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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a serum-based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testing to caspofungin was optimized 

and evaluated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conventional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guideline-based 
antifungal agent MIC test and the usefulness of this testing for clinical application was determined. A total of 105 Candida 
albicans clinical isolates were used for measuring MIC to caspofungin. Results showed that growth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ypes of serum and the mouse serum was the most suitable for this assay. In order to measure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mouse serum, 0 to 100% mouse serum were added to the media during fungal culture.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serum was 50% when consideration of antifungal agent administration and inoculum size, 

serum components and ease of hyphae separated,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growth. In comparison of the 
usefulness between the conventional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ssay and 50% mouse serum-based 
MIC testing, the range of MIC80 of the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ssay was 0.13~2.0 μg/mL (SD ±0.42 
μg/mL) and that of the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 was 2.0~32.0 μg/mL (SD ±9.01 μg/mL). The range of 
MIC50 of the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ssay was 0.13~2.0 μg/mL (SD ±0.40 μg/mL) and that of the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 was 1.0~16.0 μg/mL (SD ±2.36 μg/mL). The MICs of 50% mouse serum-based 

MIC testing was increased by up to 4 to 64 times than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ssay. In conclusion, a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 was more useful for measuring MIC in Candida albicans clinical isolates than 
conventional colorimetric broth microdilution MIC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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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andida albicans는 전체 진균혈증 원인의 약 50~70%

를 차지하며(Pfaller MA., 1996), 주로 인체 피부나 점막의 

정상 상재균으로 존재하고 있고,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

의 혈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부위에서도 흔히 분리

된다고 알려져 있다(Shin JH et al., 1999). 칸디다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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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emia)은 인체 피부 및 점막의 Candida 속 정상 상

재균 무리가 혈류(bloodstream) 내로 유입되거나 혹은 오

염된 수액, 의료기기, 의료진 등 오염된 병원환경으로부

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혈류로 유입되어 일어나게 된다

(Pfaller MA., 1996). 

다양한 항진균제(antifungal agents) 중 Echinocandin계는 

세포벽의 주요 구조인 β-1,3-glucan의 합성을 억제하며, 대

표적으로 caspofungin이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고, 그 외에도 anidulafungin, micofungin 등이 포함된다

(Kanafani ZA et al., 2008). 

최근 항진균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이전

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던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율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다(White TC et al., 1998). Candida 감염에는 치료와 예방

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Echinocandin계 항진균제인 caspo- 

fungin과 Azole계 항진균제인 fluconazole이 자주 사용됨에 

따라 칸디다증(Candidiasis)에서 이 항진균제들에 대한 내

성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Pfaller MA et al., 1997). 진균 

감염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항진균제의 적용이 일반적이나, 

현재 임상에서는 지속적인 발열을 동반하는 호중구감소

증(neutropenia) 환자,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백혈병환자, 저체중신생아 등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들에 대해서는 항진균제 사용 농도를 의사의 경험적 치료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Healy et al., 2005; Walsh TJ et 

al., 2004). 이러한 경험적 항진균제 투여는 발열, 오한, 저

혈압, 오심, 구토 등의 이상반응 발생률을 높일 위험이 높

으며, 장기간 투여 시 신장 독성과 같은 부작용 문제가 

증가되어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인 항진균제의 선택 및 정

확한 투여량 결정을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가 요구된다. 

현재 표준화된 항진균제 MIC 측정법으로는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가이드라인을 이

용한 방법, E-test, 디스크 확산법,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

하는 방법, 세포 내 Ergosterol 측정법 등과 같이 생체 외

(in vitro) 반응을 기반으로 한 검사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Rex JH et al., 2001), 이 검사법들은 생체 외와 생체 내(in 

vivo)에서의 반응에 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에 그 분석 결과에 따른 임상에서의 적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105주의 C. albicans 임상분리

균주를 대상으로 serum-based MIC 측정법의 각 조건에 

따른 결과를 기존의 CLSI 가이드라인을 변형한 Alamar-

modified broth microdilution법에 의한 MIC 측정치와 비

교하였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여 기존 검사법의 제한점 

극복 가능성 여부 및 임상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임상분리균주(Clinical isolates) 

한국의진균자원은행(Korean Culture Collection of Medical 

Fungi, KCMF)에 기탁되어 있는 105주의 C. albicans 임상

분리균주와 1주의 C. albicans ATCC 10231 표준균주를 분

양 받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총 105주의 C. albicans 임

상분리균주는 혈액검체 유래 52건, 소변검체 유래 9건, 객

담검체 유래 9건, 피부검체 유래 7건, 체액검체 유래 4건, 

카테터 유래 3건, 농(pus)검체 유래 1건, 기타 검체 유래 

20건이 포함되어 있다. 

