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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 약제감수성검사의 종류 

통상감수성검사

고체배지 

   - 비율법(proportion method)

   - 절대농도법(absolute concentration method)

   - 내성비법(resistant ratio method)

액체배지 

   - 자동화 액체배양 시스템

신속감수성검사

분자생물학적 방법

   - Sequencing

   - Line probe assay (LPA)

2. 통상감수성검사 

1. 고체배지 

    가.  비율법: 최소 2개 이상 희석배율이 다른 균액을 약제배지와 대조배지에 접종하여 전체 결핵균 

중에서 내성인 결핵균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특정 농도의 약제를 포함한 배지에서 자란 

집락수가 대조배지 집락수의 1% 이상이면 내성으로 판단. 

    나.  절대농도법: 표준 결핵균이나 감수성인 야생주의 발육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제별 최저 농도를 

설정하고 이 농도의 약제를 포함한 배지에서 20개 이상 균집락(1%)이 발육 시 내성으로 판정. 

    다.  내성비법: 시험균의 약제별 최소억제농도를 표준 결핵균의 최소억제농도 비에 따라 내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비가 8 이상이면 내성, 2 이하이면 감수성으로 판정. 4일 때는 재검. 

2. 액체배지 

    가.  자동화 액체배양 시스템: 내성비법에 근거하여 항결핵제 포함 배지와 대조 배지 간 증식을 

비교하여 1% 이상의 내성균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 

3. 결핵균 분자진단검사 권고요약

1. 결핵이 의심될 때 도말 및 배양검사와 함께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해야 한다(IA).

2. 다제내성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Xpert MTB/RIF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IA).

3. 신속하게 내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Xpert MTB/RIF를 시행해야 한다(IA).

4. 신속한 결핵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Xpert MTB/RIF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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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정성관리(laboratory test utilization management)란 검사에 필요한 자원들을 임상진
료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의 의뢰, 수행과정 및 결과 활용의 적절성을 모니
터링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진담검사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신포괄수가제의 도입 등 의료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체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품질은 유
지, 향상시키는 동시에 운영비용은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검사적정성관리의 최우선 목
표는 환자 진료에서 검체 검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가치는 비용 절감 또는 질 향상을 통해 
높아진다.

비용 절감에는 재정적 절약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임상 결과, 검사실 서비스
에 대한 환자와 임상의의 만족도, 그리고 환자 안전이 검사 품질 판단기준의 예이며, 환자 외에
도 의료진, 임상검사실, 의료기관 및 일반 인구집단도 적절한 검사적정성관리를 통해 이득을 얻
는다(표 1).

검사적정성관리를 위하여 과잉이용검사(overutilization test)나 부적절한 검사의뢰는 줄이고,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충분하게 활용(underutilization)되는 것을 방지하여, 검사자원의 활용도
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 피드백, 2) 검사 처방 관리, 3) 
검사 수행 과정의 관리, 4) 검사결과 활용도 관리(표 2).

이득 검사실 의료진 환자 의료기관 일반인구집단

총 관리 비용 절감 O O O O

검사실 비용 절감 O O O O

정확한 적시 진단 O O O O

불필요한 위탁검사 감소 O O O O

불필요한 채혈 감소 O O O

환자 만족도 증진 O O O O

환자 결과 증진 O O O O

표 1. 검사적정성관리에 따른 기대 효과

Improved test utilization for
clinical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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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제감수성검사 권고요약

1.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균주에 대해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한 신속감수성검사와 이소니

아지드와 리팜핀을 포함하여 통상감수성검사를 함께 시행한다(IA).

2.  항산균 도말이 양성인 경우 검체를 이용하여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한 신속감수성 검사

를 시행할 수 있다(IB).

3.  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에 내성이 검출된 경우 퀴놀론을 포함한 이차 항결핵제에 대한 신속

감수성검사와 통상감수성검사를 함께 시행한다(IA).

4.  감수성 결핵 환자에서 3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배양 양성인 경우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한 

신속감수성검사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을 포함하여 통상감수성검사를 다시 실시한다(IIIA).

5. 폐결핵 진단검사 

5

임상미생물에서의 검사적정성관리와 관련한 자료들은 다른 진단검사의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1) 의사 결정 지원 체계, 2) 근거중심의학의 적용, 3) 선별 알고리즘 
및 4)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능을 포함하여 다른 진단검사의학 분야와 동일한 전략을 임
상미생물의 검사적정성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한 문헌에서 임상미생물에서의 검사적정성관리
의 예로 언급한 것을 발췌하였다.

