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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항생제의개발과사용이후1960년 부터나타난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은지난수십년에거쳐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다. 병원감염의주된원인균이며, 병원내에토착화되어계속

적인증균과병원감염을유발시킬수있다. 또한다른종류의

항생제에도중복내성을나타내며, 내성이없는균보다강한병

원성을지니고있을가능성이높고, 집단감염을일으키는가

능성이커서유행성전염병균의특성을갖고있다(Yoon, 2001). 

현재임상에서분리되는황색포도알균의90% 이상은페니

실린내성균주이며메티실린내성균주의비율은나날이증가

하고있으며, 미국의경우병원내에서분리되는전체황색포도

알균 중에서 메티실린 내성 균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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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nosocomial pathogen worldwide.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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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A was isolated from ICU patients and its surrounding environment.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as con-
ducted for the detection of MRSA gene. The incidence of MRSA in the clinical isolates of Staphylococcus aureus was
examined by using a multiplex PCR. The spa gene of Staphylococcus aureus encodes protein A and is used for typing
of MRSA. We used sequence typing of the spa gene repeat region to study the epidemiology of MRSA at a hospital.
Results: Two different genotypes of MRSA were identified with 90 isolated from the patients and its surrounding envi-
ronments in the ICU. Conclusio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strategies for preventing
nosocomial infections. Genotyping may have more general application for the study of MRSA epidemic outbreak in hos-
pital and community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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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4%에 불과하 으나 1999년에는 50% 이상으로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CDC, 2004).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에

는 임상에서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의10% 미만이 MRSA이었

으나, 1980년 에서는 약 40-50% 정도로 증가되고 90년

초반에는 60%에 이르며(Ha, Kim, & Kim, 2003), 최근에는

약70-80%로보고되고있다(Kim, 1999: Kim & Hong, 2007:

Oh et al., 2001).

특히, MRSA에 의한 유행적 발생은 부분 중환자실이나

면역상태가 저하되거나 병원 치료나 항생제 사용이 길고 각

종 침습적 치료를 실시하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특수병동에

서주로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Oh et al., 2001). 

흔히MRSA는건강한사람에서는단순히보균자상태로있

지만 생체방어기전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폐렴, 패혈

증, 창상감염, 요로감염, 호흡곤란증후군등을유발하여높은

이환율과사망률을나타내어병원감염에심각한문제가되고

있다(Ha et al., 2003). 

병원내의 MRSA 감염은 환자나 병원 내 종사자의 비강에

보균상태로존재하면서사람의이동에따라전파가되는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보균자의 자가감염과 보균자 혹은 감염된

환자로부터 오염된 병원 내 종사자를 통한 전파의 예방이

MRSA에의한병원감염관리에매우중요하고하겠다(Kwon,

Kim, Kim, Chang, & Kwak, 2007). 또한 병원 내 환경 자

체가 병원감염의 원인균 전파의 감염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원 내 환경에서의 균의 오염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있다고본다.

한 병원내에서 MRSA 전파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원

에서 유행하는 MRSA 균주 간에 어떤 유전학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내에 토착화되

어 있는 MRSA의 클론이 몇 가지이며, 새로운 클론이 병원

내에정착되어자리를잡는지등의변화양상을규명하는것이

다(Lee, Park, Woo, Jung, & Kim, 2001). 그러나 국내에서

는 MRSA 보균실태에 한 몇몇 보고가 있으나 유전학적인

연관성에 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MRSA는 황색포도알균이 생산하는 β-lactamase에 분해

되지 않은 반합성 penicillin과 cephem계 약제에 해서도

내성을 갖는 균으로 mecA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페니실린

결합단백질2a (penicillin-binding protein 2a)를발현함으

로써항생제내성을유발하게된다. mec 유전자외에fem 등

의 유전자도 메티실린내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01). 황색포도알균에서 메티실린 내성 유전자