 

Fig. 1. Culture characteristics of C. albicans according to types of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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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법을 이용한 cas- 

pofungin에 대한 MIC 측정 

C. albicans 임상분리균주의 MIC 측정은 변형된 CLSI 

가이드라인 M27-A3에 따라 진행하였다(Rex P et al., 2008; 

Tiballi RN et al., 1995). 항진균제인 caspofungin (Merck, 

USA)은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최종 3 mg/mL

의 농도로 만들었고, 연속 배수로 희석하여 최종농도의 

범위가 0.003~2 μg/mL가 되도록 하였다. C. albicans 균주

를 Sabouraud dextrose agar (SDA) 평판배지에 접종 후 

35℃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 개 정도의 집락을 

취한 후 0.85% 식염수에 균을 현탁한 후 u-bottom shaped 

96-well plate를 이용해 5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균주는 적정 흡광도 값인 0.9~1.07 (1.5 × 107~2.0 × 

107 cell/mL)에 맞추어 준비하였다. 준비된 균 혼탁액을 

RPMI-MOPS 배지를 이용해 1/10~1/100로 단계 희석한 후 

균 혼탁액의 1/4에 해당하는 양의 Alamar blue (Serotec 

Ltd, USA)를 첨가하고 잘 섞은 후 125 μL씩 각 well에 

분주하였다. 성장 대조군은 동일하게 125 μL의 균 혼탁

액을 분주하였고, 배지 대조군에는 균 혼탁액 첨가 없이 

RPMI 배지에 1/4의 Alamar blue만을 섞은 후 분주하였다. 

균 접종 후 35℃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결과판

정은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해 570 nm와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erum-based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법을 이용한 cas- 

pofungin에 대한 MIC 측정 

RPMI 배지에 human serum (human male, type AB: Sigma, 

Hungary), mouse serum (Equitech-Bio, USA), horse serum 

(Gibco, New Zealand)을 농도 별로 각각 첨가하여 서로 

다른 시험군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2x Ferric ammonium 

citrate (Sigma, USA) 배지를 준비해 모든 well에 100 μL씩 

분주하였다. 항진균제인 caspofungin은 DMSO에 녹여 최

종 3 mg/mL의 농도로 만들었고, 연속 배수로 희석하여 

최종농도의 범위가 0.06~32 μg/mL이 되도록 하였다. C. 

albicans 균주를 SDA 평판배지에 접종 후 35℃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 개 정도의 집락을 취해 0.85% 

식염수에 균을 현탁한 후 u-bottom shaped 96-well plate를 

이용해 5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균주는 적정 흡

광도 값인 0.9~1.07 (1.5 × 107~2.0 × 107 cell/mL)에 맞

Fig. 2. Culture characteristics of C. albicans according to the amount of mouse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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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준비하였다. 준비된 균 혼탁액을 2x Fe 배지를 이용

해 1/500로 희석한 후 50 μL씩 각 well에 분주하였다. 성

장 대조군은 동일하게 50 μL의 균 혼탁액을 분주하였고, 

배지 대조군에는 균 혼탁액 첨가 없이 2x Fe 배지를 분주

하였다. 균 접종 후 35℃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결과판정을 위해 inverted type microscopy를 이용해 각 

well을 사진 촬영하였다. 최고 농도의 항진균제가 들어있

는 well부터 성장 대조군과 동일하게 균이 자란 well까지 

모두 관찰하였고, 균이 자라지 않은 well의 농도를 계산

하여 S-MIC로 판정하였다. 

 

결  과 

혈청 종류에 따른 C. albicans의 생장 특성 

혈청 종류에 따른 C. albicans의 생장 특성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배양 시 human, mouse, horse 유래의 혈청

을 각각 첨가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용한 혈청의 

종류에 따라 C. albicans의 생장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50% human 혈청을 사용한 경우, caspofungin을 처리하

지 않은 대조군에서 가성균사(pseudohyphae)가 방사형으

로 뭉쳐 자라는 형태를 보이면서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Caspofungin을 처리한 경우, 세포벽 

합성 억제 효과로 인해 균사가 뭉쳐 자라서 정확한 MIC 

측정이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50% 

mouse 혈청을 사용한 경우, caspofungin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전형적인 가성균사가 실처럼 길게 뻗어 자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spofungin을 처리한 경우에

도 항진균제에 의한 생육 억제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

타나 MIC 측정에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50% horse 혈청

을 사용한 경우, caspofungin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균사가 뭉쳐서 자라는 형태를 보였으며, caspofungin 처리 

시에도 human 혈청을 첨가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균사가 

뭉쳐 자라 정확한 MIC 측정이 어려움을 관찰할 수 있었

다(Fig. 1). 

