t037(10주, 3.8%), t324(10주, 3.8%)의 순으로 흔한 type이 확인

되었으며, 5가지 spa type이 황색포도알균 중 72.4%를 차지하였다. 각 spa type에 따른

클로르헥시딘 MIC, MBC와 qacA/B, smr 유전자의 분포는 아래 Table 5와 같다.

qacA/B 유전자를 가진 균주들의 클로르헥시딘 MIC의 평균값은 3.60mg/L이고, 갖지

않은 균주들의 평균값은 2.52mg/L였으며, 유전자를 가진 경우 MIC가 유의하게 높았

다(P<0.00). 하지만, smr 유전자를 가진 균주들의 클로르헥시딘 MIC의 평균값은

3.14mg/L이고, 갖지 않은 균주들의 평균값은 3.18mg/L로 차이가 없었다(P=0.827).

qacA/B 유전자를 가진 균주들의 클로르헥시딘 MBC의 평균값 역시 9.17mg/L로 갖지

않은 균주들(평균값 6.51mg/L)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 하지만, smr 유전

자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었다(7.96mg/L versus 8.75mg/L, P=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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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mber of strains included in this study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2% 

chlorhexidine tincture at each hospital

Hospital

2% chlorhexidine tincture Total

Time of introduction Pre Post S. aureus CoNS

A Jul 2012 62 22 84 0

B Jun 2012 51 9 39 21

C Jun 2011 39 19 25 33

D Jun 2011 13 27 19 21

E Jun 2012 11 11 18 4

Total 176 88 18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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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liance with 2% chlorhexidine tincture use for central venous catheter insertion 

at each hospital (2% chlorhexidine tincture was available in A hospital from Jul 2012, in B and

E from Jun 2012, and in C and D from Ju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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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lorhexidine MIC and MBC distribution at each hospital before/after chlorhexidine

tincture introduction(A), Annual changes in chlorhexidine MIC and MBC distribution based on 

the time of chlorhexidine introduction(B). The number in parentheses on the x-axis of (B) 

represents the number of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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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sitive rates of qacA/B and smr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2% chlorhexidine tincture

Before 2% Chlorhexidine tincture introduction After 2% Chlorhexidine tincture introduction P-value Total

qacA/B smr qacA/B smr qacA/B smr qacA/B smr

A 41/62

(66.1%)

53/62

(85.5%)

13/22

(59.1%)

21/22

(95.5%)

0.554 0.215 54/84

(64.3%)

74/84

(88.1%)

B 21/51

(41.2%)

43/51

(84.3%)

3/9

(33.3%)

4/9

(44.4%)

0.658 0.007 24/60

(39.7%)

47/60

(78.3%)

C 27/39

(69.2%)

36/39

(92.3%)

13/19

(68.4%)

15/19

(78.9%)

0.95 0.143 40/58

(68.9%)

51/58

(87.9%)

D 12/13

(92.3%)

12/13

(92.3%)

15/27

(55.6%)

21/27

(77.8%)

0.02 0.257 27/40

(67.5%)

33/40

(82.5%)

E 4/11

(36.4%)

11/11

(100%)

6/11

(54.6%)

11/11

(100%)

0.392 * Incalculable 10/22

(46.4%)

22/22

(100%)

Total 105/176

(59.7%)

155/176

(88.1%)

50/88

(56.8%)

72/88

(81.8%)

0.659 0.168 155/264

(58.2%)

227/264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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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chlorhexidine MIC/MBC and positive rates of qacA/B and smr genes in common spa types

spa types
Chlorhexidine MIC Chlorhexidine MBC qacA/B

positive rate

smr

positive rate1mg/L 2mg/L 4mg/L Mean 2mg/L 4mg/L 8mg/L 16mg/L Mean

t2460 0 11 63 3.70 0 10 45 18 9.73 59/74(79.7%) 65/74(87.8%)

t9353 0 3 24 3.77 0 3 16 8 9.93 19/27(70.4%) 23/27(85.2%)

t002 0 5 8 3.23 0 5 8 0 6.46 1/13(7.7%) 13/13(100%)

t037 0 1 9 3.80 0 2 7 1 8.00 9/10(90%) 7/10(70%)

t324 0 6 4 2.80 0 5 4 1 6.80 0/10(0%) 9/10(90%)

t601 0 1 7 3.75 0 3 4 1 7.50 6/8(75%) 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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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특정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병원 내에서 해당 항균제에 대한 내성 균주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나(46), 특정한 소독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병원 내에서 해당 소독제에 내성을 갖는 균주의 비율이 증가할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16). 특히, 포도알균은 CLABSI의 주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심정맥관 삽입 시 권장되는 클로르헥시딘 tincture가 널리 사용되면서 내성