를신속하게검출할수있는방법이중합효소연쇄반응(Poly-

merase Chain Reaction, PCR)이며, 신속하게 유전자를 검

출로 환자의 치료나 감염의 확산 방지하는데 크게 효과적이

다. 또한, 원 내 환경 자체가 병원 내 감염의 원인균 전파의

감염경로가될수있으므로(Moon, Lee, & Kim, 2003), 병원

내 환자, 환경과 병원감염과의 관련성에 한 교차감염의 가

능성을 규명함으로써 의료인의 환경관리강화 및 감염관리에

한올바른방향으로수정하는계기를제공하게될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속하며, 재현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

려진중합효소연쇄반응을이용하여중환자실의환자및환경

의 병원감염의 중요한 원인균중인 MRSA 감염 간의 유전자

형 연관성 규명을 통하여 MRSA의 관리, 예방 및 항생제 선

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병원감염의기회를줄이고자본연구를시행하 다. 

2. 연구 목적

본연구의목적은중환자실에서분리된MRSA의유전자형

분석함으로써병원감염의예방을위한기초자료제공과병원

감염의 기회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1) 중환자실의원인균을파악한다.

2) 중환자실의MRSA 발생률과분포를파악한다.

3) 중환자실의물품환경의MRSA 오염률을파악한다.

4) 중환자실의 환자 및 환경에서 분리된 MRSA의 유전자

형관계를분석한다.

3. 용어 정의

1) MRSA

항생물질인 메티실린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알균으로

mec, nucgene을가지고있는것을의미한다.

2) 환경

생물에게 직접, 간접으로 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

회적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청소하기 전에

환자와관련된물품을말한다.

3) 유전자형분석

Multiplex PCR에서나온유전자I형, II형, III형, IV형중에

서 spa type에 의하여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것을 의미

한다(Kim & Ho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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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연구는중환자실에서분리된MRSA의유전자형을분석

하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D시내소재인A병원중환자실에서2007년12월부터2008

년 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관

련 병원기관과 부서에 협조를 의뢰한 후 입원 당시에 감염이

없었던 만 20세 이상의 환자 중 연구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구에 해설명한후연구목적을이해하고연구참여할것

을 동의한 136명과 그 환자가 사용한 물건과 관련된 환경을

상으로하 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1) 세균의 동정

도말, 그람염색에서포도상배열의그람양성알균이관찰되

고catalase, coagulase 및mannitol salt agar에서산을생

성하면황색포도알균으로간주하 다. 필요한경우에는Vitek

GPI card (bioMeriux, USA)로동정을확인하 다.

2) 환경

환자와관련된물품의환경으로멸균생리식염수를적신면

봉을사용하여침 레일, 침 옆탁자, 컴퓨터키보드, 드레싱

카, 심전도기, 주사기밧드, 수액세트에 연결된3-way stop-

cock, IV폴, 혈압계, 흡인용컵, 간호사 처치 , 창틀등에 표

면을 3회 문질러 mannitol salt agar에 접종하여 균 동종을

하 다.

3) 중합효소연쇄반응

PCR에 의한 mecA, nuc gene의 검출, Multiplex PCR과

spa PCR에의하여염기서열분석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mecA, nuc gene의 primer들은 포도알

균 속 메티실린내성균주와 관련 있는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선택적으로 증폭하기 위한 primer 1 (MR 1AAAATCGAT-

GGTAAAGGTTGGC/MR 2 AGTTCTGGCACTACCGGA-

TTTGC)과 황색포도알균 균주와 관련 있는 유전자의 특정부

위를 증폭하기 위한 primer 2 (nuc 1GCGATTGATGGTG-

ATACGGTT/nuc 2 AGCCAAGCCTTGACGAACTAAAGC)

를사용하 다.