최적 혈청 첨가 농도 분석 

혈청 종류에 따른 C. albicans의 생장 특성 관찰 결과 

50% mouse 혈청을 사용하였을 경우 가성균사의 뚜렷한 

관찰이 가능하였고, caspofungin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Fig. 3. Morphological changes of C. albicans after caspofungin and mouse serum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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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어 MIC 측정을 위해

서는 mouse 혈청이 가장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최적의 mouse 혈청 첨가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RPMI

배지에 mouse 혈청의 농도를 0~100%까지 첨가하여 그 

결과를 관찰한 결과, 혈청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가성균

사를 거의 형성하지 않았고, 전형적인 원형의 균 형태를 

대부분 유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혈청을 

10% 이상 첨가한 경우, 가성균사를 대부분 형성하였으며, 

첨가량이 80% 이상인 경우, 생장이 감소하면서 대체적으

로 균이 잘 자라지 못하였다(Fig. 2). 

Caspofungin MIC 측정을 위한 최적 혈청 첨가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0%, 50%, 100%의 mouse 혈청을 caspo- 

fungin과 함께 첨가하여 배양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해 보

았다. Mouse 혈청을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0% mouse 혈

청), 균사가 성장하지 못하여 반드시 혈청의 첨가가 필요

함을 알 수 있었고, 50%의 mouse 혈청을 첨가한 경우, 균

사가 caspofungin에 대해 가장 잘 반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caspofungin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균

사의 생장상태가 가장 좋았다. Mouse 혈청을 100% 첨가 

한 경우에는 현미경 관찰 시 배경이 지저분해지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Fig. 3). 따라서, 배양 시 항진균제와 혈

청 동시 투여조건, 균 접종 양, 혈청 성분과 균사 간의 

구분 용이성(현미경 관찰 시 배경), 균체의 생장조건 등 

검사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였을 때 50%의 

mouse 혈청을 첨가한 조건이 caspofungin에 대한 MIC 측

정 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상분리균주를 이용한 50% mouse serum-based 

caspofungin MIC 측정법의 유용성 평가 

C. albicans 임상분리균주 105주를 대상으로, 최적화된 

50% mouse serum-based caspofungin MIC 측정법의 유용성

을 확인해 보았다.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측정법을 이용한 caspofungin에 대한 MIC80 측정치의 

범위는 0.13~2.0 μg/mL (SD ±0.42 μg/mL)였고, 50% mouse 

serum-based MIC 측정법을 이용한 caspofungin에 대한 

MIC80 측정치의 범위는 2.0~32.0 μg/mL (SD ±9.01 μg/ 

mL)였다.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측정법

을 이용한 caspofungin에 대한 MIC50 측정치의 범위는 

0.13~2.0 μg/mL(SD ±0.40 μg/mL)였고, 50% mouse serum-

based MIC 측정법을 이용한 caspofungin에 대한 MIC50 

측정치의 범위는 1.0~16.0 μg/mL (SD ±2.36 μg/mL)였다

(Table 1).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측정법을 이용

한 경우, 총 105주의 C. albicans 임상분리균주 중 6, 9, 11, 

15, 20, 21 균주가 표준균주와 비교해 보다 낮은 MIC50을 

나타냈다. 50% mouse serum-based MIC 측정법 시, 총 105

주의 C. albicans 임상분리균주 중 9, 15, 16, 18, 19, 24, 31, 

42, 48, 68, 87, 97 균주는 표준균주에 비해 낮은 MIC50 값

을 나타냈다(Table 1).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측정법과 50% 

mouse serum-based MIC 측정법 간에 caspofungin에 대한 

MIC80 값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균주는 28번과 78번 균

주로서, 28번 균주의 경우 기존의 MIC 측정법에서 MIC80 

값이 2.0 μg/mL였고, 반면 50% mouse serum-based MIC 측

정법에서 MIC80 값이 > 32.0 μg/mL로 약 16배 이상의 차

이가 있었다. 78번 균주의 경우, 기존의 MIC 측정법에서 

MIC80 값이 0.50 μg/mL였고, 반면 50% mouse serum-based 

MIC 측정법에서 MIC 측정법에서 MIC80 값이 32.0 μg/ 

mL로 약 64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Table 1, Fig. 4). 

