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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Piperacillin-tazobactam은 소아 그람음성균 감염증에 대한

초기 경험적 항생제로 많이 사용되며, extended-spectrum β-

lactamase를 생성하는 장내세균의 확산을 줄이고자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의 대체 약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piperacillin-tazobactam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내성 균주

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광범위 cephalosporin계에는 감수성을 보이나

piperacillin-tazobactam에는 내성인 Escherichia coli와 Klebsiella 

pneumoniae도 소아에서 분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

cephalosporin계 감수성인 E. coli와 K. pneumoniae의 piperacillin-

tazobactam에 대한 내성기전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방법: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소아의 혈액에서 분리된 E. coli와 K. pneumoniae의 항생제 감수성을

VITEK2-AST card를 통해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중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 감수성이나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인

균주는 piperacillin-tazobactam 디스크 확산법과 cefotaxime E-test

를 통하여 표현형을 재확인하였다. 디스크 확산법과 액체 미세 희석법, 

E-test를 통하여 총 14가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통해 TEM type과 SHV type, 

OXA-1 type β-lactamase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large-

scaleblaFinder를 이용한 multiplex PCR을 시행하여 β-lactamase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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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출하고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Simplex PCR을 통해 염기서열을

재확인한 β-lactamase를 pHSG398 벡터에 클로닝하여 E. coli 

TOP10에 형질전환시킨 후 형질전환 균주에서도 piperacillin-

tazobactam에 대한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가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균주가 piperacillin-tazobactam 감수

성으로 알려져 있는 β-lactamase만을 생성하는 경우 β-lactamase 

활성도를 측정하여 해당 β-lactamase의 과생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균

주들에 대해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을 시행하여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 소아 혈액에서 분리된 375개의 E. coli와 K. pneumoniae 중 14

개 균주가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이고 광범위 cephalosporin

계에 감수성을 보였다. Piperacillin-tazobactam MIC 범위는 64/4 -

>2048/4 μg/mL이었다. Non-β-lactam-β-lactamase-inhibitor인

avibactam을 tazobactam 대신으로 사용하였을 때 piperacillin이 모든

균주에 대해 감수성을 보이면서 piperacillin-avibactam의 MIC가 ≤1 

– 8 μg/mL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β-lactamase에 대한 PCR을 시

행한 결과 E. coli 균주 3주는 TEM-1과 함께 EC5와 EC5 이형을 생

성하였고 K. pneumoniae 균주 11개 중 4주는 SHV-1만을, 2주는

SHV-11만을 생성하였다. 나머지 3주는 TEM-1과 SHV-1, OXA-1

을 동시 생성하였고, 한 균주는 TEM-30과 OKP-A-12 이형을 생성

하였으며, 다른 한 균주는 TEM-30과 SHV-11을 동시 생성하였다. 

PCR을 통해 검출된 β-lactamase를 클로닝한 재조합 백터를 형질전환



iii

한 E. coli TOP10 균주 중에서 β-lactamase가 없는 E. coli TOP10 

표준 균주에 비해 piperacillin-tazobactam MIC가 증가한 균주는 EC-

5와 TEM-1, TEM-30, SHV-1, SHV-11, OXA-1을 포함한 균주였

다. TEM-1과 SHV-1, SHV-11 생성 균주들에서 해당 β-lactamase

의 과생성 여부를 보기 위해 β-lactamase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SHV-1과 SHV-11만을 생성하는 균주들의 β-lactamase 활성도는

표준 균주에 비해 약 75-500배 증가되어 있었다. TEM-1과 EC5 이형

을 동시 생성하는 균주들도 TEM-1을 생성하는 표준균주에 비해 β-

lactamase 활성도가 약 15배 증가되어 있었다. 균주들의 sequence 

type (ST)을 분석한 결과 E. coli 3주는 서로 다른 ST였고 K. 

pneumoniae 균주 중 2주는 같은 ST14, 3주는 같은 ST13였으나, 나머

지 균주들은 서로 다른 ST이었으며 모두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없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소아 혈액에서 분리된 광범위 cephalosporin계

감수성인 E. coli와 K. pneumoniae의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기

전은 다양한 β-lactamase의 생성에 의함을 알 수 있었다. 균주들은 서

로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이 표현형을 띄는 균들이 특정 클론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내 혹은 사회에서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piperacillin-tazobactam, 항생제 내성, 장내세균, 균혈증

학  번: 2017-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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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scherichia coli와 Klebsiella pneumoniae는 그람음성 장내세균

(Enterobacteriaceae)으로 본래 ampicillin과 amoxicillin과 같은

aminopenicillin계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E. 

coli에서 TEM-1 β-lactamase 생성으로 인한 aminopenicillin계 항생

제에 대한 내성이 처음 보고되었고, 이후로 항생제 사용의 증가로 β-

lactamase를 생성하는 장내세균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내성균에 의한 감

염증을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1). 이 효소를 부호

화하는 bla 유전자는 전이 인자에 의해 플라스미드로 운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EM-1을 생성하는 균주들이 빠르게 유행하게 되었다. 1970년

대와 1980년대에 이러한 β-lactamase를 생성하는 내성균을 저해하기

위해 β-lactamase inhibitor나 내성균의 가수분해에 저항력이 있는 β

-lactam계 항생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β-lactamase 

inhibitor로는 clavulanate와 sulbactam, tazobactam이 개발되어 현재까

지도 사용되고 있고 이들 모두 TEM-1이나 TEM-2, SHV-1과 같은

광범위 β-lactamase와 그로부터 유래된 extended-spectrum β-

lactamase (ESBL) 이형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적이다(2). 그러나 이후

장내세균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β-lactamase inhibitor

에 내성을 보이는 inhibitor-resistant TEM (IRT)을 포함한 새로운 β

-lactamase 이형을 생성하였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carbapenemase를

생성하는 전략으로 carbapenem계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이게 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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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다양한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장내세

균 중에서 ESBL을 생성한 균의 비율은 약 13.7%, carbapenemase를

생성하는 균의 비율은 약 2.1%로 추정된다(4).

그람음성 장내세균이 β-lactam에 β-lactamase inhibitor를 결합하

여 만든 복합제에 내성을 보이는 기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프랑스와 스

페인 등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일부 수행되었고, 대부분 amoxicillin-

clavulanate, 그리고 일부는 ampicillin-sulbactam에 저항성인 E. coli

에 대한 연구로 그 기전을 설명하였다. Enterobacter cloacae의 AmpC 

β-lactamase와 같이 세균의 염색체 β-lactamase가 자연 생성되는

경우 β-lactamase 자체의 특성으로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로 억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5). 또한 E. coli의 AmpC와 K. 

pneumoniae의 SHV-1과 같은 염색체 β-lactamase나 TEM-1과 같

은 플라스미드 β-lactamase가 과생성 될 때 β-lactam-β-

lactamase inhibitor의 활성이 감소될 수 있다(6, 7). β-lactamase는

bla 유전자의 promoter 부위에 변이가 있어 promoter가 강하게 작용하

게 되거나 유전자의 복사 수가 많을 때, 혹은 균이 여러 개의 플라스미

드를 갖고 있을 때 과생성 될 수가 있다(8). 이외 OXA β-lactamase

와 같이 서로 다른 β-lactamase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ESBL과 광범위

β-lactamase가 같이 생성될 때에도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의 활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9). 드물지만 세포막의 porin 

통로의 기능장애로 항생제의 막투과성이 저하될 때와 IRT 생성으로 균

이 β-lactamase inhibitor 복합제에 내성을 보일 수가 있다(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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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다수 보고된 IRT 효소는 기존 TEM β-lactamase에서 아

미노산이 교체된 것으로, 이 효소를 생성하는 균은 좁은 범위와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와 carbapenem계 항생제에 감수성이고 대부분

piperacillin-tazobactam에도 감수성을 띄지만 ampicillin-sulbactam과

amoxicillin-clavulanate에는 저항성을 보인다(12, 13).

한편, piperacillin-tazobactam은 장내세균 뿐만 아니라

Pseudomonas aeruginosa 감염에도 효과적이기에 그람음성균에 의한

감염에서 경험적 항생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ESBL을 생성하는 장내

세균에도 carbapenem계 항생제와 비교하여 비열등하여 중요한 약제로

고려되고 있다(14, 15). 최근 cephalosporin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carbapenemase를 생성하는 다제내성균의 증가로 항생제 사용량을 조

절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특히 ESBL과 AmpC를 생성하는 장내세균의

확산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cephalosporin계 항생제

투약을 piperacillin-tazobactam으로 대체하고 있다(16-18). 이러한

전략으로 ESBL 생성 장내세균으로 인한 감염률은 감소하였으나, 

piperacillin-tazobactam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외국에서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의 보고도 함께 증가하

기 시작하였고, 특히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인 P. aeruginosa와

Enterococcus faecium에 의한 감염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14, 18, 

19). 2013년도에 발표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piperacillin-tazobactam에 대한 E. coli와 K. pneumoniae 내성률은 각

각 7.6%와 20.9%로 보고되었는데, 당시에는 piperacillin-tazobac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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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내성률의 증가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16). 그러

나 가장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다양한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인 K. pneumoniae의 비율은 2012년에

34%에서 2016년에 46%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고 K. pneumoniae의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은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의

사용량과 연관성이 있었다(20). 이러한 결과는 piperacillin-

tazobactam을 경험적 항생제로 사용할 때 치료가 실패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인 그람음성균은 대개 AmpC β-

lactamase를 생성하거나 carbapenemase를 생성하는 다제내성균으로

거의 대부분의 β-lactam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

서 수행된 E. coli와 K. pneumoniae에 대한 다기관 연구에서 약 5%에

서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이나 다른 모든 β-lactam계에는

감수성을 보이는 새로운 표현형의 균주들이 보고되었다(21). 이러한 표

현형을 띄는 E. coli의 내성 기전으로 porin 통로의 새로운 돌연변이와

IRT 생성이 제시되었다(22). Piperacillin-tazobactam에는 내성을 보이

고 cephalosporin계에는 감수성을 보이는 E. coli와 K. pneumoniae는

이전에 유럽에서 극히 드물게 연구되었고 마찬가지로 IRT나 inhibitor 

resistant SHV (IRS)의 생성을 가능한 내성기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23, 24). 새로운 β-lactamase inhibitor인 avibactam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IRS 이형을 생성하는 균이 최근에 보고된 것처럼, piperacillin-

tazobactam에만 내성을 보이는 E. coli나 K. pneumoniae 균주에서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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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amase의 아미노산 서열이 변형되거나 다른 균주로부터 ESBL이나

carbapenemase을 지니는 플라스미드를 수평전파로 획득하게 되면 이

균들이 감염을 일으킬 때 치료가 더 어려워져 추후 사회에 심각한 문제

를 초래할 수가 있다(25). 국내에서 이러한 표현형의 균주는 보고된 적

이 없고 아직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표현

형이기 때문에 piperacillin-tazobactam에 대한 내성기전은 정확히 밝

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입

원한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된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 감수성

을 보이나 piperacillin-tazobactam에는 내성인 E. coli와 K. 

pneumoniae의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기전을 밝히고자 한다. 

균주들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IRT나 IRS를 생성하거나 새로운 β-

lactamase 이형을 생성하여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

면서 이렇게 발견된 내성 기전이 균주들의 표현형을 설명하는지를 규명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내성기전이 하나의 특정 기

전이나 특정 클론에 기인하여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 균들이 향후 의료기관 내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

이 있는지를 유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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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소아 환자

의 혈액에서 분리된 E. coli와 K. pneumoniae 중에서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이나 piperacillin-tazobactam에

는 내성인 균주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E. coli와 K. pneumoniae는

VITEK2 (bioMérieux, Hazelwood, USA)를 통해 동정되었고 보관용액

에 접종되어 –70℃ 초저온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

2. 연구 방법

1) 대상 균주 선별

연구에 사용되는 E. coli와 K. pneumoniae 균주의 항생제 감수성은

일차적으로 VITEK2-AST card(bioMérieux)로 확인되었다. 이중에서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이나 piperacillin-

tazobactam에는 감수성이 저하되어 있는 균주에 대해서 piperacillin-

tazobactam 디스크 확산법(Oxoid, Basingstoke, United Kingdom)과

cefotaxime E-test(bioMérieux, Marcy l’Etoile, France)로 표현형을

재확인하였다. Piperacillin-tazobactam 감수성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감수성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균주의 경우 piperacillin과 amoxicillin-

clavulanate에 감수성이 저하되어 있어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 7 -

이 의심되면 piperacillin-tazobactam 디스크 확산법을 시행하였다. 디

스크 확산법은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지

침에 따라 대상 균주를 Blood agar plate (Asan pharmaceutical, Seoul, 

Korea)에 18-24시간 배양하여 1개의 독립된 집락을 접종루프로 채취

한 후, Mueller-Hinton broth (Asan pharmaceutical)에 접종하여

McFarland 0.5로 탁도를 맞추었다(26). 면봉으로 세균 부유액을

Mueller-Hinton agar (Asan pharmaceutical)에 접종한 후 그 위에 항

생제 디스크를 놓았다. 세균이 접종되고 항생제 디스크가 놓인 배지는

35℃ 배양기에 16-18시간 배양한 후 각 항생제 디스크 주위에 생긴

억제대의 크기를 측정하여 감수성을 판정하였다. Piperacillin-

tazobactam 디스크 주위의 억제대 크기가 20 mm 이하인 경우 감수성

이 저하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E-test는 Blood agar plate에 18-24시

간 배양한 대상 균주의 1개의 독립된 집락을 접종루프로 채취한 후, 생

리식염수에 접종하여 McFarland 0.5로 탁도를 맞추었다. 면봉으로 세균

부유액을 Mueller-Hinton agar에 접종한 후 그 위에 E-test strip을

놓았다. 세균이 접종되고 E-test strip이 놓인 배지는 35℃ 배양기에

16-18시간 배양한 후 strip 주위에 억제대가 생긴 최소 농도로 최소억

제농도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결정하였다.

2) 표준 균주 선정

연구 대상 균주의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기전 연구에 사용되

는 표준 균주는 Table 1과 같다. 항생제 감수성 실험에는 CLSI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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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E. coli ATCC 25922와 E. coli ATCC 35218, K. pneumoniae 

ATCC 700603을 실험의 정도 관리를 위해 함께 사용하였다(27).

Piperacillin-avibactam 감수성 실험의 정도 관리를 위해서는

piperacillin-tazobactam에 감수성을 보이는 K. pneumoniae K18-042

와 E. coli E16-127, E. coli E18-041 균주를 실험에 함께 사용하여

이들의 piperacillin-avibactam MIC가 낮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균주들에서 TEM type β-lactamase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PCR에

는 positive control로 TEM-1을 생성하는 E. coli ATCC 35218과

TEM-1과 TEM-52를 생성하는 K. pneumoniae 05-093 균주를 사용

하였다. SHV type PCR의 positive control로는 SHV-2a를 생성하는 E. 

coli 05-172과 SHV-18을 생성하는 K. pneumoniae ATCC 700603를

사용하였고 OXA-1 type PCR에는 OXA-1을 생성하는 E. coli EC564

와 K. pneumoniae KP8-1355 균주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β-lactamase 활성도 측정은 piperacillin-tazobactam 감수성이면서

TEM-1, SHV-1, SHV-11을 각각 생성하는 표준 균주로 E. coli 

ATCC 35218 (TEM-1)과 K. pneumoniae K09-419 (SHV-1), 

K11-248 (SHV-11)을 사용하여 piperacillin-tazobactam 감수성 표

준 균주의 β-lactamase 활성도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 균주의 β-

lactamase 활성도를 평가하였다.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실험에는 E. coli ATCC 25922와 K. pneumoniae ATCC 700603을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클로닝 실험에는 chloramphenicol 내성

인 발현 벡터 pHSG398와 숙주 세포로는 E. coli TOP10을 이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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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lactamase 유전자가 없는 pHSG398만 형질전환된 E. coli TOP10 

균주의 항생제 MIC 값을 기준으로 항생제의 β-lactamase 유전자가

클로닝된 E. coli TOP10 균주에 대한 억제 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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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ference strains and plasmid used in this study

Strains and plasmid Phenotype and/or characteristics Source

E. coli ATCC 25922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quality control reference strain SNUH-LM

E. coli ATCC 35218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quality control reference strain 

(for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 combinations)
SNUH-LM

TEM type positive control (piperacillin-tazobactam susceptible 

strain with blaTEM-1)

K. pneumoniae ATCC 700603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quality control reference strain 

(for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 combinations) SNUH-LM

SHV type positive control (strain with blaSHV-18)

K. pneumoniae 05-093 TEM type positive control (strain with blaTEM-1 and blaTEM-52) HJL

E. coli 05-172 SHV type positive control (strain with blaSHV-2a) HJL

E. coli EC564, K. pneumoniae KP8-1355 OXA-1 type positive control (strains with blaOXA-1) HP

K. pneumoniae K18-042, E. coli E16-

127, E. coli E18-041

Strains susceptible to piperacillin-tazobactam
HJL

E. coli TOP10 F-mcrA ∆(mrr-hsdRMS-mcrBC) φ80lacZ∆M15 ∆lacX74 recA1
araD139 ∆(ara-leu)7697 galU galK rpsL(StrR) endA1 nupG

Invitrogen

pHSG398 Expression vector, chloramphenicol
r

TaKaRa

K. pneumoniae K09-419 Piperacillin-tazobactam susceptible strain with blaSHV-1 HJL

K. pneumoniae K11-248 Piperacillin-tazobactam susceptible strain with blaSHV-11 HJL
Strains were obtained from the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LM), a collection of clinical isolates in Dr. Hoan 

Jong Lee’s laboratory (HJL), Dr. Hyunjoo Pai (HP), and Inv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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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생제 감수성 검사

연구 대상 균주들의 14가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확인하였고 실

험에 사용한 14가지 항생제는 다음과 같다: ampicillin과 amoxicillin-

clavulanate, piperacillin, piperacillin-tazobactam, piperacillin-

avibactam, cefoxitin, cephalothin, cefotaxime, ceftazidime, cefepime, 

aztreonam, imipenem, meropenem, ertapenem. Ampicillin 과

piperacillin, cefoxitin, cephalothin, aztreonam, imipenem, 

meropenem (Oxoid), ertapenem (Becton Dickinson, Sparks, MD, 

USA) 디스크를 사용하여 디스크 확산법을 통해 이들 항생제 감수성 여

부를 확인하였다. Piperacillin-tazobactam과 piperacillin-avibactam의

MIC는 액체 배지 미세 희석법으로 결정하였다. 액체 배지 미세 희석법

은 CLSI 지침에 따라 대상 균주를 Blood agar plate에 18-24시간 배

양하여 1개의 독립된 집락을 접종루프로 채취한 후, Mueller-Hinton 

broth에 접종하여 McFarland 0.5로 탁도를 맞추었다(28). 96-well 

plate에 Mueller-Hinton broth를 넣은 후 항생제를 두배계단희석법으

로 혼합하였다 (Figure 1). 항생제가 들어간 96-well plate 배지에 대

상 균주를 접종하고 35℃ 배양기에 16-18시간 배양한 후 균주를 완전

히 억제하는 항생제의 최소 농도를 최소억제농도로 결정하였다.