(1) Multiplex PCR

Multiplex PCR에 사용한 primers는 포도알균 속 메티실

린내성균주와관련있는유전자의8개특정부위를선택적으

로 증폭하기 위한 primer 16개를 사용하여 SCCmec 유형을

파악하 다. 배양으로부터 DNA분리는 BHI에서 20시간 배

양한균주1 mL를4℃에서15,000 rpm으로5분간원침하여

상층액을제거한후50 mM EDTA (pH8.0) 480 μL, 10 mg/

mL lysozyme 60 μL, 1 mg/mL lysostphin 60 μL를혼합하

여37℃에서30분간반응시키고, 4℃에서15,000 rpm으로5

분간 원침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여 Nuclei lysis Solution

(Promega, USA) 600 μL를 넣어 혼합하여 80℃에서 5분간

반응시킨후실온에서10 mg/mL RNase을3 μL를첨가하여

37℃에서 30-60분 반응시켰다. 실온에서 Protein Precipi-

tation solution (Promega kit) 200 μL를혼합하여얼음에5

분간반응시킨후4℃에서15,000 rpm으로10분간원침하여

침전물을제거하고isopropanol 600 μL를분주한후4℃에서

15,000 rpm으로10분간원침하여상등액을제거하고침전물

을건조시켜70% ethanol 600 μL를첨가하여4℃에서15,000

rpm으로10분간원침하여상등액을제거한후10분간건조하

다. 건조된침전물에DNA Rehydration solution (Promega

kit) 100 μL를 혼합하여 65℃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황색포

도알균DNA로사용하 다.중합효소연쇄반응증폭은thermal

cycler (Nippon Genetics CO., Tokyo, Japan)에서 재조합

Taq DNA polymerase (TaKaRa Shuzo C., Ltd., Japan)를

이용하여수행하 다.

배양액으로부터분리한DNA에서gene의증폭을시행하기

위한총용량은25 μL로하 으며, 반응혼합액은1 μL의세균

용해액에primer 16개를각각0.2 μL, 0.4 μL, 0.8 μL씩, mix-

ture reagent (dNTP, Taq polymerase, MgCl2) 4.125 μL, 멸

균된증류수를넣어중합효소연쇄반응의최종액을맞추었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확인을 위해서 증폭된 데옥시리보핵

산 5 μL, loading buffer 2 μL 섞은 다음 2% agarose gel에

전기 동 장치를 이용하여 50 mV로 전기 동하 다. Gel을

light에 옮겨증폭된 DNA 절편을 확인하고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 하 다. 100 bp Ladder를 DNA size

maker로서사용하 다(Kim & Ho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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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a PCR

spa PCR에 의한 유전자형분석은 배양액으로부터 분리한

DNA에서gene의증폭을시행하기위하여spaprimer로F1

5′GACGATCCTTCGGTGAGC3′, R1 5′CAGCAGTAGTG-

CCGTTTGC3′을 사용하 다. 총 용량은 25 μL로 하 으며,

반응혼합액은1 μL의배양액으로부터분리한DNA에primer

F1과R1 각각1 μL, mixture reagent (dNTP, Taq polyme-

rase, MgCl2) 4.125 μL, 멸균된증류수를첨가하여다음과같

은 조건으로 반응시켰다. 초기 DNA 변성반응은 95℃에서

30초, primer 결합반응은 60℃에서 30초, 중합반응은 72℃

에서 45초로 맞추고 중합효소연쇄반응을 30회 실시하 다.

증폭반응이끝난후전기 동하고UV light에서관찰하여나

온 결과를 Jet sorb kit을 사용하여 DNA sequencing (바이

오닉스, 한국) 보내어판독하 다(Kim & Hong, 2007).

4. 자료분석방법

본연구는병원균의발생률과분포도는실수, 빈도, 백분율

을SPSS program (version 12.0)을이용하여분석하 으며,

중환자및환경에서검출된MRSA는전기 동하여자외선조

사하에서 관찰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DNA

Band를 관찰하여 나온 결과를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유전자

염기서열을판독하 다.

연구 결과

1. 중환자실의 원인균

중환자실에서 분리된 균 결과를 보면 환자 136명 중 82명

(60.3%)이Staphylococcus aureus으로가장높았으며, Kleb-

siella pueumoniae가 19명(14.0%), Pseudomonas aerugi-

nosa7명(5.2%) 순으로분리되었다.