 

  

Fig. 4.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ssay and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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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C results of C. albicans reference strain and clinical isolates to caspofungin using by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nd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s 

 
Strain no.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ssay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 

MIC80 (μg/mL) MIC50 (μg/mL) S-MIC80 (μg/mL) S-MIC50 (μg/mL) 

Ref. 0.25 0.25  2.0 1.5 

1 0.50 0.50  - 2.0 

2 0.50 0.50  - 2.0 

3 0.50 0.30  - 2.0 

4 0.50 0.50  - 2.0 

5 0.50 0.25  - 2.0 

6 0.25 0.13  - 2.0 

7 0.50 0.30  - 2.0 

8 0.25 0.25  - 2.0 

9 0.50 0.13  - 1.0 

10 0.50 0.50  - 2.0 

11 0.25 0.13  - 2.0 

12 0.25 0.25  - 2.0 

13 0.50 0.50  - 2.0 

14 0.50 0.25  - 2.0 

15 0.25 0.13  - 1.0 

16 0.50 0.25  - 1.0 

17 0.50 0.50  - 2.0 

18 0.50 0.25  - 1.0 

19 0.25 0.25  - 1.0 

20 0.13 0.13  - 2.0 

21 0.25 0.13  - 2.0 

22 0.50 0.25  - 2.0 

23 0.50 0.50  - 2.0 

24 0.25 0.25  - 1.0 

25 0.25 0.25  - 2.0 

26 - -  4.0 2.0 

27 0.25 0.25  - 2.0 

28 2.00 1.00  >32.0 16.0 

29 0.25 0.25  - 2.0 

30 - -  - 4.0 

31 - -  - 1.0 

32 - -  - 2.0 

33 - -  - 4.0 

34 0.50 0.50  - 2.0 

35 1.00 0.50  - - 

36 2.00 2.00  - 2.0 

37 0.50 0.50  - - 

38 0.50 0.25  - 2.0 

39 0.50 0.50  - - 

40 0.50 0.5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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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C results of C. albicans reference strain and clinical isolates to caspofungin using by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nd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s (Continued) 

 
Strain no.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ssay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 

MIC80 (μg/mL) MIC50 (μg/mL) S-MIC80 (μg/mL) S-MIC50 (μg/mL) 

41 0.50 0.50  - 2.0 

42 0.50 0.50  - 1.0 

43 1.00 1.00  - 2.0 

44 1.00 1.00  - - 

45 1.00 0.50  - - 

46 0.50 0.50  - 2.0 

47 1.00 1.00  - 2.0 

48 1.00 1.00  - 1.0 

49 1.00 1.00  - - 

50 1.00 1.00  - 4.0 

51 1.00 0.50  - 4.0 

52 1.00 1.00  - 4.0 

53 1.00 1.00  - 2.0 

54 1.00 1.00  - - 

55 2.00 2.00  - 4.0 

56 2.00 1.00  - - 

57 1.00 1.00  - 2.0 

58 1.00 1.00  - 2.0 

59 1.00 1.00  - 4.0 

60 1.00 1.00  - 2.0 

61 2.00 2.00  2.0 - 

62 1.00 1.00  - 2.0 

63 1.00 1.00  - 2.0 

64 1.00 1.00  - 2.0 

65 1.00 1.00  - 2.0 

66 1.00 1.00  - 4.0 

67 0.50 0.50  - - 

68 0.50 0.50  - 1.0 

69 1.00 1.00  - 2.0 

70 1.00 1.00  - 16.0 

71 1.00 0.50  - 2.0 

72 0.50 0.50  - 2.0 

73 1.00 0.50  - 2.0 

74 1.00 0.50  - 2.0 

75 0.50 0.50  - 2.0 

76 0.50 0.50  2.0 - 

77 0.50 0.50  2.0 - 

78 0.50 0.50  32.0 - 

79 0.50 0.25  - 2.0 

80 1.00 0.50  - 2.0 

81 1.00 1.0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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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CLSI 가이드라인에 따른 yeast broth microdilution 항진

균제 감수성 검사를 통한 MIC 측정은 현재 임상에서 사

용 가능한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의 기준이 되어 환자의 

항진균제 치료 및 임상 연구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Espinel-Ingroff A et al., 2007). 하지만, 임상에서 항진균제

에 대한 체외 검사와 체내 검사 결과 간의 연관성을 확

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존재하며, 모든 임상 검사실에

서 표준 검사법을 시행하기에는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기존 검사에 비해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방