Piperacillin-tazobactam는 CLSI 지침에 따라 최소억제농도가 32/4 μ

g/mL 이상인 경우 감수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Piperacillin-

tazobactam과 piperacillin-avibactam 액체 배지 미세 희석법에는 4 

μg/mL으로 동일한 농도의 tazobactam (Sigma-Aldrich, St.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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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USA)과 avibactam (MedChemExpress, Monmouth Junction, NJ, 

USA)에 1.0-2048 μg/mL 범위의 piperacillin (Sigma-Aldrich)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접종하는 균주의 농도가 5x105

CFU/mL에 근사하도록 4개의 균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

할 때마다 최소 한번은 세균 집락 수를 계산하여 약 50개의 집락이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 Diagram of the 96-well plate used for piperacillin-tazobactam 

and piperacillin-avibactam broth microdilution method. Two isolates are 

tested triplicate in one plate (B-D and E-G). A11 and H11 wells are 

growth-control well for each isolate without antibiotics. A12 and H12 

wells are sterility well uninoculated with isolates. The numbers described 

from well B1 through B12 indicate the concentration β-lactam-β-

lactamase inhibitor combination in each well.

Amoxicillin-clavulanate, cefotaxime, ceftazidime, cefepime의

MIC 값을 결정하는 데에는 E-test (BioMérieux) strip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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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감수성 결과는 CLSI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다(27, 29).

4) TEM type과 SHV type, OXA-1 type β-lactamase 검출

연구 대상 균주들이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을 보이는 기전

으로는 균주들이 IRT나 IRS를 생성하거나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

운 TEM이나 SHV β-lactamase 이형을 생성하는 것, 혹은 OXA-1을

동시에 생성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TEM type

과 SHV type, OXA-1 type β-lactamase를 검출하기 위해 Table 2에

기술한 primer를 이용하여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시행하

였다. 균주의 DNA를 얻기 위해 Blood agar plate 에서 18-24시간 배

양된 균주를 1 μL 접종루프로 채취하여 500 μL D.W.에 부유한 후 볼

텍싱하고 heat block (ALB64; SH Scientific, Sejong City, Korea)을

이용하여 100℃에서 10분간 가열하였다. 이후 13,000 rpm으로 5분 동

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DNA로 이용하였다. PCR 반응액은 2 μL 

10x buffer와 1.4 μL MgCl2 (25mM), 1.6 μL dNTP (2.5 mM), 0.2 

μL TaKaRa Taq (TaKaRa), 0.4 μL 각 primer, 3 μL genomic DNA 

등을 포함하여 총 20 μL로 하였다. PCR은 Thermal iCycler syste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TEM-type β-

lactamase 유전자의 경우 94℃로 10분간 초기 denaturation 후 94℃

로 30초간 denaturation, 55℃로 30초간 annealing, 72℃로 1분간

extension하는 과정을 30 cycle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72℃로 7분간

elongation하는 과정으로 시행하였다. SHV-type β-lactamase의 경우

58℃에서 30초간 annealing, 72℃에서 1분 15초간 extension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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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35 cycle 시행하였고, OXA-1 type β-lactamase의 경우 58℃에

서 30초간 annealing, 72℃에서 1분간 extension하는 과정을 30 cycle 

시행하였다. 증폭산물 5 μL를 1.2% agarose gel에서 100V로 40분간

전기영동하여 band를 확인한 후 증폭산물을 대상으로 Macrogen Inc. 

(Seoul, Korea)을 통하여 TEM type은 PCR에서 사용한 primer를 이

용하고 SHV type은 SHV_F2 (5’-GTTCATCACGGCCTTGAGTC-

3’)와 SHV_R2 (5’-CAATCAGGTGGCCACGTTTA-3’) primer, 

OXA-1 type은 OXA-1_F2 (5’-CCCTCATGTCAAACGTTGGG-

3 ’ )와 OXA-1_R2 (5 ’ -ATAAGAGATCCCGCGGTCTG-3 ’ ) 

primer를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염기서열은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프로그램

(http://www.ncbi.nlm.nih.gov/BLAST)을 이용하여 GeneBank 

nucleotide database와 비교하였다.

Table 2. Sequences of primers used for TEM type, SHV type, and OXA-1 

type β-lactamase detection

Primer 

name
Sequence (5’ → 3’)

Expected 

size (bp)
Reference

TEM_F TTCTTGAAGACGAAAGGGC
1150

30

TEM_R ACGCTCAGTGGAACGAAAAC 30

SHV_F CACTCAAGGATGTATTGTG
885

This study

SHV_R TTAGCGTTGCCAGTGCTCG This study

OXA-1_F ACACAATACATATCAACTTCGC
813

This study

OXA-1_R AGTGTGTTTAGAATGGTGATC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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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arge-scaleblaFinder를 이용한 β-lactamase 유전자 유형 검출

대상 균주들이 TEM type이나 SHV type, OXA-1 type 이외의 β-

lactamase를 생성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62개의 primer 쌍을 이용하여

총 1,355개의 bla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large-scaleblaFinder을 이용하

여 대상 균주들의 β-lactamase 유전자를 복합 중합연쇄반응

(multiplex PCR)으로 분석하였다(31). 대상 균주를 Mueller-Hinton 

agar에서 하룻밤 배양하여 1개의 독립된 집락을 10 μL 피펫 팁으로

채취한 후 0.1% Triton X-100 20 μL에 부유하였다. 이후 부유액을

100℃에서 10분 동안 끓인 후 18,000 rpm으로 1분간 원심분리하고 상

층액을 취하여 DNA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하나의 multiplex PCR에

는 9개의 multiplex PCR 튜브(A1과 A2, B1, B2, B3, C1, C2, D1, D2)

가 사용되며 각각의 튜브에는 Table 3에 기술되어 있는 특정 bla 유전

자 유형의 primer 0.2143 μM와 DNase I이 처리된 1 X Solg multiple 

PCR smart mix (SolGent, Seoul, South Korea), 총 34 μL가 들어있

다. DNA 추출액 1 μL를 각각의 튜브에 넣은 후 TaKaRa PCR 

Thermal Cycler Dice® Gradient (TaKaRa,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0℃에서 3분간 uracil-DNA glycosylase (UDG)가 amplicon을 끊도

록 하고 95℃에서 5분 동안 초기 denaturation한 후 95℃로 30초간

denaturation, 64℃로 40초간 annealing, 72℃로 50초간 extension하

는 과정을 30 cycle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72℃에서 7분간 elongation

하는 PCR을 시행하였다. 증폭산물 5 μL를 2% agarose gel에서 1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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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0분간 전기영동하여 band를 확인하였다. Band가 확인된 증폭산물

은 amplicon이 한 개일 경우에는 PCR purification kit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을 이용하고 amplicon이 여

러 개일 경우에는 gel extraction kit (QIAquick gel extraction kit; 

Qiagen)을 이용하여 정제를 한 후 Cosmo genetech (Seoul, Korea)을

통해 ABI Prism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염기서열

을 분석하였다. 염기서열은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프로그

램(http://www.ncbi.nlm.nih.gov/BLAST)을 이용하여 GeneBank 

nucleotide database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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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62 primer pairs used for large-scaleblaFinder to detect specific β-lactamase gene type

β-

Lacta

mase 

class

Multiplex 

PCR tube

Type 

name
Gene type β-lactamase targeted Primer name Sequence (5’→3’)

Amplicon 

size (bp)

A

A1

A1-1 GES type GES-1 to GES-22
GES type-F CATTCACGCACTATTACTGGCA 

748
GES type-R AGCGTAATCTCTCTCCTGGG 

A1-2 TEM type TEM-1 to TEM-220
TEM type-F CGTGTCGCCCTTATTCCCT 

626
TEM type-R GCAACTTTATCCGCCTCCAT 

A1-3
NMC (IMI) 

type
NMC-A; IMI-1 to IMI-3

NMC (IMI) type-F GAACGATTTCCATTATGTAGTTC 
513

NMC (IMI) type-R ATCGCCAACTACCCAATCGCTTG 

A1-4 KPC type KPC-1 to KPC-10
KPC type-F GACACACCCATCCGTTACG 

438
KPC type-R GGTTCCGGTTTTGTCTCCG 

A1-5
SHV (LEN, 

OKP) type

SHV-1 to SHV-173; 

LEN-1 to 5, 7 to 13, 15, 

16, 18 to 28, 31, 32; 

OKP-A-1 to 17, OKP-

B-1, 2, 4, 6, 8, 9, 11, 12, 

14, 15, 17, 23

SHV (LEN, OKP) 

type-F 
ATCTGGTGGACTACTCGCC 

341
SHV (LEN, OKP) 

type-R 
ATCGTCCACCATCCACTGC 

A1-6 VEB type VEB-1 to VEB-8
VEB type-F CCCGATGCAAAGCGTTATG 

257
VEB type-R GAACAGAATCAGTTCCTCCG 

A1-7 PER type PER-1 to PER-7
PER type-F TGGATGGTCGAAACCACCACAG 

152
PER type-R CGTCCATCAGGCAACAGAATGA 

A1-8 SME type SME-1 to SME-3
SME type-F GGGGAATGTTCTCAATGCTAA 

110
SME type-R CTACAACCCAATCAGCAGGA 

A2

A2-1
CTX-M-9 

type

CTX-M-9, 13, 14, 16 to 

19, 21, 24, 27, 38, 45 to 

51, 65, 67, 81, 83 to 87, 

90, 98, 99, 102, 104 to 

106, 110, 111, 113, 121, 

122, 126, 129, 130, 134

CTX-M-9 type-F GAGAGTGCAACGGATGATGTT 

689

CTX-M-9 type-R CAGTCCACGACGTCGGTAAG 

A2-2
CTX-M-1 

type 

CTX-M-1, 3, 10, 11, 12, 

15, 22, 23, 28, 29, 30, 32, 

CTX-M-1 type-F CAGTTCACGCTGATGGCGAC 
462

CTX-M-1 type-R TTCGTCTCCCAGCTGTC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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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36, 37, 42, 52 to 

55, 57, 58, 60, 61 62, 64, 

66, 68, 69, 71, 72, 79 to 

80, 82, 101, 107, 108, 

109, 114, 116, 117, 133, 

136, 139, 142

A2-3
CTX-M-

25 type 

CTX-M-25, 26, 39, 41, 

78, 89, 91, 94

CTX-M-25 type-F TAATGACGACAGCCTGTGTTTC 
348

CTX-M-25 type-R CGCTCAACTCCCCGAATGTCAT 

A2-4
CTX-M-2 

type

CTX-M-2, 4 to 7, 20, 

31, 35, 43, 44, 56, 59, 76, 

77, 92, 95, 97, 124, 131

CTX-M-2 type-F CCTGCTATTTAGCAGCGCAA 

261
CTX-M-2 type-R AGGTCGCTCTTCTTGATT 

A2-5 
CTX-M-8 

type 
CTX-M-8, 40, 63

CTX-M-8 type-F AGACATCGCGTTAAGCGGA 
150

CTX-M-8 type-R CAGCGCCACTCCCAACCG 

B

B1

B1-1 THIN-B THIN-B
THIN-B-F ACACTATTGGCGAAGTTGATG 

896
THIN-B-R TCCTTCGCCAGCCGTTTCG 

B1-2
CAU-1 

(Mbl1b)
CAU-1; Mbl1b

CAU-1 (Mbl1b)-F TGGTCGGCAACATCTATTACGT 
720

CAU-1 (Mbl1b)-R TGTTGAAGGCGGCTTCGGA 

B1-3 SIM-1 SIM-1
SIM-1-F TGCGGAAGAAGCCCAGCCA 

631
SIM-1-R TGTGAGTTTCAATAGTGATGCG 

B1-4
CphA 

(ImiS) type 
CphA2, 4 to 8; ImiS

CphA (ImiS) type-

F 
CGTGGTGCTGATGGCGAG 

567 

(570)CphA (ImiS) type-

R 
AGGTTGCCCAGCTTCTCCT 

B1-5 IND type
IND-1, 3, 5, 6, 7, 8, 10, 

14

IND type-F CAATACCAAAGCCTGATGGATC 
463

IND type-R CGCCGCCTTTCCATTCATC 

B1-6 IMP type
IMP-1 to 16, 18 to 22, 

24 to 35, 37, 38, 40 to 44

IMP type-F AAACACGGTTTGGTGGTTCTTGT 
344

IMP type-R CAAACCACTACGTTATCTGGAG 

B1-7 NDM type NDM-1 to NDM-10
NDM type-F ATCTCGACATGCCGGGTTTCGG 

254
NDM type-R AAGCTGGTTCGACAACGCAT 

B1-8 VIM type VIM-1 to VIM-38
VIM type-F GTGTTTGGTCGCATATCGCAAC 

148
VIM type-R TTCTCAATCTCCGCGAGAAGT 

B2
B2-1 AIM-1 AIM-1

AIM-1-F TCGCCCTCTCATCCACAGC 
836

AIM-1-R TTCCTCGGCCAGGCGCTT 

B2-2 KHM-1 KHM-1 KHM-1-F TAGCTCTTGTTATATCGTTTGGT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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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1-R TAGCTGCAAGCGCTTCAACT 

B2-3 FEZ-1 FEZ-1
FEZ-1-F GTCACACCGAGAGGGAACA 

637
FEZ-1-R TACAGCCTGTGGGATCAACA 

B2-4 GOB type GOB-1 to 15, 18
GOB type-F TATATTACGTAGGAACCTATGATTTGGC 

506
GOB type-R AACTTCAGAAAATTTCTTATCAACAATAA 

B2-5 BlaB type BlaB-1 to 3, 5 to 13
BlaB type-F GCCGGAGGTCTTGAATATTTTGGTAA 

441
BlaB type-R TTAATTTGAAGCCTTTTGTTTTTGTTG 

B2-6 SPM-1 SPM-1
SPM-1-F GAAGCCGAAGAAAGTAGTAGCCA 

355
SPM-1-R GCCGCCAAACAGCAGTTTCTTC 

B2-7 EBR-1 EBR-1
EBR-1-F GCAAATGGAATGTATTTGGTAACGAAT 

262
EBR-1-R CAATCTCAAATTTAGAAGTCGCTTTTC 

B2-8 JOHN-1 JOHN-1
JOHN-1-F AGATTTCTGCCAATGCTATGTA 

186
JOHN-1-R TCTTGTAAAAATCAAATCCTCCT 

B3

B3-1 SMB-1 SMB-1
SMB-1-F ATGAAAATCATCGCTTCCCTGATCCTG 

843
SMB-1-R TCAGCGTTTCTCGCTGGCCAGG 

B3-2 DIM-1 DIM-1
DIM-1-F 

ATGAGAACACATTTTACAGCGTTATTACTT

CTATTCA 756

DIM-1-R TCAATCAGCCGACGCGTTAGCGTT 

B3-3 TMB type TMB-1, 2
TMB type-F ATCAGTCATTTCGCTTTTGCCAACGAAG 

657
TMB type-R GGTATGTTTTAACAACTCGAAATCGCCA 

B3-4 GIM-1 GIM-1
GIM-1-F TTGATTCGAATGGGTTGGTAGTTCTGG 

568
GIM-1-R GAAGCTGATTCAGCAAGATCAATGGTG 

B3-5 BJP-1 BJP-1
BJP-1-F GACACGGCGCTTCCACAGTCTA 

499
BJP-1-R CGATCTTCATCGCCTTCACCTTGG 

B3-6 CGB-1 CGB-1
CGB-1-F TCCATGGCAGAAAACCCAATACCAAAG 

353
CGB-1-R CTGCTGCTTTACTTTTTACAAGACAGCC 

B3-7
EFM-1 

(ECM-1) 
EFM-1; ECM-1

EFM-1 (ECM-1) 

type-F
CGCCCTACCGCATCCACGG 

206
EFM-1 (ECM-1) 

type-R 
GGTGTGGTCGAAATGTTCGTGGC 

B3-8 POM-1 POM-1
POM-1-F ATGCGTACCCTGACCACCCTCGG 

168
POM-1-R GCTGGCGGTGCCGATGTGCCAG 

C C1 C1-1 ACC ACC-1 to 5; 6 other ACC (AmpC-1) GTTATCCGTGATTACCTGTCT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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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C-1) 

type

AmpCs type-F 

ACC (AmpC-1) 

type-R 
ATCCACACATTTTCCTGTGGCGG 

C1-2

DHA 

(AmpC-2) 

type 

DHA-1 to 3, 5 to 7; 18 

other AmpCs

DHA (AmpC-2) 

type-F 
GCAACACTGATTTCCGCTCTGCT 

881
DHA (AmpC-2) 

type-R 
TCTTTCTGCTGCGGCCAGTCATA 

C1-3

MIR (ACT, 

CHE, GC1, 

AmpC-3) 

type 

MIR-1 to 6; ACT-1 to 8, 

10, 14 to 16, 20, 21, 23; 