률이 상승하는지 확인한 연구 자료는 부족하다(19). 따라서, 5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이 도입되기 전후 CLABSI의 원인균주로 확인된 포도알균들

에서 클로르헥시딘 MIC/MBC와 내성을 매개하는 유전자의 분포가 증가하는지 확인

하려고 하였다.

포도알균의 클로르헥시딘 MIC와 MBC는 검사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다른 연구

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MIC 0.5~8mg/L, MBC 

0.5~64mg/L로 보고되었다(27,47). 본 연구에서 확인된 포도알균의 클로르헥시딘 MIC

는 범위 1~4mg/L, 평균 3.15mg/L, 표준편차 1.01이었고 클로르헥시딘 MBC는 범위

2~32mg/L, 평균 8.08mg/L, 표준편차 5.01이었다. 표준화가 되지 않은 검사이지만 이전

연구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각각의 측정 과정에서

qacA/B 양성으로 알려진 TS77, smr 양성으로 알려진 L20A, 두가지 모두 음성으로 알

려진 ATCC 29213 균주들을 포함하였는데, 결과마다 twofold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

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특정 균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재현성이 우수하였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클로르헥시딘 MBC는 통상적으로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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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클로르헥시딘 농도에 해당하는 5000mg/L보다 수백 배 가량 낮은 농도이기 때문에

노출 후 분해/희석을 감안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내성 발생을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의 도입 전후로 나누어 클로르헥시딘 MIC와 MBC를

비교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

입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추이를 확인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시간 변화

에 따라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클로르헥시딘 MIC와

MBC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소독제 사용량 증가와 내성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장점은 중심정맥관 관리에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를 본격적으로 사용하

기 전과 후의 균주를 모두 사용하여 클로르헥시딘 MIC와 MBC, 내성유전자(qacA/B, 

smr) 유무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중환자실에서 확인된 CLABSI 사례만을 포함하였으

므로 비교적 균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독제 사용 후 내성이 문제가 될

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포도알균의 qacA/B 양성률에 대

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 병원에서 단편적인 시점에 조사한 내용들로 국가나 병원 혹

은 환자군에 따라 적게는 0.5%에서(40), 많게는 64.5%까지(33) 양성으로 보고되었다.

smr의 양성 비율 또한 0%에서(37) 70%까지(33)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여러 병원/국가

에서 확보된 균주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보고가 있으나 클로르헥시딘 사용량에

대한 조사는 없고, MIC에 대해서는 실험이 이루어졌으나 MBC에 대해서는 실험이 진

행되지 않았다(27). 또 다른 연구는 1990년도부터 5년 간격으로 2005년까지

longitudinal하게 확보된 균주를 이용하여 클로르헥시딘 MIC와 qacA/B 양성률을 보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얼마나 연도별로 클로르헥시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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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고, MBC 또한 측정되지 않았다(28). 본 연구와 유사하게 중환

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있는데 클로르헥시딘 bathing을 하는 군과 하지

않는 군에서 확보된 임상 검체에서 클로르헥시딘 MIC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으

나, 포도알균이 동정된 수가 워낙 적어 정말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

였다(23).

반면 본 연구의 한계점은 qacA/B나 smr 유전자의 유무만 확인하였을 뿐 활성도를 보

지 못하였고, 각각 유전자들의 기능이 다양하며 유일한 내성 유전자가 아니므로 이

와 같은 유전자의 존재가 곧 내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qacA/B 양성 비율은 58.2%, smr 양성 비율은 86%로 이전 보고된 연구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분리된 균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으리라 추정한다.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입 전후 qacA/B 양성률은 각각 59.7%, 56.8%였고, smr 양

성률은 각각 88.1%, 81.8%로 확인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qacA/B 유