법에 관한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Pfaller 

MA et al., 1995).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내 · 외에서 기존의 표준화된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와 macrodilution법, microdilution법

을 비교한 보고가 있었고(Pfaller MA et al., 1994), 산화-환

원 반응에 따른 지시약의 색 변화에 따라 결과를 판독하

Table 1. MIC results of C. albicans reference strain and clinical isolates to caspofungin using by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nd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s (Continued) 

 
Strain no.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 MIC assay 
 

50% mouse serum-based MIC assay 

MIC80 (μg/mL) MIC50 (μg/mL) S-MIC80 (μg/mL) S-MIC50 (μg/mL) 

82 0.50 0.50  - - 

83 0.50 0.50  - 8.0 

84 0.50 0.50  - 4.0 

85 0.50 0.50  - 4.0 

86 1.00 0.50  - 2.0 

87 1.00 0.50  - 1.0 

88 0.50 0.50  - 2.0 

89 1.00 0.50  - 4.0 

90 1.00 1.00  - 4.0 

91 1.00 0.50  - 4.0 

92 1.00 0.50  - 4.0 

93 0.50 0.50  2.0 2.0 

94 0.50 0.50  - 2.0 

95 0.50 0.50  - 2.0 

96 0.50 0.50  - 2.0 

97 0.50 0.50  2.0 1.0 

98 0.50 0.50  2.0 2.0 

99 2.00 2.00  - 2.0 

100 1.00 1.00  - 2.0 

101 1.00 1.00  - 2.0 

102 1.00 1.00  2.0 2.0 

103 1.00 1.00  - 2.0 

104 1.00 1.00  - 2.0 

105 1.00 1.00  - 2.0 

Average 0.8 0.6  4.9 2.6 

Standard 
deviation 0.42 0.40  9.01 2.36 

MIC50: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at which 50% of the strains tested were inhibited 
MIC80: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at which 80% of the strains tested were inhibited 
-: unmeas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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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색 분석 검사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도 있

었다(To WK et al,, 1995). 이 외에도 VITEK-2 시스템과 

AST-YS01, ATB FUNGUS 2을 이용해 Candida의 항진균

제 감수성 검사결과를 기존의 표준화된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객관적인 결과와 함께 분석 

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한 연구도 있었다(Park SD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체외 검사결과로는 체

내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연구에서 Serum-based MIC 측정법이 항진균제의 

생체 내 효능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

지만(Odabasi Z et al., 2007), 국내 · 외에서 이에 대한 임상

평가가 아직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측정법

의 정확한 임상적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

은 임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총 105주의 C. albicans 임상분리균주를 대

상으로 기존의 표준화된 CLSI 가이드라인에 따른 MIC 

측정법을 변형한 Alamar-modified broth microdilution법과 

50% mouse serum-based MIC 측정법을 실시하여 caspo- 

fungin에 대한 유효성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 MIC 측정

법에 비해 50% mouse serum-based MIC 측정법에서 MIC 

비율이 적게는 4배에서 최대 64배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국외의 연구결과에서 RPMI 배지에 50% 

human 혈청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해 Candida spp.에 해

당하는 C. albicans, C.tropicalis, C.glabrata, C. krusei, C. 

inconspicua, C. parapsolosis, C. orthopsilosis, C. metapsilosis

을 대상으로 casfofungin에 대한 MIC 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 50% human 혈청을 첨가한 대조군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간의 MIC 비율이 약 4~128배의 변화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Foldi R et al., 2012). 이러

한 결과들은 배지 상에서 균주의 배양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MIC의 측정치가 실제 인체 내에서는 다양한 요인

에 의해 증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50% mouse serum-based 

MIC 측정법에서는 균사의 형태학적 모양 관찰을 통해 

결과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균주들에서 균주

가 뭉쳐서 자라는 등 정확한 MIC80 값을 얻기가 힘들었

고, 임상분리균주 간의 표준편차 또한 9.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균주들에서 MIC50 값을 구하

기에 용이하였기 때문에 50% mouse serum-based MIC 측

정법을 이용할 경우 MIC50 값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정

확한 결과치를 얻기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항진균제에 대한 C. albicans 임상분리균주

의 정확한 MIC 측정을 위해서는 첨가한 혈청의 종류와 

양, 항진균제의 종류, Candida 종 간의 특성 등에 대한 충

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caspofungin에 

대한 C. albicans 임상분리 균주의 MIC 측정 시, in vivo 

상의 MIC 측정치를 최대한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혈청 

첨가를 통한 MIC 측정법의 수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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