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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ith the increase in multidrug-resistant (MDR) gram-negative
rods, colistin treatment is increasingly required. Reliable susceptibility testing
is important for managing infectious patients with MDR Pseudomonas
aeruginosa . This study evaluated the reliability of an automated colistin
susceptibility assay.
Methods: In total, 195 non-duplicated P. aeruginosa blood isolates were
collected from nine sentinel hospitals in Korea in 2020. Colistin susceptibility
with Sensititre KNIHCOL Trek diagnostic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
England), a commercial broth microdilution (BMD),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gram-negative MIC panel type 44 card (Beckman Coulter, USA).
Isolates with discrepant results were reconfirmed using AST-N225 (bioMérieux
SA, France).
Results: Categorical agreement was 92.8%, and nine colistin-resistant
isolates with BMD were colistin-intermediate with two automated colistin
susceptibility assays.
Conclusions: The failure to detect colistin-resistant P. aeruginosa could not
be safely excluded with an automated colistin susceptibility assay.
(Lab Med Qual Assur 2022;44:36-9)
Key Words Colistin, Automated susceptibility assay, Broth microdilution,
Pseudomonas aeruginosa
법(broth microdilution, BMD), gradient diffusion (Etest)

서론
Pseudomonas aeruginosa 는 임상에서 흔히 분리되

는 포도당 비발효 그람음성 막대균으로 눈과 화상창의 감염,
cystic fibrosis 환자의 폐렴, 골수염, 외이염 등을 일으킨다
[1]. P. aeruginosa 는 다제내성균인 경우가 흔하며, 여기에는

β-lactamase 생성, 유출펌프의 발현 및 내막단백질의 소실 등의
내성 기전들이 관여하고 있다[1].

및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2].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에서는

colistin의 감수성 시험법으로 Acinetobacter spp.에서는 BMD

만 승인하고 있고, Enterobacterales와 P. aeruginosa 에서는

BMD, CAT, 및 CBDE를 승인하고 DD와 Etest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3].

국가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구인 Korea Global Antimicrobial

Colistin 감수성 시험법으로는 디스크확산법(disk diffusion,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KorGLASS) 자료에 의하면,

출법(colistin broth disk elution, CBDE), 액체배지 미량희석

2020년 분리된 총 212주의 혈액 분리 P. aeruginosa colistin 내

DD), 한천희석법(colistin agar test, CAT), 액체배지 디스크 추

2017년에는 P. aeruginosa 의 colistin 내성 균주는 없었지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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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률이 14.6%로 크게 증가하였다(미발표 자료).

우 내성(resistant, R)으로 하였다[3].

는 상황에서 carbapenem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에서 매우 중요

ment, CA)과 IBM SPSS statistics ver. 23.0 for Windows (IBM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는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위

교하였다. Cohen’s kappa 계수의 판정기준은 <0.000(일치하지

국내에서 carbapenem과 colistin에 대한 내성 균주가 확산되

한 치료약제인 colistin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감수성 시험법이 매우

해 MicroScan WalkAway 96 Plus system (Beckman Coulter,
Brea, CA, USA)를 이용하고 있으며(MicroScan), 제조사의 지침

에 따라 Acinetobacter spp.에서는 감수성 검사의 신뢰도 문제로

colistin 결과는 보고하고 있지 않고, P. aeruginosa 에서만 보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 colistin 감수성 검사법의 신뢰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수집된 colistin 내성을 다수 포함한 P.

aeruginosa 균주의 자동화 검사법 결과를 CLSI에서 권고하고 있

두 방법 간의 일치도는 범주형 일치율(categorical agree

Corp., Armonk, NY, USA)로 Cohen’s kappa 계수를 구하여 비
않음), 0.000–0.100(거의 없는 일치도), 0.101–0.200(약간의 일
치도), 0.201–0.400(어느 정도 일치도), 0.401–0.600(적당한 일
치도), 0.601–0.800(상당한 일치도), 및 0.801–1.000(완벽한 일
치도)로 하였다.

결과
전체 195주를 비교하였을 때 표준방법인 BMD (Sensititre)

는 BMD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과 MicroScan 자동화 장비의 CA는 92.8%였고, kappa 계수는

재료 및 방법

치 결과를 보인 14주는 BMD에서 MIC 2 μg/mL로 I를 보인 5주

0.668 (P <0.001)로 상당한 일치도를 보였다(Table 1). 총 불일

KorGLASS 연구를 통해 전국 9개 종합병원에서 2020년 3월

부터 12월까지 수집된 총 195주의 혈액배양 P. aeruginosa 균

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전까지 순배양 집락을 10% skim

milk 배지에 분주하여 –7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Colistin
감수성 시험을 위해 BMD법은 상품화된 Sensititre KNIHCOL
Trek diagnostic system (Thermo Fisher Scientific, East

는 MicroScan으로는 모두 MIC ≥4 μg/mL의 R이었고, Vitek-2
으로는 모두 MIC ≤0.5 μg/mL로 I였다(Table 2). BMD으로 MIC
4 μg/mL로 R인 9주는 MicroScan (MIC ≤2 μg/mL)과 Vitek-2

Table 2. Pseudomonas aeruginosa isolates with results of
discrepant colistin susceptibility in two methods

Grinstead, England) 시약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대로 시험

No.