전자가 클로르헥시딘 내성만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quarternary ammonium 

compounds, intercalating dyes, diaminidines를 포함한 여러 cationic small molecule들을 내

보내는 기능과도 관련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9). 따라서, 원내에서 이전부터 사용하던

다른 항생제나 소독제들, 특히 흔하게 환경 소독제로 사용되던 quarternary ammonium 

compounds나, 0.5% chlorhexidine aqueous solution 등에 노출된 것이 2%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입 전부터 qacA/B 양성률이 높은 것에 기여하였으리라 생각한다. smr 유전

자 역시 다양한 화학 물질을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19), qacA/B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리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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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분리된 균주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정 유전형의 황색포도알균이 토

착화되어 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spa type을 함께 확인하였다. 하지만, 

spa type은 각 병원/시기별로 비교적 고른 양상으로 분포하였기 때문에 동일 clone의

원내 유행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일한 spa

type이라 하더라도 qacA/B나 smr 내성 유전자의 일치도는 70~100%로 다양하게 보고

되었으므로 특정 spa type의 토착화가 결과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

다.

클로르헥시딘 tincture는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내성을 매개하는 유전자의 양성률이 높긴 했지만, 클로르헥시딘 tincture 도

입 전후 사용량 증가에 따른 MIC 혹은 MBC의 상승이 뚜렷하지는 않으므로, 클로르

헥시딘 tincture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장 내성을 유도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

으리라 예상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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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LABSI) is one of the maj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with a mortality rate of up to 25% in case of severe infection. 

Therefore, several interventions to reduce CLABSI have been recommended and recently, 2% 

chlorhexidine gluconate in 70% isopropyl alcohol (2% chlorhexidine tincture) rather than 

povidone iodine is recommended for skin disinfection of insertion site. In Korea, 2% 

chlorhexidine tincture has been widely used as a disinfectant since 2012.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distribution of chlorhexidine resistance gen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nd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in staphylococci

identified as causes of CLABSI had been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2% 

chlorhexidine tincture.

Methods: Staphylococcal isolates identified as causative organism of CLABSI were 

collected from intensive care units of 5 tertiary hospitals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2% 

chlorhexidine tincture. Chlorhexidine MIC and MBC were determined by the broth 

microdilution method. The presence of qacA/B and smr genes was identifi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he spa type was determined by sequencing the PCR product. The 

chlorhexidine MIC/MBC distribution as well as the positive rates of qacA/B and smr gene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2% chlorhexidine tincture were compared using students' 

t test and the Chi square method, respectively. The differences of chlorhexidine MIC and 

MBC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qacA/B and smr genes were analyzed using binomial 

logist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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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 total of 890 CLABSI cases were identified in adult patients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of 5 hospitals for 4 year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2% 

chlorhexidine tincture (from year 2008 to 2016). Among them, 339 cases (38%) of CLABSI 

were caused by staphylococci. Out of 264 isolates stored. 185 (70.1%) were Staphylococcus

aureus and the rest were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Although compliance with 2% 

chlorhexidine tincture use increased to over 95% within a few month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of chlorhexidine MIC and MBC (mean MIC 3.14 mg/L versus 3.18 mg/L, 

mean MBC 8.09 mg/L versus 8.06 mg/L)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2% chlorhexidine 

tincture. The same was true for each of the five hospitals. There were 155 (58.2%) isolates 

with qacA/B gene and 227 (86.0%) with smr gene. Chlorhexidine MIC and MBC of qacA/B-

positive strain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qacA/B-negative (mean MIC 3.60mg/L versus 

2.52mg/L, mean MBC 9.17mg/L versus 6.51mg/L). However, the presence of the smr gene 

was not associated with increased MIC or MBC.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both gene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2% chlorhexidine tincture

(qacA/B 59.7% versus 56.8%, smr 88.1% versus 81.8%). t2460 was the most common spa

type (74 isolates, 28.0%), and the 5 spa types accounted for 72.4% of S. aureus

Conclusions: Although 2% chlorhexidine tincture has been widely used in recent years, there 

has neither been increasing trend of chlorhexidine MIC and MBC nor increasing prevalence 

of the strains harboring qacA/B or sm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Staphylococci, Chlorhexidine, qacA/B, smr, MIC, MBC, central line, 

bloodstream infection

Student Number: 2012-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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