CHE; GC-1; 26 other 

AmpCs

MIR (ACT, CHE, 

GC1, AmpC-3) 

type-F 

TGCGCTTTTATCAAAACTGGCAGCCG 

669
MIR (ACT, CHE, 

GC1, AmpC-3) 

type-R 

GGTATGCCGCCTCAACGCGTG 

C1-4

PDC 

(AmpC-4) 

type 

PDC-1 to 3; 37 other 

AmpCs

PDC (AmpC-4) 

type-F 
GATCGCCTGAAGGCACTGGT 

562
PDC (AmpC-4) 

type-R 
GCACGTCGAGGTGGGTCTGT 

C1-5

ADC 

(AmpC-5) 

type 

ADC-1 to 7, 10, 11 to 

23, 25, 26, 29, 30, 38, 39, 

41 to 44, 50 to 54, 56, 

57, 64, 67; 23 other 

AmpCs

ADC (AmpC-5) 

type-F 
CCGCGACAGCAGGTGGATATGC 

176
ADC (AmpC-5) 

type-R
GTCTGTTTGTACTTCATCTGGAAA 

C2

C2-1

CMY-2 

(CFE, 

LAT, BIL, 

AmpC-6) 

type 

CMY-2 to 7, 12 to 18, 20 

to 103, 110; CFE; LAT; 

BIL; 29 other AmpCs

CMY-2 (CFE, LAT, 

BIL, AmpC-6) 

type-F 

GCAGGAGCAGGCTATTCCGG 

888
CMY-2 (CFE, LAT, 

BIL, AmpC-6) 

type-R 

GTTTTATGCACCCATGAGGCTTTC 

C2-2

Ear 

(AmpC-7) 

type 

Ear0 to 2; 13 other 

AmpCs

Ear (AmpC-7) 

type-F 
CGAACTGGTCAATCAGACCATC 

657
Ear (AmpC-7) 

type-R 
TCAATGCTCGACTTCACGCCGTA 

C2-3
520R 

(SRT-1, 

520R; SRT-1; HD; 

SMSA; 7 other AmpCs

520R (SRT-1, HD, 

SMSA, AmpC-8) 
CTATGCGCAGCAGCAGGGCAA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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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SMSA, 

AmpC-8) 

type 

type-F 

520R (SRT-1, HD, 

SMSA, AmpC-8) 

type-R 

AGATAGCGAATCAGATCGCGAGC 

C2-4

CMY-1 

(MOX, 

FOX, 

AmpC-9) 

type 

CMY-1, 8 to 11, 19; 

MOX-1 to 7; FOX-1 to 

10; 16 other AmpCs

CMY-1 (MOX, FOX, 

AmpC-9) type-F 
TCAGCGAGCAGACCCTGTTCG 

306
CMY-1 (MOX, FOX, 

AmpC-9) type-R 
CTATGCTGGGGTTGGAGTACTGG 

C2-5

BER (EC, 

KL, 

AmpC-10) 

type 

BER; EC; KL; 85 other 

AmpCs

BER (EC, KL, 

AmpC-10) type-F
TACCGCCTCTTGCTCCACATTTGC 

241
BER (EC, KL, 

AmpC-10) type-R 
GCCACCAAGCACGCCCGTAAATG 

D D1

D1-1
OXA-23 

type 

OXA-23, 27, 49, 73, 133, 

134, 146, 165 to 171, 

225, 239, 366, 398, 422, 

423, 435

OXA-23 type-F CTGGTTGTACGGTTCAGCAT 

718
OXA-23 type-R GGCATTTCTGACCGCATTTCCAT

D1-2
OXA-2 

type 

OXA-2, 3, 15, 21, 32, 34, 

36, 141, 161, 210, 415

OXA-2 type-F AGTTGTGGCAGACGAACGC 
639

OXA-2 type-R AGGATTGCCCGCACGATTG 

D1-3
OXA-10 

type

OXA-7, 10, 11, 13, 14, 

16, 17, 19, 28, 35, 56, 74, 

101, 142, 145, 147, 183, 

240, 251, 256

OXA-10 type-F CTCTGCCGAAGCCGTCAAT 

549
OXA-10 type-R GACTCAGTTCCCACACCAG 

D1-4
OXA-51 

type

OXA-51, 64 to 71, 75 to 

80, 82 to 84, 86 to 95, 

98, 99, 100, 106 to 113, 

115 to 117, 128, 130 to 

132, 138, 144, 148 to 

150, 172 to 180, 194 to 

197, 200 to 203, 206, 

208, 216 to 217, 241, 

248, 250, 312 to 317, 

338, 365, 371, 374, 376, 

377, 379, 381, 382, 384 

OXA-51 type-F AGTATGTACCTGCTTCGACC 

490
OXA-51 type-R GGCTGAACAACCCATCC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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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386, 388 to 391, 424 

to 426, 429 to 433

D1-5
OXA-1 

type 

OXA-1, 4, 30, 31, 47, 

224, 320

OXA-1 type-F CAATCATACACCAAAGACGTGGA 
437

OXA-1 type-R AGTTTCCTGTAAGTGCGGACACA 

D1-6
OXA-24 

type 

OXA-24 to 26, 33, 40, 

72, 139, 143, 160, 182, 

207,231

OXA-24 type-F GACTTTAGGTGAGGCAATGGC 

356
OXA-24 type-R GCTCCACCCAACCAGTCAAC 

D1-7 
OXA-63 

type 
OXA-63, 136, 137, 192

OXA-63 type-F CTAATAGCAATGCTGAAGGAACA 
267

OXA-63 type-R CTTTATATGCCGGTACTTGCGA 

D1-8
OXA-42 

type 
OXA-42, 43, 57, 59

OXA-42 type-F TGCGAAGACGATCTGCACGG 
142

OXA-42 type-R CAGGAAGCCTGCGTCGTAGC 

D2

D2-1
OXA-235 

type 

OXA-235, 236, 237, 278, 

360

OXA-235 type-F CTTGAGCCTGACAGCCTGTA 
721

OXA-235 type-R CATATTACTTTGCATCTGCATATT 

D2-2
OXA-228 

type 

OXA-228 to 230, 257, 

355, 356, 418

OXA-228 type-F CAACGCCCAGTCATATCAGA 
641

OXA-228 type-R GTCACCTTGCCATTGGGTTG 

D2-3
OXA-58 

type 

OXA-58, 96, 97, 164, 

397, 420

OXA-58 type-F GATCAGAATGTTCAAGCGCT 
560

OXA-58 type-R ACAGCCATTCCCCAGCCACT 

D2-4
OXA-48 

type 

OXA-48, 162, 163, 181, 

204, 232, 244, 245, 247, 

370

OXA-48 type-F GGGCGTAGTTGTGCTCTG 

473
OXA-48 type-R CTTCGGTCAGCATGGCTTGT 

D2-5
OXA-214 

type 
OXA-214, 215

OXA-214 type-F CATACGGTAATGATCTGAATCG 
321

OXA-214 type-R AAGGTCCAATGAGCCAGAAGT 

D2-6
OXA-211 

type 

OXA-211, 212, 309, 333, 

334

OXA-211 type-F TGCAAGCATCTGCCGTTCCC 
251

OXA-211 type-R TTCAATCAGCAGCATGTCTTGT 

D2-7
OXA-20 

type
OXA-20, 37

OXA-20 type-F GCTATTCGCCTGCGTCCA 

160OXA-20 type-R GAATTGCGCATTGCCGATCG 

Table adopted and modified from Lee et al.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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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β-Lactamase 유전자의 결정

large-scaleblaFinder를 이용하여 bla 유전자의 유형을 검출한 후 정확한

bla 유전자를 결정하기 위해 simplex PCR을 시행하였다(31). Simplex 

PCR에는 Table 4에 기술되어 있는 87개의 primer 쌍 중에서 large-

scaleblaFinder로 검출한 bla 유전자 유형에 해당하는 primer 쌍을 선택

하여 사용하였다. `Simplex 1×PrimeSTAR MAX DNA polymerase 

(2.5 units; TaKaRa)와 deoxynucleoside triphosphoate (dNTP) 

(TaKaRa) 200 μM, 특정 bla 유전자 primer 0.3 μM가 들어있는 혼

합액 50 μL에 DNA 추출액 1 μL를 넣은 후 TaKaRa PCR Thermal 

Cycler Dice® Gradient (TaKaRa)로 98℃로 5분 동안 초기

denaturation 후 98℃로 10초간 denaturation, 55℃로 30초간

annealing, 72℃로 15초간 extension하는 과정을 30 cycle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72℃로 7분간 elongation하는 PCR을 시행하였다. 증폭산물

5 μL를 2% agarose gel에서 100V로 40분간 전기영동하여 band를 확

인한 후 PCR purification kit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으로 증폭산물을 정제하였다. Cosmo genetech (Seoul, Korea)을 통해

ABI Prism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염기서열

은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프로그램

(http://www.ncbi.nlm.nih.gov/BLAST)을 이용하여 GeneBank 

nucleotide database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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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87 primer pairs to distinguish alleic varients within bla gene type detected using large-scaleblaFinder

β-

Lacta

mase 

class

Gene type
β-lactamase 

targeted
Primer name Sequence (5’→3’)

Amplicon 

size (bp)

A

GES type GES-1 to GES-22
ORF-GES type-F ATGCGCTTCATTCACGCNCTATTA 

864
ORF-GES type-R CTATTTGTCCGTGCTCAGGATGAG 

TEM type TEM-1 to TEM-220 
ORF-TEM type-F ATGAGTATTCAACATTTNCGTGTCGCCC 

861
ORF-TEM type-R TTACCAATGCTTAATCAGTGAGGCACC 

NMC (IMI) type 
NMC-A; IMI-1 to 

IMI-3 

ORF-NMC (IMI) type-

F 
ATGTCACTTAATGTAANACNAAGTAGAATAGC 

879
ORF-NMC (IMI) type-

R 
TTATTTAAGGTTATCAATTGCNATTCTTGAAGC 

KPC type KPC-1 to KPC-10 
ORF-KPC type-F ATGTCACTGTATCGCCGTCTAGTTC 

882
ORF-KPC type-R TTACTGCCCGTTGACGCCCAATC 

SHV (LEN, OKP) 

type 

SHV-1* to SHV-173; 

LEN-1 to 13, 15, 16, 

18 to 28, 31, 32 

ORF-SHV (LEN) 

type-A-F 
ATGCGTTATNTTCGCCTGTGTATTATCTC 

861
ORF-SHV (LEN) 

type-A-R 
TTAGCGTTGCCAGTGNTCGATCA 

OKP-A-1 to 17, 

OKP-B-1 to 20, 23 

ORF-SHV (OKP) 

type-B-F 
ATGCGTTATNTTCGCCTGTGCCTTATCTC 

839
ORF-SHV (OKP) 

type-B-R
CTAGCGNTGCCAGTGCTCGATCA 

VEB type VEB-1 to VEB-8
ORF-VEB type-F ATGAAAATCGTAAAAAGGATATTATTAGTATTG 

900
ORF-VEB type-R TTATTTATTCAAATAGTAATTCCACGTTATTTTTG 

PER type 

PER-1, 3, 4, 7 
ORF-PER type-A-F ATGAATGTCATTATAAAAGCTGTAGTTACTGCCT 

927
ORF-PER type-A-R TNAATCCGGACTNACTGCAGAGAG 

PER-2, 5, 6 
ORF-PER type-B-F ATGAATGTCATCNCAAAANGTGTTTTNAC 

927
ORF-PER type-B-R TNAATCCGGACTNACTGCAGAGAG 

SME type SME-1 to SME-3 
ORF-SME type-F ATGTCAAACAAAGTAAATTTTAAAACGGCT 

885
ORF-SME type-R TTAATCAATTGCCTGAATTGCAATACGT 

CTX-M-9 type 
CTX-M-9, 13, 14, 16 

to 19, 21, 24, 27, 38, 

ORF-CTX-M-9 type-

F 
ATGGTGACAAAGAGAGTGCAAC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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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o 51, 65, 67, 81, 

83 to 87, 90, 98, 99, 

102, 104 to 106, 110, 

111, 113, 121, 122, 

126, 129, 130, 134 

ORF-CTX-M-9 type-

R 
TTACAGCCCNTCGGCGATGATTCT 

CTX-M-1 type 

CTX-M-1, 3, 10, 11, 

12, 15, 22, 23, 28, 29, 

30, 32, 33, 34, 36, 37, 

42, 52 to 55, 57, 58, 

60, 61 62, 64, 66, 68, 

69, 71, 72, 79 to 80, 

82, 101, 107, 108, 

109, 114, 116, 117, 

133, 136, 139, 142

ORF-CTX-M-1 type-

F 
ATGGTTAAAAAATCACTGCGNCAGTTCA

876
ORF-CTX-M-1 type-

R 
TTACAAACCGTNGGTGACGATTTTAGC 

CTX-M-25 type 
CTX-M-25 26, 39, 

41, 78, 89, 91, 94 

ORF-CTX-M-25 

type-F 
ATGATGAGAAAAAGCGTAAGGCG

876
ORF-CTX-M-25 

type-R 
NTAATAACCGTCGGTGACNATTCTG 

CTX-M-2 type

CTX-M-2, 4 to 7, 

20, 31, 35, 43, 44, 56, 

59, 76, 77, 92, 95, 97, 

124, 131

ORF-CTX-M-2 type-

F
ATGATGACTCAGAGCATTCGCCGC

876
ORF-CTX-M-2 type-

R 
TCAGAAACCGNGGGTTACGATTTT 

CTX-M-8 type CTX-M-8, 40, 63 

ORF-CTX-M-8 type-

F 
ATGAGACATCGCGTTAAGCGG 

873
ORF-CTX-M-8 type-

R 
TTAATAACCGTCGGTGACGATTTTC 

B

THIN-B THIN-B 
ORF-THIN-B-F ATGACACTATTGGCGAAGTTGATG 

951
ORF-THIN-B-R CTAGTGCGCGTGCTGGGCA 

CAU-1 (Mbl1b) CAU-1; Mbl1b

ORF-CAU-1 (Mbl1b)-

F 
ATGAAGCGCCTGATCCTGGCC

870
ORF-CAU-1 (Mbl1b)-

R
TCANGNCTTGGGCCCCGCCG

SIM-1 SIM-1
ORF-SIM-1-F ATGAGAACTTTATTGATTTTATGTTTATTCG

741
ORF-SIM-1-R TTAATTAATGAGCGGCGGTTTT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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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hA (ImiS) type