중환자실별로 Staphylococcus aureus는 신경외과중환자

실45명, 내과중환자실21명, 외과중환자실16명순으로분리

되어 나타났다. Klebsiella pueumoniae에서는 내과중환자

실 9명, 신경외과중환자실 6명, 일반외과중환자실 4명 순으

로분리되었다(Table 1).

2. MRSA 감염의 발생률과 분포

중환자 88명으로부터 분리된 중 S. aureus 82명(93.2%),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6명(6.8%)로 분리되었

으며, 황색포도알균의 균채취 부위별로는 가래 71명(80.7%),

혈액8명(9.1%), 소변3명(3.4%) 순으로나타났다(Table 2).

중환자실의환자에서분리된황색포도알균82명중메티실

린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를 분리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가래

에서 67명(91.8%), 혈액에서 4명(5.5%), 소변에서 2명(2.7%)

으로분리되었다(Table 3).

3. 중환자가 사용한 물품의 환경의 균 오염률

청소를 하기 전에 중환자가 사용한 물품의 환경을 검사한

결과는 총 72주 가운데 17주에서 MRSA가 분리되었으며, 그

가운데 흡인용 컵 12주 중 9주(75.0%), 침 레일 15주 중 3

주, 창틀 5주 중 2주, 심전도기, 혈압기 및 간호사처치 에서

각각1주에서MRSA가분리되었다(Table 4).

Species
NICU 
No.

MICU
No.

Total
No. (%)

SICU 
No.

Acinetobacter calcoaceticus baumannii 0 3 0 3 (2.2)
Candida albicans 2 0 0 2 (1.5)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0 6 0 6 (4.4)
Enterocococcus faecalis 3 2 1 6 (4.4)
Enterocococcus  faecium 1 3 1 5 (3.7)
Escherichia coli 2 1 3 6 (4.4)
Klebsiella pueumoniae 6 9 4 19 (14.0)
Pseudomonas aeruginosa 7 0 0 7 (5.2)
Staphylococcus aureus 45 21 16 82 (60.3)

Total (%) 66 45 25 136 
(48.5) (33.1) (18.4)     (100.0)

Table 1. The kinds of microorganism isolated from patients in
ICU

Species
Blood 
No. (%)

Sputum  
No. (%)

Urine 
No. (%)

Total
No. (%)

Staphylococcus aureus 8 (9.1) 71 (80.7) 3 (3.4) 82 (93.2)
Coagulase negative 6 (6.8) 0 (0.0) 0 (0.0) 6 (6.8)

staphylococci

Total 14 (15.9) 71 (80.7) 3 (3.4) 88 (100.0)

Table 2. Distribution of Staphylococci Isolated from patients in
ICU

Specimen No. of S. aureus (%) No. of MRSA (%)

Blood 8 (9.8) 4 (5.5)
Sputum 71 (86.6) 67 (91.8)
Urine 3 (3.7) 2 (2.7)

Total 82 (100.0) 73 (100.0)

Table 3. Rates of colonization with methicillin-resistant Staphy-
lococcus aureus isolated from patients in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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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RSA 분리주의 유전자형 분석

중환자실의 환자와 물품의 환경에서 분리된 90주의 유전

자형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

났다. 90주에 한유전자형분석한결과중환자의균주는총

73주중SCCmec type IIa는59주, SCCmec type III는14주

로 분리되었으며, 환경의 균주 총 17주 중 SCCmec type IIa

는11주, SCCmectype III는6주를차지하 다.

유전자형에 한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spa type 02는

70주, spa type 37는 20주로 나타나 두가지 유형 양상을 보

다(Table 5).

논 의

현재MRSA는전세계적으로병원감염의중요한원인균으

로심각한문제가되고있으며, 최근에는MRSA 감염의치료

제인 vancomycin에 한 중등도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알

균이보고되어있어MRSA에 한효과적인감염관리는병원

감염에있어서가장중요하고시급한문제의하나로 두되고

있다(Lee et al., 2001). 이에본연구는중환자실에서분리된

MRSA의 유전자형 분석을 통하여 교차 감염을 확인하고 병

원감염의예방과감염의기회를줄이고자실시되었다.