검사 전 단계 검사 단계 검사 후 단계

- 의료진 대상 설명회 등의 사용자 
   교육 및 연결

- 구시대적 검사 중단
- 국가 임상 지침에 근거한
   임상 감사 수행

- 입문, 교육, 지침 개발 등에 정식 기여 - 용어의 조화
- 검사 결과가 환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사용자와 함께 검사 설명서 개발 - 단위 표준화
- 검사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검사 결과에 포함

- 검사 목록 전산 개발.
   질환별 토는 질문별 프로파일 사용

- 참고구간 표준화

- 임상 지침상 목표 달성을 보장

- 검사실 목록 표준화

- 반복 검사 사이의 최소
   재검사 간격 적용

- 적절한 이차(reflex) 검사 활용

표 2. 검사적정성관리를 위한 중재 전략의 예

- 의사 결정 지원: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상 검사 선택

- 혈액 배양 오염 감소

- 해석 오류를 피하기위한 임상미생물 보고서의 적절한 형식

- 병원균의 신속 동정을 위한 MALDI-TOF 적용

- 카바페넴 및 기타 제한 항균제에 대한 관리

Improved test utilization for
clinical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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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세균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시험은 의료기관의 검사실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혐기성 세균에 의한 감염증의 증가와 내성균의 출현에 의한 치료의 실패로 인하여, 항균제 감

수성 시험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혐기성 세균의 항균제 감수성 시험에 대한 

적응증, 항균제 감수성 시험법과 내성양상 및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혐기성 세균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시험의 적응증

혐기성 세균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시험에 대한 적응증은 크게, 내성 양상의 분석을 위한 감시 목적

과 환자 개개인의 감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으로 또는 병원마다 항균제 내성 

양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항균제 내성 양상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는 경험적 항생

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또한 새로운 항균제의 여러 균종에 대한 항균력 판단을 위해서 항균제 감수

성 시험이 필요하다. 환자 개개인의 감염 치료를 위한 적응증은 다음 Table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1. The major indications for testing patient isolates 

Indication Example

Infection persists despite adequate therapy 

with an appropriate therapeutic regimen

Any anaerobe

Particular species of bacteria is implicated in 

disease

Bacteroides spp. 

Bilophila wadsworthia

Clostridium spp. other than C. perfringens

Fusobacterium 

Long-term therapy is needed Anaerobic organisms involved in osteomyelitis, 

endocarditis or brain abscess

Pivotal role of antimicrobial agent in clinical 

outcome

B. fragilis implicated in osteomyelitis or joint 

infection

Specific body site infections Bacteremia

Brain abscess

Endocarditis

Prosthetic device or graft infections

CLSI M11의 표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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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기성 세균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시험법

혐기성 세균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시험은 호기성 세균에 비하여 조건이 까다롭고, 산소에 노

출되어 사멸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 항균제 감수성 시험의 표준방법

은 한천희석법(agar dilution)과 액체미량희석법(Broth microdilution)이 있다. 한천희석

법은 모든 혐기성 세균을 시험할 수 있고, hemin과 vitamin K1을 첨가한 Brucella blood 

agar배지를 사용하고, 혐기성 조건에서 48시간을 배양해야 한다. Steer’s replicator을 이

용한 30개 균주를 한꺼번에 시험할 수 있으나, 약제를 농도별로 준비하여 한천배지를 제

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액체미량희석법은 Bacteroides  spp.와 Parabacteroides 

spp. 균종에 국한하여 시험할 수 있다. 그 외에, 의료기관 임상검사실에서 산발적으로 발

생하는 개개인의 환자를 위한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위해서, 디스크 확산법과 Etest를 이용

한 연구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각 검사방법의 장단점을 요약한 내용을 Table 2와 같다.  

Table 2.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of anaerobic bacteria

Method Pros Cons Comment

Agar dilution Validated method. 

Cost effective if many 

isolates are examined 

at the same time 

Labor intensive Reference standard

Broth microdilution Commercial assays are 

available, multiple

antibiotics in one 

microtiter tray, 

relatively inexpensive

Fixed antibiotics in 

commercial products,

medium labor 

intensive, only suitable

for the Bacteroides 

fragilis group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commercial products

Gradient strips Easy and flexible, 

can detect 

heteroresistance to 

some antibiotics

Expensive Concerns about 

performance and

warnings on specific 

agents

Disc diffusion Inexpensive, easy, 

flexible

No validated method, 

studied mainly

fast-growing 

anaerobic species

EUCAST development 

project

Clin Microbiol Infect. 2018;24:1139-48

#pioneering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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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기성 세균의 항균제 내성양상 및 기전

주요 혐기성 세균인 Bacteroides spp.와 Parabacteroides spp.에서 향균제 내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 2021년 CLSI M100에서 제시한 항균제 내성 양상의 자료는 2016년-2018년 동

안 미국의 여러 기관에서 수집한 혐기성 세균을 대상으로 내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자