ImiS 

ORF-CphA (ImiS) 

type-A-F
ATGATGAAGGGTTGGATAAAGTGCG

768
ORF-CphA (ImiS) 

type-A-R 
TTATGATTGTGAAGCCGCCTTGATCA

CphA2, 4, 6

ORF-CphA (ImiS) 

type-B-F
ATGATGAAANGTTGGATGAAGTGCACATTN

765
ORF-CphA (ImiS) 

type-B-R
TTANGANTGGGGNGCGGCCTTG

CphA5, 7, 8

ORF-CphA (ImiS) 

type-C-F
ATGATGAAAGGTTGGATNAAGTGCGN

765
ORF-CphA (ImiS) 

type-C-R 
TTATGANTGAGCNGCGGCCTTGAT

IND type 

IND-1, 7, 8, 10
ORF-IND type-A-F ATGAAAAAAAGCATCCNTTTTTTTATTGTTTCNATATG

720
ORF-IND type-A-R CTATTTTTTNTTCAGAAGNTCTAAAGTGTGTTCA

IND-3, 5, 6, 14
ORF-IND type-B-F ATGAAAANAAGAATTCAGTTCTTTATGGTTTCAATGAT

720
ORF-IND type-B-R TTATTTNTTGTTNAGAAGTTCAAGAGTATGTTNTA

IMP type

IMP-1, 3, 4, 6, 10, 

25, 26, 30, 34, 38, 40, 

42

ORF-IMP type-A-F ATGAGCAAGTTATCTGTATTCTTTATATTTTTGTTTTG

741
ORF-IMP type-A-R TTAGTTGCTTNGTTTTGATGGTTTTTTACTTTC

IMP-2, 8, 13, 19, 20, 

24, 33, 37

ORF-IMP type-B-F ATGAAGAAATTATTTGTTTTATGTGTATGCTTC 
726

ORF-IMP type-B-R TTAAAGGGCTNAANGAAAGTAAAAAANCATCA

IMP-5, 28, 29 
ORF-IMP type-C-F ATGAGCAAGTTATTTGTATTCNTTATNTTTTT

741
ORF-IMP type-C-R TTAGTTACTTGGNTNTGATGGTTTTTTACTTTC

IMP-7, 43
ORF-IMP type-D-F ATGAAAAAGTTATCAGTATTCTTTATGTTTTTGTTTTGT

741
ORF-IMP type-D-R TTAGTTACTTGGTTTTGATAGCTTTTACTTTCG

IMP-9
ORF-IMP type-E-F ATGAGCAAGTTATTTGTATTCTTTATGTTTTTGTTTTG

739
ORF-IMP type-E-R TTAATGTGCAGTGGTACTTTTTTTGCTTTCATT

IMP-11, 21, 31, 41,

44

ORF-IMP type-F-F
ATGAAAAAACTATTTGTNTTATGTNTATTTTTGTTTTG

TAG 738

ORF-IMP type-F-R TTAATGAACAGTGTTACTTTTTTTGCTTTCATTAAG

IMP-12, 16, 22, 35
ORF-IMP type-G-F

ATGAAGAAATTATTTGTTTTATGCATNTTTTTGTTTTT

NAG 741

ORF-IMP type-G-R TTAGTTACTTGGCAGTNATGGTTTTTTACTTTCTTT

IMP-14, 18, 27, 32 ORF-IMP type-H-F ATGAAAAAATTATTTGTTTTATGTGTNTTCTTCNTCTG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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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F-IMP type-H-R TTAGTNGCTTGGCTGTGATGNTTTTTTACTT

IMP-15
ORF-IMP type-I-F ATGAACAAGTTATCTGTATTCTTTATGTTTATGTTTTG

741
ORF-IMP type-I-R TTAGTTACTTGGCAGTGATGGTTTTTTGCT

NDM type NDM-1 to NDM-10
ORF-NDM type-F ATGGAATTGCCCAATATTATGCACCC

813
ORF-NDM type-R TCAGCGCAGCTTGTCGGCCAT

VIM type

VIM-1, 4, 5, 12, 14, 

29, 25, 26, 27, 28, 29, 

32, 33, 34, 35, 37, 38

ORF-VIM type-A-F ATGTTAAAAGTTATTAGTAGTTTATTGGTCTANATGA

801
ORF-VIM type-A-R CTACTCNNCGACTGAGCGATTTTTG

VIM-2, 3, 6, 8, 9, 10, 

11, 12, 15, 16, 17, 18, 

20, 23, 24, 25, 30, 31, 

36

ORF-VIM type-B-F ATGTTCAAACTTTTGAGTAAGTTNTTGGTCTATTTG

801
ORF-VIM type-B-R CTACTCAACGACTGAGCGATTTGTGTG

VIM-7
ORF-VIM type-C-F ATGTTAAAAGTTATTAGTAGTTTATTGTTCTACATGAC

801
ORF-VIM type-C-R CTACTCGGCGACTGAGCGATTTG

VIM-13
ORF-VIM type-D-F ATGTTTCAAATTCGCAGCTTTCTGGTTGG

798
ORF-VIM type-D-R TTACTCGGCCACCGGGCGTA

AIM-1 AIM-1
ORF-AIM-1-F ATGAAACGTCGCTTCACCCTG

912
ORF-AIM-1-R TCAAGGCCGCGCGCCG

KHM-1 KHM-1
ORF-KHM-1-F ATGAAAATAGCTCTTGTTATATCGTTTG

726
ORF-KHM-1-R TCACTTTTTAGCTGCAAGCGCTT

FEZ-1 FEZ-1
ORF-FEZ-1-F ATGAAAAAAGTATTAAGTTTAACCGCATG

849
ORF-FEZ-1-R TTAGGCAGTTTCTTGCTTCTTAAGTT

GOB type

GOB-1, 8, 9, 10, 11, 

12, 13, 14, 15, 18

ORF-GOB type-A-F AAAGAACCTGAAAATATGCCCAAAGAATGGAA
873

ORF-GOB type-A-R TTATTTATCTTGGGAATCTTTTTTTNTTTTGTCNAGATA

GOB-2, 3, 4, 5, 6, 7
ORF-GOB type-B-F AAAGAACCTGANAATATGCCCAATGAATGG

756
ORF-GOB type-B-R ATTAAGGTTTTGGAAATAGCTTTGCTTATCCA

BlaB type 

BlaB-1, 2, 3, 11

ORF-BlaB type-A-F
ATGTTGAAAAAAATAAAAATAAGCTTGATTCTTGCTCTT

G
750

ORF-BlaB type-A-R
TTAATTTGAAGCCTTTTGTTTTTGNTGATATTCANTGAT

T

BlaB-5, 6

ORF-BlaB type-C-F TGAAAAGATTAAAAGGATTATTGGTTCTGGCTTTA

745
ORF-BlaB type-C-R

TTAATTTGAAGCCTTTTGTTTTTGTTGNTANTCACTGAT

T

BlaB-7, 8, 9, 10 ORF-BlaB type-B-F ATGAAAGGATTAAAAGGNCTATTGGTTCTGG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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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F-BlaB type-B-R
TTAATTTGAAGCCTTTTGTTTTTGTTGATATTCACTGAT

T

BlaB-12, 13

ORF-BlaB type-D-F ATGATGAAGAAAATGAAATGGGCACTTGTTCTTG

750
ORF-BlaB type-D-R

TTAATTTGAAGCCTTTTGTTTTTGTTGATATTCACTGAT

T

SPM-1 SPM-1
ORF-SPM-1-F ATGAACTCACCTAAATCGAGAGCC

831
ORF-SPM-1-R CTACAGTCTCATTTCGCCAACG

EBR-1 EBR-1
ORF-EBR-1-F ATGAAGAAATTATTTTCACTTATTGCATTGATAG

708
ORF-EBR-1-R TTATTTCTTTTCTAAAAGTTTAAAAGTATTTTCGATAT

JOHN-1 JOHN-1
ORF-JOHN-1-F ATGCGAAAATTAGCTTCGATAATTTTATTCTTAG

747
ORF-JOHN-1-R TTACTTTTTTCCGGCAGATTTTTGAGC

SMB-1 SMB-1
ORF-SMB-1-F ATGAAAATCATCGCTTCCCTGATCCTG

843
ORF-SMB-1-R TCAGCGTTTCTCGCTGGCCAGG

DIM-1 DIM-1
ORF-DIM-1-F ATGAGAACACATTTTACAGCGTTATTACTTCTATTCA

756
ORF-DIM-1-R TCAATCAGCCGACGCGTTAGCGTT

TMB type TMB-1, TMB-2
ORF-TMB type-F

ATGCGACCATTTTTATTTTTAATAATTTTTATCAGTCAT

TTCG 738

ORF-TMB type-R TCAGCGGTCGCCGTGATTGG

GIM-1 GIM-1
ORF-GIM-1-F

ATGAAAAATGTATTAGTGTTTTTAATATTACTTGTAGCG

TTG 753

ORF-GIM-1-R TTAATCAGCCGACGCTTCAGCGGT

BJP-1 BJP-1
ORF-BJP-1-F ATGAAGAAGCTCACGGCCGCG

885
ORF-BJP-1-R CTATTTCTTCTCTAGCGCCGCTGTC

CGB-1 CGB-1

ORF-CGB-1-F
ATGAAAAAAAGCATTCCGTTTTTTATTATTTCGATGTTG

CT
729

ORF-CGB-1-R
TTATTTTTTATTTAAAAGATCAAGTGTGTGCTCTACATG

G

EFM-1 (ECM-1)

EFM-1

ORF-EFM-1 (ECM-1) 

type-A-F
ATGTCCGCTAGATGCCTGCCC

909
ORF-EFM-1 (ECM-1) 

type-A-R
TCAGTCACCCGCTTCCTCCAC

ECM-1

ORF-EFM-1 (ECM-1) 

type-B-F
ATGCGAACGGCGCCAGCTATGTT

930

ORF-EFM-1 (ECM-1) TCAGCCATCCGCTTCCTC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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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B-R

POM-1 POM-1
ORF-POM-1-F GTGCGTACCCTGACCACCCT

861
ORF-POM-1-R TCAGCCGCCGCGCTGCTTC

C

ACC (AmpC-1) 

type

ACC-1 to 5; 6 other 

AmpCs

ORF-ACC (AmpC-1) 

type-F
ATGCAGAACACNTTGAAGNTGTTATCCG

1,161
ORF-ACC (AmpC-1) 

type-R
CTACTTATTCNCTTCCAANGAGCT

DHA (AmpC-2) 

type

DHA-1 to 3, 5 to 7; 

18 other AmpCs

ORF-DHA (AmpC-2) 

type-F
ATGAAAAAATCGTTATCTGCAACACTGAT

1,140
ORF-DHA (AmpC-2) 

type-R
TTATTCCAGNGCACTCAAAATAGC

MIR (ACT, CHE, 

GC1, AmpC-3) type

MIR-1 to 6; 11 other 

AmpCs

ORF-MIR (ACT, CHE, 

GC1, AmpC-3) type-

A-F

ATGATGACAAAATCCCTAAGCTGTGC

1,146
ORF-MIR (ACT, CHE, 

GC1, AmpC-3) type-

A-R

TTACTGNAGCGCGTCGAGGATA

ACT-1, 2, 4, 6, 8; 9 

other AmpCs

ORF-MIR (ACT, CHE, 

GC1, AmpC-3) type-

B-F

ATGATGATGACTAAATCCCTTTGCTGCGTTGCTG

1,146
ORF-MIR (ACT, CHE, 

GC1, AmpC-3) type-

B-R

CTACAGCGCGCTCAAAATACGGTAN

ACT-5, 7, 10, 14 to 

16, 20, 21, 23; CHE; 

GC-1; 6 other AmpCs

ORF-MIR (ACT, CHE, 

GC1, AmpC-3) type-

C-F

ATGATGAAAAAATCNCTTTGCTGCGCCC

1,146
ORF-MIR (ACT, CHE, 

GC1, AmpC-3) type-

C-R

TTACTGTAGCGCNTCGAGGATAN

PDC (AmpC-4) type
PDC-1 to 3; 37 other 

AmpCs

ORF-PDC (AmpC-4) 

type-F
ATGCGCGATACCAGATTCCCCT

1,194
ORF-PDC (AmpC-4) 

type-R
TCAGCGCTTCAGCGGCACCT

ADC (AmpC-5) ADC-1 to 7, 10, 11 to ORF-ADC (AmpC-5) ATGCGATTTAAAAAAATTTCTTGNNACTTTTACCGC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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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3, 25, 26, 29, 30, 38, 

39, 41 to 44, 50 to 54, 

56, 57, 64, 67; 23 

other AmpCs

type-F

ORF-ADC (AmpC-5) 

type-R
TTATTNCTTTATTGCATTCANCACTGCATANG

CMY-2 (CFE, LAT, 

BIL, AmpC-6) type

CMY-2 to 7, 12 to 

18, 20 to 103, 110; 

CFE; LAT; BIL; 29 

other AmpCs

ORF-CMY-2 (CFE, 

LAT, BIL, AmpC-6) 

type-F

ATGATGAAAAAATCGNTATGCTGCGCN

1,146
ORF-CMY-2 (CFE, 

LAT, BIL, AmpC-6) 

type-R

TTATTGNAGCTTTTCAAGAATGCGCCAG

Ear (AmpC-7) type
Ear0 to 2; 13 other 

AmpCs

ORF-Ear (AmpC-7) 

type-F
ATGATGAAAAAATCCCTTACAGGCGTAC

1,146
ORF-Ear (AmpC-7) 

type-R
TTACTGCAGCGCCTNAAGAATATGATAC

520R (SRT-1, HD, 

SMSA, AmpC-8) 

type

520R; SRT-1; HD; 6 

other AmpCs

ORF-520R (SRT-1, 

HD, SMSA, AmpC-8) 

type-A-F

ATGACGAAAATGAACCGCCTGGCG

1,137
ORF-520R (SRT-1, 

HD, SMSA, AmpC-8) 

type-A-R

TCAGCGCTTCTCCAGCGCCT

SMSA; 1 other 

AmpCs

ORF-520R (SRT-1, 

HD, SMSA, AmpC-8) 

type-B-F

ATGACGAAAATGAACCGCCTGGCG

1,065
ORF-520R (SRT-1, 

HD, SMSA, AmpC-8) 

type-B-R

TTACAGCATCACCACGGCGATATTTTTC

CMY-1 (MOX, FOX, 

AmpC-9) type

CMY-1, 8, 9, 10, 11, 

19; MOX-1, 2, 3, 4, 5, 

6, 7; 6 other AmpCs

ORF-CMY-1 (MOX, 

FOX, AmpC-9) type-

A-F

ATGCAACAACGACAATCCATCCTGTGG

1,149
ORF-CMY-1 (MOX, 

FOX, AmpC-9) type-

A-R

TAANCNGGCCAGCTGCGCCAC

FOX-1, 2, 3, 4, 5, 6, 

7, 8, 9, 10; 10 other 

ORF-CMY-1 (MOX, 

FOX, AmpC-9) type-
ATGCAACAACGNCGTGCGNTCGC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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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Cs B-F

ORF-CMY-1 (MOX, 

FOX, AmpC-9) type-

B-R

TCACTCGGCCAACTGACTCAGGA

BER (EC, KL, 

AmpC-10) type

BER; EC; KL; 85 

other AmpCs

ORF-BER (EC, KL, 

AmpC-10) type-F
ATGTTCAAAACGACGCTCTGCNCCT

1,140
ORF-BER (EC, KL, 

AmpC-10) type-R
TTACTGTAGAGCGTTGAGAATCTGCC

D

OXA-23 type

OXA-23, 27, 49, 73, 

133, 134, 146, 165 to 

171, 225, 239, 366, 

398, 422, 423, 435

ORF-OXA-23 type-F ATGAATAAATATTTTACTTGCTATGTGNTTGC

822
ORF-OXA-23 type-R TTAAATAATATTCAGCTGTTTTAATGATTTCATCA

OXA-2 type

OXA-2, 3, 15, 21, 32, 

34, 36, 141, 161, 210, 

415

ORF-OXA-2 type-F ATGGCAATCCGAATCTTNGCNATACT

828
ORF-OXA-2 type-R TTATCGCGCNGCGTCCGAGTT

OXA-10 type

OXA-7, 10, 11, 13, 

14, 16, 17, 19, 28, 35, 

56, 74, 101, 142, 145, 

147, 183, 240, 251, 

256

ORFOXA-10 type-F ATGAAAACATTTGCCGCATATGTAATTANNG

801
ORF-OXA-10 type-R TTAGCCACCAATGATGCCCTCACT

OXA-51 type

OXA-51, 64 to 71, 75 

to 80, 82 to 84, 86 to 

95, 98, 99, 100, 106 

to 113, 115 to 117, 

128, 130 to 132, 138, 

144, 148 to 150, 172 

to 180, 194 to 197, 

200 to 203, 206, 208, 

216 to 217, 241, 248, 

250, 312 to 317, 338, 

365, 371, 374, 376, 

377, 379, 381, 382, 

384 to 386, 388 to 

391, 424 to 426, 429 

ORF-OXA-51 type-F ATGAACATTNAANCNCTCTTACTTATAACAAG

825
ORF-OXA-51 type-R CTATAAAATACCTAATTNTTCTAANCTTTTAT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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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433

