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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apid increase in antimicrobial resistant bacteria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Streptococcus oralis is an early colonizer of the oral cavity that contributes 

to dental plaque formation. Many different genotypes can coexist in the same individual and cause 

opportunistic infection such as bacterial endocarditi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among blood culture isolates of S. oralis in Korea. S. oralis had 

been isolated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13. The resistance rate of 36 clinical 

isolates of S. oralis were 25.0% to penicillin, 22.2% to ampicillin, 19.4% to cefotaxime, 19.4% to 

cefepime, 2.8% to meropenem, 5.5% to clindamycin, 27.8% to chloramphenicol, 47.2% erythromycin, 

and 47.2% to tetracycline. None was resistant to vancomycin. Strict infection control and active 

surveillance program will be required to manage the antimicrobial resistanc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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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균의 항균제에 한 내성은 1920년  Alexander Fleming

이 penicillin을 개발한 후부터 문제가 되어져 왔으며 현재에

는 그람양성 세균에서만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와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MRSA,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보다 강력한 VRE의 

vanA 유전자를 획득한 황색포도알균인 vancomycin-resistant 

S. aureus (VRSA,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환

자가 보고되기에 이르렀다[1]. 

Streptococcus oralis는 인간의 구강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

는 상재균이며 기회감염균으로 viridans group streptococci 

(VGS)에 속한다. VGS세균들은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혈액감

염에서 그람양성균 중 약 23%, 심내막감염증의 약 17%를 차

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약 이러한 세균들이 항균제에 

내성을 획득할 경우 임상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2][3][4]. 

최근 병원환경에서 흔히 존재하는 MRSA와 VRE 세균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항균제가 임상에서 사

용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 상 세균이 아닌 일반적

으로 상재하는 이러한 세균들이 사용항균제에 한 내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혈액검체에서 분리된 S. oralis를 상

으로 다양한 항균제에 한 내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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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균주수집 및 동정

본 연구를 위하여 부산지역과 전북지역 학병원에서 2013

년 한 해 동안 혈액검체에서 S. oralis 균주를 수집하였으며 

분리된 균주는 순수배양하여 이온질량분석법의 하나인 ma-

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 (MALDI-TOF MS, Bruker Daltonic GmbH, 

Leipzig, Germany)와 16S rDNA 염기서열분석을 통하여 균종

을 동정하였다 <Fig. 1>[5]. 

<Fig. 1> Polymerase chain reaction amplification (A) and chroma-

togram (B) of 16S rDNA sequences of a S. oralis.

2. 항균제 감수성 검사

분리된 세균은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의 시험방법에 따라 디스크 확산법으로 수행하였다

[6]. 시험항균제는 penicillin, ampicilllin, cefotaxime, cefe-

pime, meropenem, clindamycin, chloramphenicol, eryth-

romycin, tetracycline 및 vancomycin을 사용하였다. 시험방법

은 아래와 같다.

먼저 세균은 혈액한천배지에 순수배양하여 이 세균을 tryp-

tic soy (TS) 액체배지에 밤샘배양한 후, 1%를 새로운 TS액체

배지에 탁도 0.5가 되게 배양한 배양액을 멸균된 면봉을 이용

하여 TS한천배지에 접종한다. 접종된 배양액이 약간의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시험항균제 디스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밤샘배양하여 결과를 판독한다<Fig. 2>. 

<Fig. 2> Antimicrobial susceptibilities of S. oralis by disk diffusion 

test. PEN, penicillin G; AMP, ampicillin; CTX, cefotaxime; 

FEP, cefepime; MRP, meropenem; TE, tetracycline; C, 

clindamycin; ERY, erythromycin; VANC, vancomycin.

III.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부산과 전북지역에서 S. oralis 41주를 수

집하였으며 이들에 한 균종확인을 위한 MALDI-TOF MS 

분석과 16S rDNA의 유전자 분석에서도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균주는 부산지역에서 36주가 수집되었고 

전북지역에서 5주가 수집되었다. 

<Fig. 3> Antimicrobial resistance rate of S. oralis isolates. PENG, 

penicillin G; AM, ampicillin; CTX, cefotaxime; FEP, cefe-

pime; MEM, meropenem; C, clindamycin; CC, chlor-

amphenicol; TET, tetracycline; E, erythromycin; VA, 

vancomycin.