먼저, 중환자에서 분리된 균 결과를 보면 Staphylococcus

aureus가 60.3%로 가장 높았으며, Klebsiella pueumoniae

14.0%, Pseudomonas aeruginosa5.2% 순으로분리되었다.

이러한본연구의결과는Kim 등(2006)의2004년도전국16

개 학병원중환자실병원감염감시결과와마찬가지로전체

적으로Staphylococcus aureus가가장많이분리되었다.

중환자실의 종류에 따른 균의 발생률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별로Staphylococcus aureus는신경외과중환자실,

내과중환자실, 외과중환자실, 내과중환자실순으로분리되어

나타났다.

선행연구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Girou과 Oppein

(2000)의병원감염발생률연구에의하면신경외과중환자실,

일반외과중환자실, 내과중환자실 순으로 보고하 다. 이와

같이병원감염은다른중환자실에비하여신경외과중환자실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비슷

하 다.

이와 같이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병원감염 이환이 높은

것은 Park (2006)의 연구에서 의식장애, 금식, 수술, 뇌혈관

조 술 및 각종 침습적인 기구의 사용이 관련요인으로 보고

하 다.

중환자실의 환자에서 분리된 황색포도알균 82명중메티실

린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를 분리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가래

에서 67명(91.8%), 혈액에서 4명(5.5%), 소변에서 2명(2.7%)

으로 분리되었다. Kim 등(1997)의 연구에서는 폐렴이 가장

많이발생하 고, 요로감염, 균혈증순이었다. 이는생체방어

기전이 저하된 환자에게 폐렴, 패혈증, 창상감염, 요로감염,

호흡곤란증후군등을유발하여높은이환율과사망률을나타

내어병원감염에심각한문제가될수있다(Ha et al., 2003).

MRSA가분리된물품의환경을보면흡인용컵, 침 레일,

창틀, 심전도기, 혈압기, 간호사처치 에서 MRSA가 분리되

어 이러한 물품이나 병실의 공유를 통해 다른 환자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손씻기, 환경개선,

무균술의준수및감염된환자의격리등이요구될것이다.

분자생물학의발전으로염색체유전자수준에서DNA 분석

Specimen No. of 
specime

No. of MRSA
isolates (%)

Bedside rail 15 3 (20.0)
Bedside table 3 0 (0.0)
Computer keyboard 4 0 (0.0)
Dressing cart 2 0 (0.0)
EKG pressure 5 1 (20.0)
Injection tray 3 0 (0.0)
IV therapy of the 3-way stopcock 3 0 (0.0)
Pole for IV 2 0 (0.0)
Sphygmomanometer 15 1 (6.67)
Suction of the cup 12 9 (75.0)
Treatment table for nurse 3 1 (33.3)
Window bar 5 2 (40.0)

Total 72 17 (23.6)

Table 4. Isolation of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i from envi-
ronment of ICU

MRSA: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SCCmec
type by:

Multiplex 
PCR

spa
type

Repeats*

No. of MRSA 
isolates

Patients
(n=73)

Environ-
ments
(n=17)

I -
II -
IIA 02............. r26r23r17r34r17r20r17r12r17r16 59 11
III 37............. r15r12r16r02r25r17r24 14 6
IV -

Table 5. Comparison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genotypes isolated from patients and environments in ICU

*: A numerical code was chosen for Ridom Staph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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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유전자형별이다양하게개발되어높은신뢰성과정확성

을바탕으로역학적연구에널리사용되고있으며, 유전자형을

이용한MRSA 감염원과전파경로를밝히려는연구들이많이

시행되고있으나아직은미흡한실정이다(Lee et al., 2001).