(Beckman Coulter) 카드를 사용하여 MicroScan WalkAway

D13

하였다. 자동화 검사법은 Gram negative MIC panel type 44

96 Plus system (Beckman Coulter)으로 시험하였고, 불일치 결

F1

France) 카드와 Vitek-2 (bioMérieux SA) 장비로 추가로 확인하

H7

과를 보이는 균주는 AST-N225 (bioMérieux SA, Marcy-l'Étoile,

였다. 결과 판정은 CLSI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수성 기준은 없이 최
소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2 μg/mL

이하인 경우 중간내성(intermediate, I)으로 4 μg/mL 이상인 경
Table 1. The concordance rate of colistin susceptibility test of
Pseudomonas aeruginosa isolates

Sensititre
Intermediate

Resistant
Total

MicroScan
Intermediate
164
9

173

Resistant

Total

5

169

22

195

17

26

Categorical agreement (%)=(164+17)×100/195=92.8%. Cohen’s
kappa coefficient=0.668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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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tre*

MicroScan*

Vitek-2

MIC
R/I/S
(μg/mL)

MIC
R/I/S
(μg/mL)

MIC
R/I/S
(μg/mL)

F5

H11
A20
B9

B19
D7

D10
E6

E22
F18
I20

2

I

2

I

2
2
2

I
I
I

>4

R

4

R

4
4

>4

4

R

≤2

4

R

≤2

4
4
4
4
4
4
4

R
R
R
R
R
R
R

≤2
≤2
≤2
≤2
≤2
≤2
≤2

R
R
R
I
I
I
I
I
I
I
I
I

≤0.5

I

≤0.5

I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I
I
I
I
I
I
I
I
I
I
I
I

Abbreviations: MIC,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R, resistant;
I, intermediate; S, susceptibility.
*Cohen’s kappa coefficient (susceptibility category of Sensititre
and MicroScan)=–0.849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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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 ≤0.5 μg/mL) 모두에서 I의 결과를 얻었다(Table 2). 불일

치 결과를 보인 14주의 BMD과 MicroScan의 Cohen’s kappa 계

수는 –0.849였고, Vitek-2의 경우 모두 I를 보여 분석할 수 없었다.

치 결과를 보였다[13]. 하지만 평가에 colistin 내성 균주 수가 충
분하지 않아,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Vitek-2에서는 균종별로 보고하지 않아야 할 항균제를 설

정하고 있지 않다. MicroScan (Beckman Coulter)에서는 P.

aeruginosa 에서는 다제내성 균주의 중요 치료약물인 tige

고찰
Colistin은 그람 음성 세균에 작용하는 polymyxin 계열

의 항생제로, 중대한 신독성으로 사용이 중지되었다가[5], 전
세계적인 카바페넴 내성 Enterobacterales, P. aeruginosa

및 Acinetobacter spp.의 분리가 증가로 다시 사용되고 있

다[6]. 최근에는 colistin에 대한 내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세

cycline 결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colistin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으로 수집된 총 195주의 P. aeruginosa 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BMD으로 내성이 확인된 26주가 포함되어 있어, 대표성 있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CLSI에서는 P. aeruginosa

과 Acinetobacter spp.에 대한 colistin과 polymyxin의 판정기

균 유전자에 위치하는 PmrABC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한 세균

준을 적절한 치료 용량으로 도달할 수 있는 혈중 농도를 감안하여

근에는 plasmid에 mcr 유전자를 가지는 세균의 확산도 보고

어[3], very major error와 major error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는

lipopolysaccharide의 변형이 가장 흔한 내성기전이며[7], 최

되고 있다[8]. 국내에서도 이제는 colistin 내성 P. aeruginosa

가 드물지 않으며, 해외에서 이미 mcr 을 plasmid에 보유한

P. aeruginosa 가 보고되어 있어[9], 국내의 colistin 내성 P.

감수성 카테고리 없이 ≤2 μg/mL를 I로 보고하도록 설정하고 있
없었다.

본 연구에서 표준방법인 BMD (Sensititre)와 MicroScan 자동

화 장비의 CA는 92.8%였고, kappa 계수는 0.668 (P <0.001)로

aeruginosa 도 mobile genetic element를 매개로 확산될 가능

상당한 일치도를 보여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colistin 감수성 시험

1976년 CLSI에서 colistin DD의 판정기준(breakpoint)를 모

동화 장비 모두 검출하지 못하여, 자동화 colistin 감수성 검사법

성이 높다.

든 그람 음성세균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가 약제부작용과 부적
절한 결과를 이유로 삭제하였다[10]. European Committee

o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에서는 2010년도
에 Enterobacterales, P. aeruginosa 및 Acinetobacter spp.
의 판정기준을 설정하였지만[10], CLSI에서는 2020년에 P.

aeruginosa 와 Acinetobacter spp.에 대해서만 BMD, CAT, 및

을 비교적 신뢰할 수 있었다. 하지만 BMD로 R인 9주를 두 종의 자
으로는 colistin 내성 P. aeruginosa 를 누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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