료에 따르면 Bacteroides spp.와 Parabacteroides spp.에서 piperacillin-tazobactam, 

imipenem, meropnem, metronidazole 내성률은 5%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반

면에, cefoxitin, clindamycin, moxif loxacin에 대한 내성률은 40-50%이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반면에, 국내 분리 Bacteroides  spp.와 Parabacteroides  spp. 균주에서

는 piperacillin-tazobactam, imipenem, meropnem, metronidazole 내성률이 5-11%

을 보였고, moxif loxacin은 15-21%, clindamycin에 38-79%로, 균종에 따른 차이

가 있었다. 주요 b-lactamase 내성기전으로 cfxA, cepA, cfiA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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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출제자: 조해원 / 홍기호 / 이혁민 / 용동은 (연세의대)
토의자: 오예진 (녹십자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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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남환이 3일전부터의 발열 및 양하지 위약으로 응급실 내원하였다. 체온 39.3oC, 혈압 86/43 

mmHg 이었고, 최초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4,710/mm3 (neutrophils, 92.2%; lymphocytes, 5.2%; 

monocytes, 1.4%), C-reactive protein 286.06 mg/L, BUN/Cr 56.6/2.42 mg/dL, 알부민 2.9 g/dL, 

요추 MRI에서 infective spondylitis가 의심되었다. 농양 배액과 함께 경험적 항생제로 ceftriaxone

과 teicoplanin을 사용하였고, 혈액배양에서 Streptococcus intermedius가 분리되어 penicillin G로 

변경하여 투여하였다. 입원 35일째, ESBL 생성균이 뇨배양과 혈액배양에서 분리되어 imipenem을 

투여하였다. 입원 59일째, 38.1oC의 발열, 설사, 혈압 89/58 mmHg으로 Clostridioides difficile 감

염을 의심하였고, 분변 배양 및 분변 C. difficile toxin A/B 검사 양성으로 500 mg metronidazole 을 

8시간마다 경구 투여하였다. 입원 60일째 백혈구 39,560/mm3 (neutrophils, 89.4%; lymphocytes, 

6.2%; monocytes, 2.8%), BUN/Cr of 18.0/0.65 mg/dL, 알부민 1.8 g/dL이었고, 입원 61일째 설

사 증상 악화되고 복부 X-ray에서 paralytic ileus 소견이 관찰되어 250 mg의 vancomycin을 6시

간마다 경구 투여하였다. 8시간마다 metronidazole 500 mg 정주, 6시간마다 500 mg vancomycin 

enema 를 추가하였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고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이 진행되어 

입원 74일째 fecal transplantation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 1.  C. difficile 감염 환자에서 fecal transplantation 을 고려할 수 있는 임상 및 검사 소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문제 2.  주치의는 fecal microbiota 제제 공급을 진단검사의학과에 협진 의뢰하였다. 환자 안전과 관

련하여 공여자 선정에서 확인,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문제 3.  C. difficile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fecal transplantation 에서 공여자 및 환자의 

microbiota 분석이 필요할지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었다. Microbiota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



CASE 2CASE 2

출제자: 박재현 / 김택수 / 신수 (서울의대)
토의자: 유희진 (성균관의대)

출제자: 박재현 / 김택수 / 신수 (서울의대)
토의자: 유희진 (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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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발생한 소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입원 중인 77세 남자 환자에게서 소변배양이 의뢰

되었다. 소변배양에서는 105 CFU/ml의 집락이 관찰되었으며, VITEK 2 (bioMerieux, France)의 GN 

ID card로 동정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았다. 추가로 수행한 Shigella 항혈청(중겸, 대한민국) 검사는 

그림 2와 같았다. 

문제 1.  동정 결과에 대해 해석하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추가 검사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문제 2.  다음 WGS 결과를 동정하고, 본 증례와 연관하여 해석하시오. 

https://drive.google.com/file/d/1wX55OL_wy0MUN7yqgYbXNyB92aJtKMwU/view?usp=sharing

문제 3.  Shigella 속과 Escherichia 속의 명명법에 대해 논하시오.

그림 1. VITEK 2 GN ID card 결과 

  

그림 2. Shigella 항혈청 검사결과 

 

 

B: Group B (S. flexneri) 

C: Group C (S. boydii) 

D: Group D (S. sonnei) 

Case: 본 증례의 균주 

그림 1. VITEK 2 GN ID card 결과

그림 2. Shigella 항혈청 검사결과

B: Group B (S. flexneri)

C: Group C (S. boydii)

D: Group D (S. sonnei)

Case: 본 증례의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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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Ⅱ

Fig 1.  Amplification plots of SARS-CoV-2 reverse-transcription real-time PCR: 

(A) 1st day, (B) 2nd day

출제자 : 박근열 / 성흥섭 / 김미나 (울산의대)
토의자 : 박재현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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