MRSA에의한유행발생을사전에파악하고방지하기위해

서는감염원및감염경로의정확한파악이필요하며, 이를위

한 조사방법으로 플라스미드 형별법, Pulsed field gel elec-

trophoresis, PFGE), PCR, 핵산염기서열분석법이사용되고

있다. PCR을 이용한 유전자 검출법은 MRSA뿐만 아니라 환

자의 감염, 전파 및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MRSA 감

염이 의심이 되는 환자의 검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MRSA를 검출해낼 수 있으며, 보균자에 해서 조기에 발견

하여 격리, 치료함으로써 MRSA 전파에 사전 차단과 집단감

염을조기예방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CR을 이용한 MRSA 유전자형을 검사한

결과, 환자와물품의환경에서분리된MRSA 유전자형IIa와

III형의 두 가지 유형을 보여 환자, 환경 간에 주로 단일 유행

클론이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두 집단 간

에 교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oon 등

(2003)의연구를보면치과진료실에서MRSA의유전자형분

석한 결과 소수에서 II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Kim과 Hong

(2007)의신경외과중환자실의유전자형연구결과와도일치

하 다. 최근에는국내에서는II형이50-60% 차지하고III형,

IV형의순이며, I형은보고가없어아주드물거나없는것을추

정된다. 1980년 초에는I형과IV형SCCmec를가진MRSA

에서 II형 SCCmec을 가진 MRSA로 바뀌었음을 보고하 다

(Antimicrobial Resistance Newsletter, 2004).

이는 MRSA가 병원 내에 여러 클론의 형태로 토착화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균의 전파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항생제의 투

여, 적극적인감염관리, 병원감염의감시및교육체계를보다

확실히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병원내의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으로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환자실의 환자 및 환경의 병원감염의 중요한

원인균중인MRSA 감염간의유전자형연관성규명을통하여

MRSA의 관리, 예방 및 항생제 선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주는자료를제공하며또한원내감염의기회를줄이

기위해시도된서술적조사연구이다. 

2007년12월부터2008년5월까지D시내소재인A병원중

환자실 입원환자 및 환경을 상으로 하 다. 세균의 동정은

도말, 그람염색에서포도상배열의그람양성알균이관찰되고

catalase, coagulase 및mannitol salt agar에서산생성하면

황색포도알균으로 간주하 다. 필요한 경우에는 Vitek GPI

card (bioMeriux, Hazelwood, MO, USA)로 동정을 확인하

으며, Multiplex PCR을이용하여유전자형을분석하 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 중환자실에서 분리된 균 결과를 보면 환자 136명 중 82

명인60.3%로Staphylococcus aureus가 가장높았으며, 신

경외과중환자실, 내과중환자실, 외과중환자실순으로분리되

어나타났다.

2) 중환자 88명으로부터 분리된 중 S. aureus 93.2% (82

명),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6.8% (6명)로 분리

되었으며, 황색포도알균의 균 채취 부위별로는 가래 80.7%

(71명), 혈액9.1% (8명), 소변3.4% (3명) 순으로나타났다.

3) 중환자실의 환자에서 분리된 황색포도알균 82명 중 메

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균주를 분리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가래에서91.8% (67명), 혈액에서5.5% (4명), 소변에서2.7%

(2명)로분리되었다.

4) 청소를 하기 전에 중환자가 사용한 물품의 환경을 검사

한 결과는 총 72주 가운데 17주에서 MRSA가 분리되었으며,

그 가운데 12주의 흡인용 컵 중에서 9주(75.0%)에서 MRSA

가분리되었다.

5) 중환자실의 환자와 물품의 환경을 유전자유형을 분석한

결과, 두가지유형이보 으며, 같은양상을나타났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통해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1) 중환자실에서MRSA 분리율감소를위한효과적인관리

를위해병원내에토착화되어있는균주들의집중관리및환

자간의전파차단등을위한전략의필요성이제기되어야하

겠다. 

2) 향후 병원 내 MRSA 감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병원 간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전파경로에 관한

연구가시도하여야할것이다.

3) 항생제 남용에 따른 균의 내성을 감소하기 위한 다제내

성황색포도알균의약제내성의실태와유전자차원에서연구

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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