OXA-1 type
OXA-1, 4, 30, 31, 47, 

224, 320

ORF-OXA-1 type-F ATGAAAAACACAATACATATCAACTTCGCTAT
831

ORF-OXA-1 type-R TTATAAATTTAGTGTGTTTAGAATGGTGATNGCA

OXA-24 type

OXA-24 to 26, 33, 

40, 72, 139, 143, 160, 

182, 207,231

ORF-OXA-24 type-F ATGAAAAAATTTATACTTCCTATNNTCAGCATTT

800
ORF-OXA-24 type-R TTATAAGTAATNTCATTACGAATAGAACCAG

OXA-63 type
OXA-63, 136, 137, 

192

ORF-OXA-63 type-F
ATGTCTAAAAAAAATTTTATATTAATATTTATTTTTGT

TATTTTAA
807

ORF-OXA-63 type-R
TTATTTTAATAAATTTAATGCTTTTAAACTTTCTTTTAC

TATATTTATC

OXA-42 type OXA-42, 43, 57, 59
ORF-OXA-42 type-F ATGAAATTCCGACACGCGCTGTCGA

810
ORF-OXA-42 type-R TCAGCGCGCGGCGAGAAG

OXA-235 type
OXA-235, 236, 237, 

278, 360

ORF-OXA-235 type-F ATGAAAANTCTTATTTTGTNGCCTTTACT
831

ORF-OXA-235 type-R TTACCCTTCAGCTTTCGGATAAAGNC

OXA-228 type
OXA-228 to 230, 

257, 355, 356, 418

ORF-OXA-228 type-F ATGAAGTTTAAAATGAAAGGTTTATTTTNTGTCATCCT

831
ORF-OXA-228 type-R

TTATCTTAAATAAAAAAATAGACCCAATTTGTCCAAAAT

AC

OXA-58 type
OXA-58, 96, 97, 164, 

397, 420

ORF-OXA-58 type-F ATGAAATTATTAAAAATATTGAGTTTAGTTTGCTTAAGC
843

ORF-OXA-58 type-R TTATAAATAATGAAAAACACCCAACTTATCTAGCACAT

OXA-48 type

OXA-48, 162, 163, 

181, 204, 232, 244, 

245, 247, 370

ORF-OXA-48 type-F ATGCGTGTATTAGCCTTATCGGCTG

798
ORF-OXA-48 type-R CTAGGGAATAATTTTNTCCTGTTTGAGCAC

OXA-214 type OXA-214, 215
ORF-OXA-214 type-F ATGAAGCTATCAAAATTATACACCCTCACT

828
ORF-OXA-214 type-R TTACAATAATTTCAATTGCGTAAGTGCCTGATA

OXA-211 type
OXA-211, 212, 309, 

333, 334

ORF-OXA-211 type-F CTCATCGCCCTCATTACAACCTTC
804

ORF-OXA-211 type-R TTAAATTATCCCCAGTGCTGTCAGACTTT

OXA-20 type OXA-20, 37
ORF-OXA-20 type-F ATGATAATCCGATTTCTAGCACTGCTTTTC

801
ORF-OXA-20 type-R CTAGTTGGGTGGCAAAGCATTGAC

Table adopted and modified from Lee et al.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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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β-lactamase 유전자 클로닝

대상 균주에서 검출된 β-lactamase 유전자는 클로닝을 위해 각각의

β-lactamase 유전자에 대해 고안한 primer를 이용하여 PCR 증폭하였

다. dNTP (2 mM) 10 μL와 10X nPfu-Forte buffer 10 μL, primer 

(5 pmol/μL) 각 5 μL, nPfu-Forte DNA polymerase (2.5 unit/μL) 

1 μL (Enzynomics, Korea)가 들어있는 혼합액에 DNA 추출액 (100 

ng/μL) 3 μL를 넣은 후 총 부피가 100 μL가 되도록 증류수를 첨가

하였다. 이후 TaKaRa PCR Thermal Cycler Dice® Gradient (TaKaRa)

로 95℃에서 2분 동안 초기 denaturation 후 95℃에서 30초간

denaturation, 62℃에서 45초간 annealing, 72℃로 1분간 extension하

는 과정을 30 cycle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72℃로 5분간 elongation하

는 PCR을 시행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과 chloramphenicol 내성을 선

택 마커로 갖는 발현 벡터인 pHSG398 (chloramphenicolr, TaKaRa) 

벡터를 SacI와 XbaI 제한효소로 절단하였다. PCR 산물을 SacI 제한효

소로 먼저 절단한 후 PCR purification kit로 정제하였고, 이후 XbaI 제

한효소로 절단한 후 PCR purification kit로 정제를 하였다. pHSG398 

벡터도 마찬가지로 SacI 제한효소로 먼저 절단을 한 후 PCR 

purification kit로 정제를 하였고, 이후 XbaI 제한효소로 절단한 후 gel 

extraction kit로 정제를 하였다. 이렇게 얻은 DNA 단편과 pHSG398를

SacI와 XbaI 위치에 클로닝을 시켰다. 16℃에서 16시간 동안 ligation하

여 만든 재조합 플라스미드의 DNA 반응액에서 2 μL를 E. coli TOP10 

(Invitrogen) 균주와 조심스럽게 섞은 후 얼음 위에서 30분 동안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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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이후 42℃에서 1분 30초 동안 열충격을 가한 후 바로 튜브를

얼음에 2분 동안 두었다. 실온 상태인 S.O.C 배지 900 μL를 튜브에

넣은 후 150 rpm으로 37℃에서 45분 동안 진탕 배양하였다. 이 형질전

환 배양물 100 μL를 chloramphenicol 25 μg/mL가 함유된 Luria-

Bertani agar (Becton Dickinson)에 넓게 퍼지도록 접종한 후 37℃에

서 밤새 배양하였다. 선택 배지에서 자란 흰색의 균 집락에서 β-

lactamase 유전자를 PCR 증폭시킨 후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해당 β-

lactamase 유전자가 클로닝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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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cloning strategy. pHSG398 vector and 

DNA containing bla gene are cut with restriction enzymes SacI and XbaI, 

and are ligated to form a recombinant plasmid. Vectors can be ligated with 

each other without the bla gene. The mixture containing recombinant 

plasmids and vectors without the bla gene are transformed into 

Escherichia coli TOP10 cells. E. coli TOP10 strains with the transformed 

vector will grow on chloramphenicol-containing media. Colonies with the 

DNA insert will not produce blue color, while colonies without the DNA 

insert will produce blu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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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β-lactamase 활성도 측정

(1) 균주 준비

TEM-1, SHV-1, 또는 SHV-11만을 생성하는 경우 β-lactamase 

과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균주들의 β-lactamase와

piperacillin-tazobactam 감수성이면서 TEM-1, SHV-1, 또는 SHV-

11만을 생성하는 표준 균주 (각각 E. coli ATCC 35218, K. 

pneumoniae K09-419, K. pneumoniae K11-248)의 β-lactamase 

활성도를 측정하여 값을 비교하였다. β-lactamase 활성도는 기존에 수

행된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β-lactamase assay kit (Sigma-Aldrich)

를 이용하여 제조사 설명문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32, 33). -70℃ 초

저온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대상 균주와 표준 균주를 실온에서 녹인 후

무게를 미리 재놓은 tube에 Luria-Bertani broth (Becton Dickinson)

15 mL를 넣고 McFarland Standard 0.05에 맞추어 균주를 접종한 후

McFarland Standard 0.5에 도달할 때까지 37℃에서 배양하였다. 이후

검체를 10,000 x g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버린 후 침

전물의 무게를 결정하였다. 침전물 무게 mg 당 5 μL의 β-lactamase 

assay buffer로 침전물을 용해시켰다. 세포들을 20% 진폭에서 15초 동

안 초음파 처리하고 얼음에 담아놓는 과정을 4회씩 반복한 후 4℃에서

16,000 x g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반응에 사용하는 상층액을 새

tube에 옮겨 담았다. 상층액 50 μL와 1:5와 1:25로 희석한 검체를

96-well plate에 서로 다른 well에 넣었다. 접종하는 대상 균주들의 농

도가 비슷하도록 대상 균주들의 세균 집락 수를 계산하여 1.0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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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U/mL에 근사함을 확인하였다. 

(2) Nitrocefin 표준용액

Nitrocefin 표준용액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nitrocefin 4 μL와

β-lactamase hydrolysis buffer 8 μL, DMSO (Sigma-Aldrich) 28 

μL를 섞어 2 nmol/μL의 nitrocefin 표준용액을 만든 후 60℃에서 10

분 동안 배양하였다. 실온에 둔 후 원심분리한 혼합액을 96-well plate

의 6개의 well에 각각 0, 2, 4, 6, 8, 그리고 10 μL 넣은 후 β-

lactamase assay buffer를 각 well에 100, 98, 96, 94, 92, 90 μL 혼

합하여 총 100 μL가 되도록 하였다.

(3) β-lactamase 활성도 측정

β-lactamase 활성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검체가 들어 있는 각 well

에 β-lactamase assay buffer 48 μL와 nitrocefin 2 μL을 섞은 혼

합액 50 μL씩 넣은 후 Versa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25℃, 490 nm에서 60분 동

안 kinetic mode로 흡광도 변화를 1분마다 기록하였다. Nitrocefin 표준

용액은 60분이 지난 후 endpoint mode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nitrocefin 표준 곡선을 구하였다. β-lactamase 활성도는 시간에 따른

흡광도 그래프의 초기 선형 단계에서 두 시점 (T1과 T2)에서의 흡광도

(ABS1과 ABS2)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ΔABS)을 nitrocefin 표준 곡

선에 대입하여 두 시점에서 가수분해되는 nitrocefin의 양 (Sa, 



- 38 -

nmole/well)을 계산하고 이를 반응 시간 (T2-T1)과 각 well의 검체량

으로 나누어서 결정하였다.

β-lactamase 활성도 =
Sa

�반응 시간�×Sv

Sa = Nitrocefin standard curve에서 T1과 T2 시간 동안 가

수분해되는 nitrocefin의 양 (nmole)

반응 시간 = T2 – T1 (분)

Sv = 각 well에 첨가한 검체의 양 (mL)

β-lactamase 활성도는 nmole/min/mL = mU/mL으로 보고하며 β-

lactamase 한 단위는 25℃, pH 7.0의 환경에서 분 당 1.0 μmole의

nitrocefin을 가수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효소의 양이다.

9)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1) E. coli MLST

E. coli의 경우 adk와 fumC, gyrB, icd, mdh, purA, recA 7개의

housekeeping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 대립유전자에 대해 Table 

5에 기술된 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시행하였다. 균주의 DNA를 얻

기 위해 Blood agar plate 에서 18-24시간 배양된 균주를 1 μL 접종

루프로 채취하여 500 μL D.W.에 부유한 후 볼텍싱하고 heat block 

(ALB64; SH Scientific, Sejong City, Korea)을 이용하여 100℃에서

10분간 가열하였다. 이후 13,000 rpm으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

액을 DNA로 이용하였다. PCR 반응액은 2 μL 10x buffer와 1.4 μL

MgCl2 (25mM), 1.6 μL dNTP (2.5 mM), 0.2 μL TaKaRa Taq 

(TaKaRa), 0.4 μL 각 primer, 3 μL genomic DNA 등을 포함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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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μL로 하였다. PCR은 Thermal iCycler syste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95℃로 2분간 초기 denaturation 후

95℃로 1분간 denaturation, 54℃로 1분간 annealing, 72℃로 2분간

extension하는 과정을 30 cycle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72℃로 5분간

elongation하는 과정으로 시행하였다. 단, gyrB와 mdh 유전자의 경우

60℃에서 annealing하였고, recA 유전자는 58℃에서 annealing하였다. 

증폭산물 5 μL를 1.2% agarose gel에서 100V로 40분간 전기영동하

여 band를 확인한 후 증폭산물을 대상으로 Macrogen Inc. (Seoul, 

Korea)을 통하여 PCR에서 사용한 primer를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다. 염기서열자료는 Seqencher 4.10.1 (Gene Codes 

Corp., Ann Arbor, MI, USA)을 이용하여 정렬하였고 균주의 7개의

housekeeping gene의 대립유전자 번호와 ST는 E. coli MLST 데이터

베이스 (http://enterobase.warwick.ac.uk/species/index/ecoli)를 이용

하여 결정하였다.

Table 5. Sequences of primers used for E. coli MLST

Primer 

name
Sequence 5’ → 3’

Expected 

size (bp)
Reference

adk_F ATTCTGCTTGGCGCTCCGGG
583

34

adk_R CCGTCAACTTTCGCGTATTT 34

fumC_F TCACAGGTCGCCAGCGCTTC
806

34

fumC_R GTACGCAGCGAAAAAGATTC 34

gyrB_F TCGGCGACACGGATGACGGC
911

34

gyrB_R ATCAGGCCTTCACGCGCATC 34

icd_F ATGGAAAGTAAAGTAGTTGTTCCGGCACA
878

34

icd_R GGACGCAGCAGGATCTGTT 34

mdh_F ATGAAAGTCGCAGTCCTCGGCGCTGCTGGCGG
932

34

mdh_R TTAACGAACTCCTGCCCCAGAGCGATATCTTTCTT 34

purA_F CGCGCTGATGAAAGAGATGA
816

34

purA_R CATACGGTAAGCCACGCAGA 34

recA_F CGCATTCGCTTTACCCTGACC
780

34

recA_R TCGTCGAAATCTACGGACCGG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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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 pneumoniae MLST

K. pneumoniae는 gapA와 infB, mdh, pgi, phoE, tonB, rpoB 7개의

housekeeping 유전자에 대해 Table 6에 기술된 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시행하였다. 균주의 DNA는 E. coli와 동일한 과정으로 준비하였

다. PCR 반응액은 E. coli MLST 과정과 동일하게 하되 rpoB 유전자

PCR을 시행할 때에는 1.0 μL MgCl2 (25mM)를 사용하였다. PCR은

94℃로 2분간 초기 denaturation 후, 94℃로 20초간 denaturation, 58℃

로 30초간 annealing, 72℃로 2분간 extension하는 과정을 35 cycle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72℃로 5분간 elongation하는 과정으로 시행하였

다. 단, rpoB와 pgi 유전자 PCR의 경우 56℃로 annealing하였고, gapA 

유전자는 66℃로, mdh 유전자는 60℃로 시행하였다. mdh 유전자의 경

우 denaturation과 annealing, extension하는 과정을 38 cycle 시행하

였다. 증폭산물 5 μL를 1.2% agarose gel에서 100V로 40분간 전기영

동하여 band를 확인한 후 증폭산물을 대상으로 Macrogen Inc. (Seoul, 

Korea)을 통하여 PCR에서 사용한 primer를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다. 염기서열자료는 Sequencher 4.10.1 (Gene Codes 

Corp., Ann Arbor, MI, USA)을 이용하여 정렬하였고 균주의 7개의

housekeeping gene의 대립유전자 번호와 ST는 K. pneumoniae MLST 

데이터베이스 (http://bigsdb.pasteur.fr/klebsiella/klebsiella.html)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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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quences of primers used for K. pneumoniae MLST

7개의 유전자좌 중에서 최소 6개 유전자좌의 대립유전자가 동일할 때

균주들의 ST가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Primer 

name
Sequence 5’ → 3’

Expected size 

(bp)
Reference

gapA_F TGAAATATGACTCCACTCACGG
663

35

gapA_R CTTCAGAAGCGGCTTTGATGGCTT 35

infB_F GTAAAACCTCGCTGCTGGAC
563

This study

infB_R AGTACCTTCGCGAACCAGAA This study

mdh_F GCGCTTGCCCTACTACTTAAG
871

This study

mdh_R GCGCGATATCTTTCTTCAGGG This study

pgi_F GAGAAAAACCTGCCTGTACTGCTGGC
718

35

pgi_R CGCGCCACGCTTTATAGCGGTTAAT 35

phoE_F GACTTCTTCGGTCTGGTGGA
545

This study

phoE_R TCGTTGATGCCGAGTTTGTT This study

tonB_F GATTTACCTCGCCGCTTTCC
586

This study

tonB_R GCAGATTATCAATGCGGCCA This study

rpoB_F GGCGAAATGGCWGAGAACCA
1076

35

rpoB_R GAGTCTTCGAAGTTGTAACC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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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대상 균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혈액에서 분리된 E. coli와 K. pneumoniae

375개의 균주 중 VITEK2 AST card (bioMérieux)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이나

piperacillin-tazobactam에는 감수성이 저하된 균주는 E. coli 6주와 K. 

pneumoniae 7주였고 piperacillin과 amoxicillin-clavulanate에는 내성

을 보이나 piperacillin-tazobactam에 대한 감수성 검사가 시행되지 않

은 균주는 E. coli 4주와 K. pneumoniae 4주였다 (Table 7). 이 21개

균주들을 대상으로 piperacillin-tazobactam 디스크 확산법과

cefotaxime E-test로 감수성을 재확인한 결과 E. coli 10개 균주 중 7

개는 piperacillin-tazobactam에 감수성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E. coli 3개 균주(E11-036, E14-118, E17-090)와 K. 

pneumoniae 11개 균주(K10-181, K10-258, K12-165, K13-029, 

K13-128, K14-010, K14-176, K15-090, K15-213, K15-215, 

K17-308)는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이고 cefotaxime에는 감

수성으로 표현형이 재확인되어 총 14개의 균주들을 최종 연구 대상 균

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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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tibiotic susceptibility of the 21 clinical isolates initially suspected to be piperacillin-tazobactam non-susceptible and 

cefotaxime susceptible by VITEK2

Strain
Year 

isolated

VITEK2 Disk diffusion E-test Study 

inclusionPIP AMX/CLA PIP/TAZ CTX PIP/TAZ
a

CTX
b

E. coli

E11-036 2011 R R R S 14 (R) 0.19 (S) Yes

E11-277 2011 R I ND S 24 (S) No

E12-084 2012 R I ND S 25 (S) No

E13-129 2013 R I ND S 25 (S) No

E14-012 2014 R I ND S 28 (S) No

E14-118 2014 ND R R S 16 (R) 0.094 (S) Yes

E16-006 2016 ND I R S 24 (S) No

E16-127 2016 ND I I S 25 (S) No

E16-170 2016 ND I I S 25 (S) No

E17-090 2017 ND R R S 18 (I) 0.094 (S) Yes

K. pneumoniae

K10-181 2010 R R S 10 (R) 0.5 (S) Yes

K10-258 2010 R R R S 15 (R) 0.75 (S) Yes

K12-165 2012 R R ND S 13 (R) 0.38 (S) Yes

K13-029 2013 R R ND S 13 (R) 0.19 (S) Yes

K13-128 2013 R I ND S 18 (I) 0.19 (S) Yes

K14-010 2014 R R ND S 10 (R) 0.19 (S) Yes

K14-176 2014 ND R R S 19 (I) 0.094 (S) Yes

K15-090 2015 ND R R S 18 (I) 0.19 (S) Yes

K15-213 2015 ND R R S 6 (R) 0.25 (S) Yes

K15-215 2015 ND R R S 15 (R) 0.094 (S) Yes

K17-308 2017 ND R R S 20 (I) 0.094 (S) Yes
a
Diameter of zone of inhibition in mm.

b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in μg/mL.