균주의 항균제 내성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CLSI의 디스크 

확산시험에서 penicillin G 10주(24.4%), ampicillin 9주

(22.0%), cefotaxime 8주(19.5%), cefepime 8주(19.5%), mer-

openem 1주(2.4%), clindamycin 3주(7.3%), chlorampheni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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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26.8%), erythromycin 20주(48.8%), tetracycline 19주

(46.3%) 및 vancomycin 2주(4.9%)가 내성으로 확인되었으나 

penicillin G 19주(46.3%), ampicillin 20주(48.8%), cefotaxime 

31주(75.6%), cefepime 30주(73.2%), meropenem 40주(97.6%), 

clindamycin 38주(92.7%), chloramphenicol 29주(70.7%), eryth-

romycin 21주(51.2%), tetracycline 21주(51.2%) 및 vancomycin 

39주(95.1%)는 감수성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penicillin G

와 ampicillin 12주(29.3%), cefepime 3주(7.3%), cefotaxime 2

주(4.9%), chloramphenicol과 tetracycline 1주(2.4%)는 중간내

성으로 확인되었으며 meropenem, clindamycin, erythromycin 

및 vancomycin 항균제에 한 중간내성 균주는 확인되지 않

았다<Fig. 3>.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분리된 S. oralis는 erythromycin 항균제에 

전체 균주 가운데 48.8%가 내성으로 가장 흔하였고 tetracy-

cline에 46.3%의 균주가 내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 

외에 chloramphenicol은 26.8%의 균주, penicillin G 24.4%, 

ampicillin 22.0%, cefotaxime과 cefepime이 각각 19.5%, clin-

damycin 7.3%, vancomycin 4.9% 및 meropenem 2.4%의 순으

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치료에서 감염의 예방약 

등으로 처방되는 항균제 선택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져 왔던 

penicillin계와 cephalosporin계 항균제를 비롯한 β-lactam계 항

균제의 단독처방보다 β-lactam계 항균제와 β-lactam 억제제가 

포함된 약제 혹은 β-lactam계 항균제와 clindamycin 등과 같

은 다른 계열 항균제를 병합 처방하므로 예상치 못한 내성세

균에 의한 감염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혈액검체에서 분리된 41주 가운데 31.7% 

(n=13)가 3종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세균

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한 균주는 시험항균제 모두에 내성이었고 1균주(M3)는 8

개의 항균제에 내성이었으며 내성을 보인 항균제는 penicillin 

G, ampicillin, cefotaxime, cefepime, clindamycin, chlor-

amphenicol, erythromycin 및 tetracycline이었고 7개의 항균제

에 내성을 보인 4균주(M9, M34, M36, J4) 가운데 3균주는 

clindamycin를 제외하고 M3균주와 내성패턴이 일치하였으나 

J4균주는 penicillin G, ampicillin, cefotaxime, cefepime, clin-

damycin, erythromycin 및 tetracycline에 내성을 보였다. 여섯 

종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인 균주는 1균주(M29)는 penicillin 

G, ampicillin, cefotaxime, chloramphenicol, erythromycin 및 

tetracycline 항균제에 내성이었고 5종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

인 2주(M14, M15) 중 M14균주는 penicillin G, hlor-

amphenicol, erythromycin, tetracycline 및 vancomycin에, M15 

<Table 1> Characteristics of multidrug-resistant S. oralis isolates

Strain P AM CTX FEP MEM C CC E TE VA

M3 R R R R R R R R

M9 R R R R R R R

M10 R R R

M14 R R R R R

M15 R R R R R

M16 R R R R

M18 R R R R R R R R R R

M24 R R R

M29 R R R R R R

M30 R R R

M34 R R R R R R R

M36 R R R R R R R

J4 R R R R 　 R 　 R R 　

Abbreviation: P, penicillin; AM, ampicillin; CTX, cefotaxime; FEP, cefepime; MEM, meropenem; C, clindamycin; CC, chloramphenicol; TE, tetracycline; E, eryth-

romycin; VA, va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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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는 penicillin G, ampicillin, chloramphenicol, erythromycin 

및 tetracycline에 내성을 보였다. 네 개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

인 1주(M16) 균주는 penicillin G, ampicillin, cefotaxime, cefe-

pime 등 β-lactam계 항균제에만 내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개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인 3균주(M10, 

M24, M30)는 chloramphenicol, erythromycin 및 tetracycline에

만 내성을 보여 β-lactam계 항균제에는 내성을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다양한 항균제에 내성을 가지는 다제내성 세균의 

확산은 감염의 예방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다

제내성균의 감염증 치료에 사용된 항균제의 선택압을 상승시

켜 임상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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