Antibiotic susceptibility wa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27).

S, susceptible; I, intermediate; R, resistant; PIP, piperacillin; AMX/CLV, amoxicillin-clavulanic acid; PIP/TAZ, piperacillin-tazobactam; CTX, cefotaxime; ND, not 

d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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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생제 감수성 양상

대상 균주들은 모두 ampicillin과 piperacillin에 내성을 보였으며

amoxicillin/clavulanate에 대한 감수성도 저하되어 있었다. 항생제 최소

억제농도는 Table 8과 Table 9에 제시하였다. Piperacillin-tazobactam

MIC 범위는 64/4 - >2048/4 μg/mL로, 3개 균주의 MIC는 >2048/4 

μg/mL, 2개 균주는 2048/4 μg/mL, 2개 균주는 1024/4 μg/mL, 1개

의 균주는 512/4 μg/mL로 매우 높은 MIC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tazobactam 대신 non-β-lactam-β-lactamase inhibitor인

avibactam을 사용하였을 때 MIC 값이 ≤1 – 8 μg/mL으로 현저하게

저하되었다(Figure 3). 모든 균주는 cefotaxime과 ceftazidime, 

cefepime, aztreonam, imipenem, meropenem, ertapenem에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대상 균주 중 K14-176과 K17-308은 1세대

cephalosporin인 cephalothin에 감수성을 보인 반면, 나머지 12주는 감

수성이 저하되어 있었다. Cefoxitin은 10개의 균주에서 감수성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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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tibiotic susceptibility of the 14 clinical isolates susceptible to broad-spectrum cephalosporins and resistant to 

piperacillin-tazobactam determined by disk diffusion method

a
Diameter of zone of inhibition wa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27, 29).

S, susceptible; I, intermediate; R, resistant; AMP, ampicillin; PIP, piperacillin; FOX, cefoxitin; CET, cephalothin; ATM, aztreonam; IMP, imipenem; MEM, 

meropenem; ERT, ertapenem.

Strain
Diameter of zone of inhibition (mm)

a

AMP PIP FOX CET ATM IMP MEM ERT

E11-036 0 (R) 0 (R) 17 (I) 0 (R) 28 (S) 27 (S) 30 (S) 30 (S)

E14-118 0 (R) 0 (R) 28 (S) 10 (R) 30 (S) 28 (S) 32 (S) 31 (S)

E17-090 0 (R) 0 (R) 20 (S) 8 (R) 28 (S) 27 (S) 31 (S) 31 (S)

K10-181 0 (R) 0 (R) 13 (R) 0 (R) 23 (S) 24 (S) 23 (S) 24 (S)

K10-258 0 (R) 0 (R) 14 (R) 9 (R) 24 (S) 26 (S) 27 (S) 25 (S)

K12-165 0 (R) 0 (R) 13 (R) 7 (R) 23 (S) 23 (S) 26 (S) 26 (S)

K13-029 0 (R) 10 (R) 22 (S) 15 (I) 25 (S) 25 (S) 25 (S) 26 (S)

K13-128 0 (R) 10 (R) 22 (S) 15 (I) 26 (S) 26 (S) 26 (S) 26 (S)

K14-010 0 (R) 13 (R) 18 (S) 15 (I) 23 (S) 26 (S) 26 (S) 24 (S)

K14-176 0 (R) 9 (R) 20 (S) 21 (S) 26 (S) 24 (S) 24 (S) 24 (S)

K15-090 0 (R) 10 (R) 22 (S) 16 (I) 26 (S) 25 (S) 25 (S) 24 (S)

K15-213 0 (R) 0 (R) 18 (S) 0 (R) 24 (S) 25 (S) 25 (S) 25 (S)

K15-215 0 (R) 0 (R) 24 (S) 11 (R) 28 (S) 24 (S) 25 (S) 26 (S)

K17-308 0 (R) 11 (R) 21 (S) 22 (S) 27 (S) 26 (S) 28 (S) 28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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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s) of antibiotics of the 14 clinical isolates susceptible to broad-spectrum 

cephalosporins and resistant to piperacillin-tazobactam determined by E-test or broth microdilution method

Strain
MIC (μg/mL)a

AMX/CLA
b

PIP/TAZ
c

PIP/AVI
c

CTX
b

CAZ
b

FEP
b

E11-036 16 (I) 512/4 (R) ≤1/4 0.190 (S) 0.5 (S) 0.75 (S)

E14-118 24 (I) 256/4 (R) ≤1/4 0.094 (S) 0.38 (S) 0.25 (S)

E17-090 16 (I) 512/4 (R) ≤1/4 0.190 (S) 0.38 (S) 0.25 (S)

K10-181 24 (I) >2048/4 (R) 8/4 0.500 (S) 2.0 (S) 0.75 (S)

K10-258 24 (I) 1024/4 (R) 8/4 0.750 (S) 3.0 (S) 0.75 (S)

K12-165 24 (I) 2048/4 (R) 8/4 0.380 (S) 3.0 (S) 0.75 (S)

K13-029 24 (I) 256/4 (R) 4/4 0.190 (S) 1.5 (S) 0.5 (S)

K13-128 24 (I) 512/4 (R) 4/4 0.190 (S) 1.0 (S) 0.38 (S)

K14-010 12 (I) >2048/4 (R) 8/4 0.190 (S) 0.75 (S) 0.125 (S)

K14-176 96 (R) 128/4 (R) 8/4 0.094 (S) 0.5 (S) 0.094 (S)

K15-090 24 (I) 512/4 (R) 4/4 0.190 (S) 1.0 (S) 0.38 (S)

K15-213 16 (I) >2048/4 (R) 8/4 0.250 (S) 3.0 (S) 0.75 (S)

K15-215 24 (I) 2048/4 (R) 4/4 0.094 (S) 0.75 (S) 0.38 (S)

K17-308 48 (R) 64/4 (R) 8/4 0.094 (S) 0.5 (S) 0.094 (S)
a
MIC wa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27, 29).

b
MIC determined by E-test.

c
MIC determined by broth microdilution method.

S, susceptible; I, intermediate; R, resistant; AMX/CLV, amoxicillin-clavulanic acid; PIP/TAZ, piperacillin-tazobactam; PIP/AVI, piperacillin-avibactam; CTX, 

cefotaxime; CAZ, ceftazidime; FEP, cefep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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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iperacillin-tazobactam (A) and piperacillin-avibactam (B)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s) against K12-165 (well B

through D) and K13-029 (well E through G) isolates determined by broth 

microdilution method. A11 and H11 wells are positive controls for bacterial 

growth whereas A12 and H12 wells are negative controls. Antibiotic 

concentrations of each well are described below the well number. 

Piperacillin-tazobactam MICs against K12-165 and K13-029 are 

>2048/4 and 1024/4 μg/mL, respectively. The MICs are markedly 

decreased with piperacillin-avibactam, to 8/4 and 4/4 μg/mL for K12-

165 and K13-029 isola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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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β-lactamase 유전자 검출

1) Simplex PCR을 이용한 β-lactamase 유전자 검출

연구 대상 균주들에서 TEM type과 SHV type, OXA-1 type β-

lactamase를 검출하기 위해 simplex PCR을 시행하였다 (Figure 4). 

E11-036 균주의 PCR 산물은 TEM type β-lactamase와 다른 크기

의 밴드를 나타내었으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을 때 TEM-1의 염기서열

과 일치하였다 (Table 10). E14-118와 E17-090 균주는 TEM type 

β-lactamase만을 생성하였고 염기서열 분석 결과 모두 TEM-1으로

확인되었다. K10-181과 K10-258, K12-165, K14-010, K15-213, 

K15-215 균주들은 SHV type β-lactamase만을 생성하였는데 이중

K10-181과 K12-165, K14-010, K15-213 균주들은 SHV-1을, 

K10-258과 K15-215 균주는 SHV-11을 생성하였다. K14-176 균

주는 TEM-30만을 생성하였다. K13-029와 K13-128, K15-090 균

주들은 TEM과 SHV, OXA-1 type β-lactamase를 모두 생성하였고

염기서열 분석결과 모두 TEM-1과 SHV-1, OXA-1로 확인되었다. 

K17-308 균주는 TEM-30과 SHV-11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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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ults from sim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ssays 

for (A) TEM type β-lactamase, (B) SHV type β-lactamase, and (C) 

OXA-1 type β-lactamase in 14 clinical isolates. All simplex PCRs were 

performed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Lane M1 and M2, 

100 bp DNA size marker; E. coli lane 1, positive control; lane 2, E11-036; 

lane 3 and 6, negative control; lane 4, E14-118; lane 5, E17-090; K. 

pneumoniae lane 1, positive control; lane 2, K10-181; lane 3, K10-258; 

lane 4, 8, 12, and 16, negative control; lane 5, K12-165; lane 6, K13-029; 

lane 7, K13-128; lane 9, K14-010; lane 10, K14-176; K. pneumoniae 

lane 11, K15-090; K. pneumoniae lane 13, K15-213; K. pneumoniae lane 

14, K15-215; K. pneumoniae lane 15, K1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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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β-lactamases in 14 clinical isolates detected by TEM type, 

SHV type and OXA-1 type simplex PCR

Strain β-lactamase

E11-036 TEM-1

E14-118 TEM-1

E17-090 TEM-1

K10-181 SHV-1

K10-258 SHV-11

K12-165 SHV-1

K13-029 TEM-1, SHV-1, OXA-1

K13-128 TEM-1, SHV-1, OXA-1

K14-010 SHV-1

K14-176 TEM-30

K15-090 TEM-1, SHV-1, OXA-1

K15-213 SHV-1

K15-215 SHV-11

K17-308 TEM-30, SHV-11

2) large-scaleblaFinder를 이용한 β-lactamase 유전자 검출

large-scaleblaFinder를 이용하여 대상 균주가 갖고 있는 β-lactamase

유형을 검출하였다 (Figure 5). K10-181과 K10-258, K12-165, 

K14-010, K15-213, K15-215 균주는 SHV (LEN, OKP) type (lane 

A1)만을 생성하였고, E11-036과 E14-118, E17-090 균주는 TEM 

type (lane A1)과 함께 이전 simplex PCR로는 발견하지 못한 BER 

(EC, KL, AmpC-10) type (lane C2)을, K14-176과 K17-308 균주

는 TEM type과 SHV (LEN, OKP) type (lane A1)을 동시에 생성하였

다. K14-176의 SHV (LEN, OKP) type은 이전 SHV simplex PCR로

는 검출이 되지 않았었다. 나머지 K13-029과 K13-128, K15-090

균주는 TEM type과 SHV (LEN, OKP) type (lane A1), OXA-1 type 

(lane D1) β-lactamase를 동시에 생성하였다. 각 β-lactamase 유전

자 유형에 해당하는 primer (Table 4)를 이용하여 simple PCR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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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Figure 6),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균주의 β-

lactamase 유전자를 결정하였다 (Table 11).

Figure 5. Results from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ssays 

in 14 clinical isolates. All multiplex PCR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large-scaleblaFinder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Lane M1, 100 

bp DNA size marker (Biosesang, Korea); lane M2, 100 bp plus DNA size 

marker (Bioneer, Korea); lane A1, A1 multiplex tube; lane A2, A2 

multiplex tube; lane B1, B1 multiplex tube; lane B2, B2 multiplex tube; lane 

C1, C1 multiplex tube; lane C2, C2 multiplex tube; lane D1, D1 multiplex 

tube; lane D2, D2 multiplex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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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s from sim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ssays in 

14 clinical isolate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multiplex PCR assay 

performed according to the large-scaleblaFinder. E11-036, E14-118, E17-

090, K13-029, K13-128, K14-176, K15-090, and K17-308 harbor 

TEM type β-lactamase (lanes 1 to 8). K10-181, K10-258, K12-165, 

K13-029, K13-128, K14-010, K14-176, K15-090, K15-213, K15-

215, and K17-308 harbor SHV (LEN, OKP) type β-lactamase (lanes 9 

to 19). E11-036, E14-118, and E17-090 harbor BER type β-lactamase 

(lane 21 to 23). K13-029, K13-128, and K15-090 harbor OXA-1 β-

lactamase (lane 25 to 27). Lane M1 and M2, 100 bp DNA size marker 

(Biosesa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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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β-lactamases produced by 14 clinical isolates

Strain
Piperacillin-tazobactam 

MIC
a

(μg/mL)
β-lactamase

E11-036 512/4 TEM-1, EC5-like1

E14-118 256/4 TEM-1, EC5-like2

E17-090 512/4 TEM-1, EC5

K10-181 >2048/4 SHV-1

K10-258 1024/4 SHV-11

K12-165 2048/4 SHV-1

K13-029 256/4 TEM-1, SHV-1, OXA-1

K13-128 512/4 TEM-1, SHV-1, OXA-1

K14-010 >2048/4 SHV-1

K14-176 128/4 TEM-30, OKP-A-12-like

K15-090 512/4 TEM-1, SHV-1, OXA-1

K15-213 >2048/4 SHV-1

K15-215 2048/4 SHV-11

K17-308 64/4 TEM-30, SHV-11
a
MIC determined by broth microdilution method

E11-036과 E14-118 균주는 TEM-1 외에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EC5 변이를 생성하였다 (각각 EC5-like1과 EC5-like2라고

명명). E14-118이 생성하는 EC5-like2 β-lactamase는 EC5 유전자

의 염기서열(KR010374)과 비교하여 3개의 뉴클레오티드 치환, 즉, 

G769A와 C1098T, G1099A 치환이 있었고 G769A는 L257F 아미노

산으로, C1098T과 G1099A는 A367T 아미노산 변이를 일으켰다

(Figure 7). E11-036이 생성하는 EC5-like1 변이는 E14-118이 생

성하는 EC5-like2 변이와 동일한 뉴클레오티드 치환을 갖고 있었고 추

가로 A119G와 G788A 치환이 있어 EC5와 비교하여 총 5개의 뉴클레

오티드 치환이 있었으며, A119G와 G788A 치환은 각각 K40R와

T263I 아미노산 변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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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lignment and comparison of amino acid sequences of β-

lactamase EC5 gene reference (KR010374) strain and E11-036 and 

E14-118 isolates. The sequence of EC5 gene of KR010374 is shown and 

only differences relative to KR010374 are indicated. Nucleotide numbers 

are shown at the end of the sequences. 

K14-176 균주는 TEM-30외에 새로운 OKP-A-12 β-

lactamase 변이를 생성하였다. 이 변이는 OKP-A-12 β-lactamase 

염기서열(AM850916)과 비교하여 6개의 뉴클레오티드 치환, 즉, C22A

와 G52C, C56T, G85A, A257G, G846C 치환이 있었고 이들은 각각

L8I와 A18P, A19V, V29I, Q86R, E282D 아미노산 변이를 일으켰다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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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lignment and comparison of amino acid sequences of β-

lactamase OKP-A-12 gene reference (AM850916) strain and K14-176

isolate. The sequence of OKP-A-12 gene of AM850916 is shown and 

only differences relative to AM850916 are indicated. Nucleotide numbers 

are shown at the end of the sequences.

4. β-lactamase 유전자와 piperacillin-tazobactam 내

성의 연관성

모든 연구 대상 균주는 piperacillin-tazobactam MIC값이 높았으나

다른 β-lactamase inhibitor인 avibactam에는 MIC값이 현저하게 저하

되어 균주들의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에는 β-lactamase 생성

이 관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각 균주들이 생성하는 β-

lactamase가 piperacillin-tazobactam을 분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β-lactamase 유전자를 클로닝시킨 후 항생제 MIC값을 측정하

였다. β-lactamase 유전자 클로닝을 위해 각 β-lactamase에 대한

primer를 Table 12와 같이 제작하여 PCR 증폭하였고 동일한 primer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균주에서 클로닝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확인하였다.

blaEC5를 클로닝을 한 경우 플라스미드 벡터만 갖고 있는 E. coli 

TOP10에 비해 piperacillin-tazobactam MIC가 8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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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blaSHV-1과 blaSHV-11 유전자를 클로닝 한 경우에는

piperacillin-tazobactam MIC가 16배 증가하였다. 반면, blaEC5-like1

과 blaEC5-like2, blaOKP-A-12-like 유전자의 경우 piperacillin-

tazobactam MIC가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 대신

blaEC5-like1와 blaEC5-like2 유전자의 경우 amoxicillin-

clavulanate MIC가 12배 증가하였다. blaTEM-1을 클로닝한 경우에

piperacillin-tazobactam MIC가 E. coli TOP10 (pHSG398) 균주에 비

해 128배 증가하였고 amoxicillin-clavulanate MIC는 8배 증가하였다.

blaTEM-30의 경우 amoxicillin-clavulanate MIC는 8배 증가하였고

piperacillin-tazobactam MIC도 32배 증가하였다. blaOXA-1을 클로닝

한 경우 piperacillin-tazobactam MIC가 E. coli TOP10 (pHSG398)에

비해 16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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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equences of primers used in PCR for cloning β-lactamase genes

Primer name Sequence (5’→3’)

pHSG398-SacI-EC5-F ATAGAGCTCAATGTTCAAAACGACGCTCTGCNCCT

pHSG398-XbaI-EC5-R CTTTCTAGATTACTGTAGAGCGTTGAGAATCTGCC

pHSG398-SacI-SHV-type-F ATAGAGCTCAATGCGTTATNTTCGCCTGTGTATTATCTC

pHSG398-XbaI-SHV-type-R CTTTCTAGATTAGCGTTGCCAGTGNTCGATCA

pHSG398-SacI-TEM-30-F ATAGAGCTCAATGAGTATTCAACATTTTCGTGTCGCCCTT

pHSG398-XbaI-TEM-30-R CTTTCTAGATTACCAATGCTTAATCAGTGAGGCACCT

pHSG398-SacI-TEM-1-F ATAGAGCTCAATGAGTATTTCACATTTCCGTGTCGCCCTT

pHSG398-XbaI-TEM-1-R CTTTCTAGA TTACCAATGCTTAATCAGTGAGGCACCT

pHSG398-SacI-OXA-1-F CAGAGCTCAATGAAAAACACAATACATATCAACTTCGCTA

pHSG398-XbaI-OXA-1-R GATCTAGATTATAAATTTAGTGTGTTTAGAATGGTGATCG

pHSG398-SacI-OKP-A-12-like-F ATAGAGCTCA ATGCGTTATNTTCGCCTGTGTATTATCTC

pHSG398-XbaI- OKP-A-12-like-R CTTTCTAGATTAGCGTTGCCAGTGNTCG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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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s) of antibiotics of the β-lactamase cloned E. coli TOP10 strains determined 

by E-test or broth microdilution method

Strain
MIC (μg/mL)a

AMX/CLA
b

PIP/TAZ
c

PIP/AVI
c

CTX
b

CAZ
b

FEP
b

E. coli TOP10 (pHSG398) 4 4/4 4/4 0.023 0.125 0.032

E. coli TOP10 (pHSG398-EC5) 16 32/4 2/4 0.094 0.75 0.19

E. coli TOP10 (pHSG398-EC5-like1) 48 4/4 ≤1/4 3 3 0.125

E. coli TOP10 (pHSG398-EC5-like2) 48 8/4 ≤1/4 1 2 0.094

E. coli TOP10 (pHSG398-SHV-1) 16 64/4 ≤1/4 0.064 0.75 0.19

E. coli TOP10 (pHSG398-SHV-11) 16 128/4 ≤1/4 0.094 0.75 0.19

E. coli TOP10 (pHSG398-TEM-30) 64 128/4 8/4 0.064 0.25 0.094

E. coli TOP10 (pHSG398-TEM-1) 32 64/4 4/4 0.094 0.75 0.38

E. coli TOP10 (pHSG398-OXA-1) 32 64/4 2/4 0.750 0.38 2

E. coli TOP10 (pHSG398-OKP-A-12-like) 6 ≤1/4 2/4 0.094 0.38 0.094
a
MIC wa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LSI guideline (27, 29).

b
MIC determined by E-test.

c
MIC determined by broth microdilution method.

AMX/CLV, amoxicillin-clavulanic acid; PIP/TAZ, piperacillin-tazobactam; PIP/AVI, piperacillin-avibactam; CTX, cefotaxime; CAZ, ceftazidime; FEP, cefep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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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mparison of piperacillin-tazobactam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s) of clinical isolates 

susceptible to broad-spectrum cephalosporins and resistant to piperacillin-tazobactam, and β-lactamase cloned E. 

coli TOP10 strains determined by broth microdilution method

Strain bla gene MIC (μg/mL) Strain MIC (μg/mL)

E. coli TOP10 (pHSG398) 4/4

E11-036 TEM-1, EC5-like1 512/4
E. coli TOP10 (pHSG398-TEM-1) 64/4

E. coli TOP10 (pHSG398-EC5-like1) 4/4

E14-118 TEM-1, EC5-like2 256/4 E. coli TOP10 (pHSG398-EC5-like2) 8/4

E17-090 TEM-1, EC5 512/4 E. coli TOP10 (pHSG398-EC5) 32/4

K10-181 SHV-1 >2048/4 E. coli TOP10 (pHSG398-SHV-1-K10-181) 32/4

K10-258 SHV-11 1024/4 E. coli TOP10 (pHSG398-SHV-11-K10-258) 128/4

K13-128 TEM-1, SHV-1, OXA-1 512/4
E. coli TOP10 (pHSG398-SHV-1-K13-128) 64/4

E. coli TOP10 (pHSG398-OXA-1) 64/4

K14-176 TEM-30, OKP-A-12-like 128/4
E. coli TOP10 (pHSG398-TEM-30) 128/4

E. coli TOP10 (pHSG398-OKP-A-12-like) ≤1/4

K17-308 TEM-30, SHV-11 64/4 E. coli TOP10 (pHSG398- SHV-11-K17-308)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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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β-lactamase 과생성 여부 분석

TEM-1 과 SHV-1, SHV-11 을 생성하는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균주들의 β-lactamase 과생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β-

lactamase 활성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해당 β-lactamase 을 생성하나

piperacillin-tazobactam 에 감수성을 나타내는 표준 균주의 β-

lactamase 활성도와 비교하였다 (Figure 9, Table 15). TEM-1 을

생성하는 균주 E11-036 과 E14-118, E17-090 의 β-lactamase 

활성도는 표준 균주인 E. coli ATCC 35218 의 β-lactamase 활성도에

비해 각각 15.616 배, 17.084 배, 그리고 7.982 배 증가되어 있었다. 

SHV-1 만을 생성하는 내성 균주 K10-181 과 K12-165, K14-010, 

K15-213 의 β-lactamase 활성도는 표준 균주인 K. pneumoniae 

K09-419 보다 각각 184.272 배, 158.356 배, 224.465 배, 211.858 배

증가되어 있었고, SHV-11 만을 생성하는 내성 균주 K10-258 과

K15-215 의 β-lactamase 활성도는 표준 균주인 K. pneumoniae 

K11-248 에 비해 각각 77.520 배, 496.763 배 증가되어 있었다. 한편, 

TEM-30 을 생성하는 K14-176 의 β-lactamase 활성도는 41.941 

nmole/min/mL 로 TEM-1 표준 균주에 비해 약 1.5 배 증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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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itial β-lactamase assay reaction of undiluted samples with 

nitrocefin. Well B4 through B9 are hydrolyzed nitrocefin standard solutions

of 0 (blank), 4, 8, 12, 16, and 20 nmole/well and well F4 through F9 are 

blank wells. Well D11 is positive control. Well D4 and E4 are duplicate 

assay reactions with E. coli ATCC 35218 (TEM-1 producer), well D5 and 

E5 are with K. pneumoniae K09-419 (SHV-1 producer), and well D6 and 

E6 are with K. pneumoniae K11-248 (SHV-11 producer). Well D7 and E7 

are assay reactions with E11-036 (TEM-1 producer), well D8 and E8 

with K10-181 (SHV-1 producer), and well D9 and E9 with K10-258 

(SHV-11 producer). E11-036, K10-181, and K10-258 rapidly 

hydrolyzed nitrocefin resulting in a color change of the reaction mixture 

from yellow to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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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β-lactamase activity of piperacillin-tazobactam resistant isolates producing TEM-1, SHV-1, or SHV-11

Strain β-lactamase
β-lactamase activity 

(nmole/min/mL)

Ratio of β-lactamase production of 

resistant strain to susceptible strain

E. coli ATCC 35218 TEM-1 28.077 -

K. pneumoniae K09-419 SHV-1 2.307 -

K. pneumoniae K11-248 SHV-11 3.306 -

E11-036 TEM-1, EC5-like1 438.466 15.616a

E14-118 TEM-1, EC5-like2 479.675 17.084
a

E17-090 TEM-1, EC5 224.115 7.982
a

K10-181 SHV-1 425.025 184.272b

K10-258 SHV-11 256.286 77.520
c

K12-165 SHV-1 365.248 158.356b

K14-010 SHV-1 517.730 224.465
b

K15-213 SHV-1 488.652 211.858b

K15-215 SHV-11 1642.325 496.763c

a
β-lactamase activity ratio of resistant strain to E. coli ATCC 35218.

b
β-lactamase activity ratio of resistant strain to K. pneumoniae K09-419.

c
β-lactamase activity ratio of resistant strain to K. pneumoniae K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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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LST

E. coli 3개 균주와 K. pneumoniae 11개 균주에 대해서 MLST를 시

행한 결과는 Table 10과 Table 11과 같다. E. coli 중 E14-118과

E17-090는 기존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ST이었고 E. coli 균주 3개

는 모두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없었다. K. pneumoniae 중 K15-213과

K15-215, K17-308도 기존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ST로 대립유전

자와 ST 번호를 새로 배정받았다. K10-181과 K10-258은 동일한

ST14였고 K13-029와 K13-128, K15-090도 모두 동일한 ST13이

었으며 다른 균주들은 서로 다른 ST이었다. 서로 다른 ST를 갖는 균주

들은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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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Sequence type of E. coli isolates according to multilocus sequence typing

Strain adk fumC gyrB icd mdh purA recA ST

E11-036 53 40 47 13 36 28 29 131

E14-118 36 24 (new) 13 17 11 25 (new)

E17-090 37 (new) (new) 37 17 11 26 (new)
ST, sequence type

Table 17. Sequence type of K. pneumoniae isolates according to multilocus sequence typing

Strain gapA infB mdh pgi phoE rpoB tonB ST

K10-181 1 6 1 1 1 1 1 14

K10-258 1 6 1 1 1 1 1 14

K12-165 4 9 2 1 13 1 16 974

K13-029 2 3 1 1 10 1 19 13

K13-128 2 3 1 1 10 1 19 13

K14-010 2 1 1 1 4 4 4 17

K14-176 17 19 39 39 51 18 72 196

K15-090 2 3 1 1 10 1 19 13

K15-213 2 9 2 1 13 1 469 (new) 2431 (new)

K15-215 2 3 2 6 1 4 12 3430 (new)

K17-308 3 5 95 1 12 1 12 3429 (new)
ST, seque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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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입

원한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된 E. coli와 K. pneumoniae 중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는 감수성을 보이나 piperacillin-tazobactam

에는 내성인 균주의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기전을 밝히고자 하

였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로 상기 표현형이 확인된 균주 총 14주는 모

두 또다른 β-lactamase inhibitor인 avibactam과 piperacillin 복합제

에는 현저히 억제가 되어 β-lactamase가 내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PCR을 통해 균주들이 생성하는 β-lactamase를 검출

하였고 해당 유전자를 클로닝시켜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을

때,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을 설명하는 β-lactamase로는 E. 

coli 균주 중 두 개의 균주는 TEM-1만을 갖고 있었고 한 개의 균주는

TEM-1과 EC5를 생성하였다. K. pneumoniae 균주 중에서 네 개의 균

주는 SHV-1만을, 두 개의 균주에서 SHV-11만을 생성하였다. 세 개

의 균주는 OXA-1을 TEM-1, SHV-1과 동시에 생성하였고 나머지 두

개의 균주는 TEM-30을 생성하였다. β-lactamase 활성도 측정 결과, 

SHV-1, SHV-11만을 생성하는 균주는 모두 β-lactamase를 과생성

하였고 TEM-1과 내성을 설명하지 않는 EC5 이형을 동시 생성하는 균

주 두 개도 β-lactamase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었다. 다양한 β-

lactamase를 생성한 균주들의 ST 분석 결과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을 띄는 이 균주들은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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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을 보이는 E. coli 와 K. 

pneumoniae는 대개 다제내성으로, CTX-M-15-like와 같은 ESBL를

동시에 생성하거나 KPC와 같은 carbapenemase를 생성한다(14, 36). 

반대로, ESBL을 생성하는 E. coli와 K. pneumoniae, 그 중에서도 특히

E. coli는 대개 piperacillin-tazobactam에 감수성이다. 미국에서 ESBL

을 생성하는 E. coli의 90% 이상이 piperacillin-tazobactam에 감수성

을 보이며 아시아에서도 2009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복강내 감염을

일으키는 ESBL E. coli의 86.8%가 감수성이다(37, 38). 그러나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는 감수성인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E. coli와 K. pneumoniae가 미국에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되

었고, 전체 E. coli와 K. pneumoniae 중 약 5%에서 이러한 표현형을

띄었다(21).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표현형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소아 혈액에서 분리된 E. coli와 K. pneumoniae 중

에서 약 3.7%에서 해당 표현형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이고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 감수성인 E. coli와 K. pneumoniae 14 균주

는 특정 한 클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고 서로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적었다. 1998년에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에서 분리된 31개

의 K. pneumoniae 균주를 분석한 결과 11개 균주가 amoxicillin-

clavulanate에 내성을 보였고 모두 IRT-2인 TEM-30을 생성하였다

(39). 이 내성 균주 클론은 모두 서로 연관성이 있었고 환자들은 모두

이전에 amoxicillin-clavulanate 복합제를 투약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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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항생제 사용으로 인하여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 내성을 띄는 특정 클론들이 선택되어 내성 균주들이 원내감염

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와 반대로 본 연구에서 균주들

이 서로 유전적으로 연관이 적었던 이유는 동일한 해에 분리된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균주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항생제 사용에 따른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균주의 유의미한 증

가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적어

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광범위 cephalosporin계 감수성인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균주들이 특정 클론에 기인하여 확산되

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19, 20). 하지만 piperacillin-tazobactam 사

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에 앞으로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균

주들의 분자유전학적 특성을 꾸준히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Inhibitor-resistant β-lactamase를 생성하는 것은 E. coli와 K. 

pneumoniae가 β-lactam-β-lactamase inhibitor에 저항성을 나타내

는 기전 중 하나이다. Inhibitor-resistant β-lactamase 중에서 E. 

coli는 대개 기존 TEM β-lactamase에서 아미노산 변이가 있는 IRT

를 생성하고, K. pneumoniae는 SHV β-lactamase 이형인 inhibitor-

resistant SHV (IRS)를 생성하며, 현재까지 약 160개의 IRT와 약 70

개의 IRS가 보고되었다(12, 40). IRT나 IRS 효소는 amino-, 

carboxy-, 그리고 ureido-penicillin계 항생제와 친화력은 감소되어 있

으며 clavulanate나 sulbactam, tazobactam과 같은 비가역적인 suicide 

inhibitor와는 변화된 상호작용을 하지만, 광범위 cephalosporin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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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hamycin계, carbapenem계 항생제에는 감수성을 띄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 본 연구에서 두 개의 K. pneumoniae 균주가 TEM-30를

생성하였고 이 두 균주는 또다른 β-lactam-β-lactamase-inhibitor 

복합제인 amoxicillin-clavulanate에도 내성을 띄었다. 한편, 1999년과

2010년 사이에 국내 소아에서 분리된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인

E. coli와 K. pneumoniae 중에서는 IRT나 IRS를 생성하는 균주가 없었

다(16). 스페인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amoxicillin-clavulanate

에 내성인 E. coli의 17.5%에서 IRT를 생성하였고 이중 28.9%가

TEM-30을 생성하였다(9). TEM-30은 TEM-1의 244번째 아미노산

인 arginine이 serine으로 치환된 β-lactamase이다(41). TEM-1 β

-lactamase의 arginine-244 잔기는 잘 보존된 아미노산 부위로

penicillin계 및 cephalosporin계 항생제와 수소결합을 이루는 데에 중

요한 역할을 하며 clavulanate와 같은 β-lactamase-inhibitor와 상호

작용하는 데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TEM-1 β-

lactamase의 arginine-244 잔기를 serine으로 실험적으로 치환시키면

clavulanate가 이 변이된 효소를 효과적으로 불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된

다(43). 이러한 Arg244Ser 변이된 β-lactamase를 생성하는 E. coli

가 1989년에 처음으로 임상 검체에서 분리가 되었고 이후 유럽 국가들

에서 산발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다(41, 44). 본 연구에서 TEM-30을

클로닝한 균주에서 amoxicillin-clavulanate MIC가 표준 균주에 비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piperacillin-tazobactam MIC도 뚜렷한 증가

를 보였다. TEM-30은 piperacillin-tazobactam를 잘 분해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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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TEM-30의 특성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네 개의 K. pneumoniae 균주는 SHV-1만을 생성하였

고 두 개의 K. pneumoniae 균주는 SHV-11만을 생성하였다. 두 개의

E. coli는 TEM-1과 EC5 변이를 동시에 생성하였으나 EC5 변이는 유

전자 클로닝 시켰을 때 piperacillin-tazobactam MIC에 영향을 주지 않

았다. 반면 TEM-1을 유전자 클로닝 시켰을 때 piperacillin-

tazobactam MIC가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K. pneumoniae 균주들은 염

색체에 SHV-1 β-lactamase를 지니고 있고 SHV-1와 SHV-11은

일반적으로 β-lactamase-inhibitor 복합제에 효과적으로 억제가 된다

(6). SHV-1에 아미노산 변이가 생기게 될 때에는 ESBL 활성을 보이

거나 β-lactamase-inhibitor에 내성을 보일 수가 있고, 특히 inhibitor 

내성인 변이는 대개 M69나 S130, K234, N276 위치에 변이를 갖고 있

다(45).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균주가 아미노산 치환 없이 SHV-1만 생

성할 경우, 이 β-lactamase를 과다 생성할 때 amoxicillin-

clavulanate를 포함한 β-lactam-β-lactamase-inhibitor에 억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46, 47). 마찬가지로 β-lactamase-inhibitor 복

합제는 일반적으로는 TEM-1을 생성하는 E. coli도 효과적으로 억제를

시킬 수가 있으나 TEM-1을 과생성하는 균주는 inhibitor에 저항을 띄

게 된다(47, 48). β-lactamase inhibitor는 TEM-1이나 SHV-1, 

SHV-11에 비가역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가수분해를 시키지만 β-

lactamase가 β-lactamase inhibitor의 억제 범위보다 더 많이 과생성

되면 β-lactamase inhibitor로 완전히 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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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am-β-lactamase inhibitor에 내성을 보이게 된다(33). TEM-1이

나 SHV-1 β-lactamase가 과생성되는 기전은 크게 3가지로, 강하게

발현이 되는 promoter가 있거나, 한 플라스미드 안에 여러 개의 β-

lactamase 유전자가 있을 때, 그리고 플라스미드 안에 하나의 β-

lactamase 유전자가 있으나 플라스미드 수 자체가 많은 경우이다(8, 

49). 본 연구에서는 β-lactamase 활성도 측정을 통하여 TEM-1이나

SHV-1, SHV-11을 생성하는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 균주들이

piperacillin-tazobactam 감수성을 보이는 TEM-1, SHV-1 표준 균주

에 비해 β-lactamase 활성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관찰하여 이들 균

주가 TEM-1과 SHV-1, SHV-11을 과생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TEM-1이나 SHV-1, SHV-11은 좁은 범위 cephalosporin계에

활성을 나타내지만 C-7 위치에 aminothiazole 그룹을 지니는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는 이들 β-lactamase 활성에 안정적이기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peptidoglycan 층의 합성을

저해하면서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균주가

TEM-1과 SHV-1, SHV-11을 과생성하는 경우 β-lactam-β-

lactamase inhibitor에는 내성을 띄지만 광범위 cephalosporin계에는 지

속적으로 억제가 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TEM-1과 SHV-1, SHV-11을 pHSG398 벡터에 유전

자 클로닝 후 만든 재조합 플라스미드로 형질전환된 E. coli TOP10 균

주의 piperacillin-tazobactam MIC가 해당 β-lactamase가 삽입되지

않은 pHSG398이 들어있는 E. coli TOP10 균주에 비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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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1과 SHV-1, SHV-11는 본래 piperacillin-tazobactam에 감수

성을 띄기에 이 유전자를 클로닝한 균주에서 MIC가 증가하게 된 배경은

pHSG398 벡터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pHSG398의 polylinker 

cloning site는 pUC18와 동일한데, pUC18 type 벡터는 copy number

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따라서 TEM-1과 SHV-1, SHV-11

을 이 벡터에 클로닝하였을 때 copy number가 올라가면서 MIC가 증가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 pHSG398에는 lac promoter가 있어 클로

닝된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발현하게 된다. pHSG398 자체의 특성 뿐만

아니라 클로닝한 β-lactamase 유전자에 강력한 promoter가 있어 과

발현이 되어도 β-lactam-β-lactamase MIC가 증가할 수가 있다

(51, 52). 본 연구에서는 β-lactamase를 cloning한 E. coli TOP10 균

주의 β-lactamase promoter 부위를 분석하지 않았으나 이 기전 또한

piperacillin-tazobactam MIC 증가의 기전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SHV-1 혹은 SHV-11만을 과생성하는 K. pneumoniae 

균주의 piperacillin-tazobactam MIC는 각각 >2048/4 μg/mL와

1024/4 μg/mL이었으나 이 두 β-lactamase를 cloning한 E. coli 

TOP10 균주의 MIC 값은 각각 32/4 μg/mL와 128/4 μg/mL로 MIC 

값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K. 

pneumoniae와 E. coli TOP10 균 자체의 특성의 차이 때문일 수가 있

으며 균주들에서의 plasmid copy number에 차이가 있거나 promoter 

발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K. pneumoniae

균주에서 SHV-1 혹은 SHV-11 β-lactamase가 없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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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racillin-tazobactam MIC는 알 수 없으며 균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cloning된 E. coli TOP10 균주들의 piperacillin-tazobactam MIC 값과

연구대상 균주들의 MIC 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 

스페인에서 수행된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2010년에 수집된

amoxicillin-clavulanate 내성인 257개의 E. coli 균주 중 67 균주

(26.1%)에서 OXA-1을 생성하였다(9). 아울러 미국에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수집된 amoxicillin-clavulanate 내성 E. coli 중에서

OXA-1 생성 균주는 15.3%이었다(53). OXA-1을 생성하는 균주는

TEM-1이나 AmpC를 과생성하거나 IRT를 생성하는 균주에 비해서는

amoxicillin-clavulanate MIC가 더 낮으나 ciprofloxacin이나

aminoglycoside보다는 더 높은 내성을 보인다(9). OXA-1을 생성하는

E. coli 균주는 amoxicillin과 tazobactam을 포함한 서로 다른 β-

lactamase inhibitor를 혼합한 복합제로 억제가 잘 되지 않는다(54). 최

근 인도에서 59개의 ESBL을 생성하면서 piperacillin-tazobactam 내

성인 K. pneumoniae 균주 중에서 12 (20.3%) 균주에서 OXA-1이 검

출된 바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스페인에서 OXA-1를 생성하

는 K. pneumoniae 균주 98개가 동정된 바 있다(55, 56). 흥미롭게도, 

이 균주들은 모두 ST14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OXA-1을 동

시에 생성하는 K. pneumoniae 균주 3개는 모두 같은 ST13이었고, 2주

는 같은 해에 분리되었다. OXA-1은 ESBL을 생성하는 β-lactamase 

inhibitor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들에서도 CTX-M을 포함한 다른 β-

lactamase와 더불어 동시에 생성이 되기도 한다(57). 국내에서 O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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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생성하는 균주가 특정 한 클론에서 기인하는지, 이들 균주가 다른

β-lactamase를 획득하여 다제내성의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mpC β-lactamase는 많은 그람음성 장내세균의 염색체에 부호화

되어 있는 효소로 평상시에는 발현이 낮게 되지만 β-lactam에 노출되

었을 때는 ampD나 ampR의 변이로 발현이 유도가 되는 특징이 있다

(58). 그람음성 장내세균 중 E. coli는 이러한 ampR 유전자가 없기 때

문에 AmpC가 유도되지는 않지만 프로모터와 감쇠 기전으로 AmpC를

조절할 수가 있다. AmpC는 penicillin계 항생제에 활성이 있고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는 더 높은 활성을 보이며 탈아실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해당 기질을 가수분해하는 속도가 낮아도 효소의 친화력

은 높다. AmpC β-lactamase는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 대응하도록

진화해왔으나 clavulanate와 sulbactam, tazobactam과 같은 β-

lactamase inhibitor의 AmpC에 대한 효과는 cephalosporin계보다도 상

당히 더 적다(58). EC5는 AmpC β-lactamase 중에서 E. coli에서 생

성이 되고 좁은 범위의 cephalosporin계 항생제를 가수분해하는 β-

lactamase이다(59). EC5를 생성하는 E. coli의 항생제 감수성에 대한

보고는 극히 드물지만, 본 연구에서 EC5를 클로닝한 균주에서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 MIC는 표준 균주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piperacillin-tazobactam MIC는 더 높게 증가하여 좁은 범위의 AmpC 

β-lactamase 특성이 잘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E. coli 2주에서

검출된 EC5 이형은 TEM-1가 동시에 생성되었을 때에는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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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halosporin계 항생제 감수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EC5 이형 유전자만을 클로닝시켰을 때, EC5에서 2개의 아미노산 변이

가 있었던 E14-118 균주의 EC5 이형 (EC5-like2)은 E. coli TOP10 

(pHSG398) 균주에 비해 cefotaxime MIC가 약 40배, ceftazidime 

MIC는 약 16배 증가하였고, 4개의 아미노산 변이가 있었던 E11-036 

균주의 EC5 이형 (EC5-like1)은 각각 130배와 24배 증가하였다.

AmpC를 과생성하는 균주는 ESBL 표현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EC5 이형을 생성하는 원균주가 extended-spectrum 

cephalosporin계에 감수성을 나타내었던 이유는 원균주에서는 EC5 이

형이 발현되는 정도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OKP-A-12에서 L8I와 A18P, A19V, 

V29I, Q86R, E282D 아미노산 변이가 있는 새로운 OKP-A-12 이형

이 K. pneumoniae 균주에서 검출이 되었다. OKP 효소를 TEM이나

CTX-M, SHV 유형의 β-lactamase와 동시에 생성하는 K. 

pneumoniae에 대한 보고는 극히 제한적이다(60). OKP를 생성하는 균

주는 대개 amoxi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반면, 약 11%에서 piperacillin

과 amoxicillin-clavulanate 복합제에 내성을 띈다. 성인 소변에서 분리

된 OKP-A-12를 생성하는 K. pneumoniae도 amoxicillin에만 내성을

보이며 amoxicillin-clavulanate, piperacillin,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는 감수성이다. 본 연구에서 분리된 OKP-A-12 이형을 클로

닝 시켰을 때도 pHSG398 벡터만 들어있는 E. coli TOP10 표준 균주에

비해 piperacillin-tazobactam에 잘 분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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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bactam은 class A와 class C, 그리고 일부 class D β-

lactam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non-β-lactam-β-lactamase 

inhibitor로 ceftazidime과 결합하여 합병 복강내 감염과 합병 요로감염

의 치료를 위해 2015년에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약제이

다(61).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균주들이 모두 piperacillin-

tazobactam에는 내성을 보였으나 piperacillin-avibactam 조합에는

MIC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여, 이 균주들이 생성하는 β-lactamase로

인해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을 보인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

었다. Avibactam은 β-lactam ring이 없는 diazabicyclooctane (DBO) 

inhibitor로, 일반적으로 β-lactam-β-lactamase-inhibitor는 β-

lactamase 아미드결합의 serine 활성 부위를 공격하여 아실화시킨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imine이나 enamine 중간산물을 통하여 효소가

acyl-enzyme 형태로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억제가 되도록 한다

(12). 반면 avibactam은 가역적인 억제 과정으로 acyl (carbamyl) 

enzyme을 빠르게 형성한다(62). Avibactam은 다른 β-lactamase 

inhibitor들과 비교하였을 때 IRS 변이에 대한 ampicillin의 효능을 회복

시키는 데에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3). β-lactam과

β-lactamase-inhibitor 복합제가 class A β-lactamase를 아실화시

키는 과정에는 E166과 촉매작용을 하는 물 분자, 그리고 K73이 초기

분해과정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와 더불어 S130도

아실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64). Avibactam과 IRS가 결합을

할 때 avibactam이 S70과 K73, S130, E166, A237, R244와 수소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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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카르바밀화가 가능한 유리한 곳에 위

치해 있다(63). Avibactam이 결합을 할 때에는 K234에서 시작하여

S130을 거쳐 S70을 통하여 양성자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β-

lactamase가 아실화되어, avibactam 복합제제가 β-lactam-β-

lactamase에는 내성인 β-lactamase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

다. 한편, avibactam도 S130G 변이를 지닌 IRS는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는 못하여 S130의 변이가 β-lactamase와 avibactam을 포함한 β-

lactamase-inhibitor가 결합하는 첫 단계에 영향을 주거나, β-

lactamase의 serine 활성 부위와 avibactam 사이에 acyl enzyme 결합

을 형성하는 데에 손상을 일으키는 핵심 기전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63).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균주들의 piperacillin-avibactam으로 인한

MIC 감소로 β-lactamase로 인하여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

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large-scaleblaFinder를 이용하여 대상 균

주들이 생성하는 β-lactamase를 검출하였으나,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β-lactamase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 새로운 유형의 β

-lactamase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로는 알 수 없다는 것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보다 정확한 내성 기전 규명을 위해서는 site-

directed mutagenesis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검출된 β-lactamase

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균주들이 piperacillin-tazobactam에 감수성을 띄

게 되는지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65). 연구의 또 다른 제한

점으로는 β-lactamase 활성도 측정 시에 사용된 균주의 농도이다.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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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amase가 nitrocefin과 반응할 때 시간에 따른 OD 값의 변화가 선

형을 그리는 초기 단계에서 β-lactamase 활성도를 계산을 해야 하지

만, piperacillin-tazobactam 내성을 보이는 TEM-1과 특히 SHV-1, 

SHV-11 생성 균주들은 β-lactamase 활성도가 매우 높아 1:25 희석

에도 nitrocefin을 분해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선형 그래프를 정확히 얻

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더 희석된 균주를 이용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β-lactamase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었을 것이며 아마도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값보다는 높은 값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β-

lactamase 활성도 측정 시에 모든 균주에 대해 3회씩 반복 실험하는 과

정으로 활성도 측정법의 재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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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에 감수성이나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을 보이는 E. coli와 K. pneumoniae는

IRT와 OXA-1, EC β-lactamase를 생성하고 TEM-1이나 SHV-1, 

SHV-11를 과생성하여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을 보인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들 균주는 특정 한 클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유전적 배경을 지니었다. 따라서, 광범위 cephalosporin계 항생제

에는 감수성이지만 piperacillin-tazobactam에 내성을 보이는 E. coli와

K. pneumoniae는 아직까지는 국내 의료기관과 사회에서 확산될 가능성

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Piperacillin-tazobactam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 항생제에 내성을 띄는 균주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β

-lactamase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역학적인 변화가 있는지 관찰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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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chanism for piperacillin-

tazobactam resistance in pediatric 

bloodstream isolates of Escherichia coli 

and Klebsiella pneumoniae susceptible 

to extended-spectrum cephalosporins

Mi Seon Han

Department of Pediatr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Piperacillin-tazobactam is widely used in children as 

an initial empirical antibiotic for suspected gram-negative 

infections and also known to reduce extended-spectrum β-

lactamase-producing organisms by sparing extended-spectrum 

cephalosporins. However, as piperacillin-tazobactam consumption 

is gradually increasing, isolates resistant to this antibiotic is also 

rising, and Escherichia coli and Klebsiella pneumoniae isolates 

susceptible to extended-spectrum cephalosporins but resis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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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racillin-tazobactam are isolated.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resistance mechanism of piperacillin-tazobactam in E. coli and 

K. pneumoniae.

Methods: E. coli and K. pneumoniae bloodstream isolates from 

childre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years 

2008 to 2017 were tested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initially 

using VITEK2-AST card. Piperacillin-tazobactam-resistant and 

extended-spectrum cephalosporins-susceptible phenotypes were 

reconfirmed by piperacillin-tazobactam disk diffusion test and 

cefotaxime E-test. Susceptibilities to 14 antibiotics were tested 

with disk diffusion, broth microdilution method and E-test. The 

presence of TEM type, SHV type, and OXA-1 type β-lactamases 

were identifi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β-lactamase 

types were detected using multiplex PCR with large-scaleblaFinder and 

sequences were analyzed. The bla gene reconfirmed by simplex 

PCR was cloned to the pHSG398 vector and the recombinant 

plasmid was transformed to E. coli TOP10 strain. Piperacillin-

tazobactam MICs were determined in the E. coli TOP10 strains with 

the bla gene insert. For strains only producing β-lactamase known 

to be susceptible to piperacillin-tazobactam, β-lactamase activity 

assay was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β-lactamase was 

hyperproduced. Multilocus sequence typing (MLST) of the iso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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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erformed to compare the sequence types (STs).

Results: Among the 375 E. coli and K. pneumoniae bloodstream 

isolates, 14 isolates were resistant to piperacillin-tazobactam and 

susceptible to extended-spectrum cephalosporins. Piperacillin-

tazobactam MICs of the isolates ranged from 64/4 to >2048/4 μ

g/mL. Combining avibactam, a non-beta-lactam-beta-lactamase 

inhibitor, with piperacillin had increased activity in these isolates, 

the ranges of MICs dramatically falling to ≤1 to 8 μg/mL. All three 

E. coli isolates produced TEM-1 along with EC5 or EC5 variants. 

Among the 11 K. pneumoniae isolates, four isolates produced only 

SHV-1 and two isolates only SHV-11. Other three isolates co-

produced TEM-1, SHV-1, and OXA-1, and one isolate produced 

TEM-30 and OKP-A-12 variant. One other K. pneumoniae isolate 

produced TEM-30 and SHV-11. E. coli TOP10 strains that had 

increased piperacillin-tazobactam MIC compared to the control 

strain were those transformed with EC-5, SHV-1, SHV-11, 

TEM-30, TEM-1, or OXA-1 β-lactamase cloned vectors. Strains 

producing SHV-1 and SHV-11 hyperproduced β-lactamase 75-

500 times higher than control strains, and strains producing TEM-1 

had 15 times increased β-lactamase activity compared to the 

control strain. All E. coli strains had different STs. Two K. 

pneumoniae strains had same ST14, and two strains were S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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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maining K. pneumoniae strains all had different STs and were 

not genetically related to each other.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roduction of diverse 

β-lactamases can explain piperacillin-tazobactam resistance in E. 

coli and K. pneumoniae bloodstream isolates that are susceptible to 

extended-spectrum cephalosporins. These strains are not 

epidemiologically related, hence it is less likely that one specific 

clone of isolates with this phenotype spread in hospitals and in the 

community. 

Keywords: piperacillin-tazobactam, antibiotic resistance, 

Enterobacteriaceae, bacter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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