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호기성 그람 음성 간균으로서 토양에

거주하며 특히 는 식물의 병원

체로 알려졌다 는 드물지만 만성 질환자

나 면역 저하자에게서 침습적인 기회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중심 정맥도관이나 복막투석 도관과 같은 체내 이물

질이 삽입되어 있는 환자에게 주로 감염된다고 한다

는 특이한 플라스미드 를 함

유하고 있어 식물생장에 장애를 일으키나 대부분의 인체

에서 동정되는 균주들은 이런 플라스미드를 함유하고 있

지 않으며 인체에서 동정되는 의 임상적

특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내에서 보고된 인체감염은 백내장 수

술로 인공 수정체 삽입술 시행후 발생한 안내염 예와 복

막 투석환자에게서 발생한 복막염 예 등

이 있었다 이에 저자는 체내 이물질 삽입 병력이 없

는 구강암 환자에서 종양제거 수술 후 발생한

패혈증을 계 항생제로 치료한 예

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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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bacterium is an aerobic, motile, oxidase-positive, and non-spore-forming gram-negative bacillus.
Under laboratory conditions, Agrobacterium can genetically transform a wide range of other eukaryotic
species. A plant-pathogenic soil inhabitant, Agrobacterium radiobacter is not characterized as a true
human pathogen. It is an opportunistic pathogen of minor clinical significance and has been sub-
stantiated as a rare cause of bacteremia, endocarditis, urinary tract infection and peritonitis mostly in
catheterized immunocompromised patients. The authors report a case of a 41-year-old female patient
with sepsis caused by A. radiobacter bacteremia following wide excisional biopsy of adenoid-cystic
carcinoma involving oral cavity. She was suffering from fever and chilling that developed on second
post-operation day. Blood cultures yielded a gram-negative bacillus identified as A. radiobacter. She
completely recovered with appropriate antibiotics treatment; levofloxacin and isepamicin. We experienced
a case of sepsis due to A. radiobacter bacteremia without indwelling foreign body, which was treated
successfully with antibiotics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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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자가 수년전 부터 왼쪽 경구개 에

종창이 있었고 개월전 외부병원에서 조직검사 시행하여

구강 샘낭암종 진단받고 광범

위 국소 절제술 위해 내원하였다 환자 과거력상 간염 당

뇨병 결핵 등은 없었으며 년전 출산후 갑상샘염으로 인

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 메티마졸 을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내원 당시 신체 검진에서 활

력징후는 혈압 맥박 회 분 호흡수 회

분 체온 였다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공막에 황

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두경부에 림프절은 만져지지 않

았다 흉부 청진상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고 복부 진찰

소견상 특이소견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액학적 검사상 백혈

구 혈색소 헤마토 크릿 혈

소판 이었고 혈청 전해질 검사 혈청 생화학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으며 갑상선 기능 검사상

이었다

내원 일 뒤 전신 마취 하 왼쪽 경구개의 샘낭암종 광범

위 국소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병소 하방의 구개골

에 대해 부분 절제술도 함께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하방 비점막과의 천공은 없었다 수술 전 후 중심정맥

도관 삽입 병력 없었다 수술 후 출혈이나 다른 합병증 없

이 회복되었으며 일반 병동에서 관찰하던 중 수술 후 일

째부터 오한을 동반한 발열과 심한 발한 증상 보였다 수술

후 일과 일 그리고 일에 시행한 혈액 배양 검사 각각

쌍 쌍 그리고 쌍에서 가 동

정 되었으며 수술 후 일째 시행한 혈액 배양 검사에서

음전되었다 미생물 배양검사 에서 혈액배양 배지는

와 를 쌍 사용하

였고 처음 의뢰한 검체는 배양 일째 개의 에서 그람

음성 간균이 증식되었고 분리된 세균은 한천

배지에서 무색의 불투명한 작은 집락을 보였다 이 세균은

에서

로 동정되었다 항균제 감수성은 디스크 확

산법으로 시험하였다

수술 후 일째부터

으로 항생

제 치료 시작하였으나 발열 오한 증상 호전되지 않아 수

술후 일째 으로

항생제 치료 하였다 수술 후 일째부터 발열 없어지고

전신상태 호전되어 수술 후 일째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합병증 없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은 호기성 그람 음성 간균으로 주모성으

로 편모가 있으며 토양에서 주로 거주한다

은 그리고

로 구성되며 이들 중에 만

이 식물의 병원체로 알려졌다 종의 이름인

는 광선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별모양으로 세균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보고

지은것으로 전해진다

는 특이한 플라스미드를 함유하고 있

어 식물 생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나 대부분의 인체에

서 동정되는 균주들은 이런 플라스미드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험 연구에서는 이 다른 계

의 생물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세포 돌기

를 빼앗아 이용하는 능력으로 인해 진균세포나 진

핵 세포종으로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나



이들의 임상적 의미는 아직 보고된 바가 별로 없다

와 연관된 인체 감염은 드문 편으로 주

로 이 미생물은 소변 혈액 복막액 중심 정맥 도관 등에

서 동정되며 주로 면역이 저하되거나 만성 질환으로 쇠약

한 환자에서 기회 감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패혈증 및 폐

렴과 신도관에 의한 요로계 감염 이식된 심장 판막에 의

한 심내염 등이 보고 된 바 있다

등 이 년 사이에 보고된

에 의한 인체 감염 예들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

면 총 명의 환자중 가 면역 저하자와 만성 질환으

로 쇠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였으며 가 도관 감염 중심

정맥도관 복막투석 도관 등 과 관계 있었다 등 이

보고한 명의 감염 환자들의 경우에도

명 이 기저질환으로 암을 가지고 있는 면역 저하자들

이었으며 가 도관 관련 감염이었고 가 병원에서

획득한 감염이었다

감염의 치료에 대한 이전 연구에 따르

면 은 의 한 토양 균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염은 에 내

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 등 의 보고에

따르면 명의 감염 환자들 중 는 항생

제 치료가 필요 했으며 나머지 경우는 도관 제거만으로

완치 되었고 항생제는 그리고

을 포함한 계 약물이 효과가 있었다

고 한다 등 이 보고한 명 환자의 경우에는 세

대 계열 항생제에는 다양한 감수성을 나타

내었지만

그리고 항생제에는 우수한 감수성을 나

타내었다고 한다 본 증례의 환자도 이전 보고에서 효과적

으로 알려져 있는 투여 후 호전된 임상 양

상을 보였으며 재발 및 합병증 없이 치료되었다

그리고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감염으로

밝혀진 시점 전에 삽입되어 있는 도관과 같은 체내 이물

질 제거가 가능한 한 꼭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증례의 환자는 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샘낭암종

이 있었으나 항암치료 등으로 면역저하가 된 병력이 없고

쇠약하지 않은 기저 상태에서 뚜렷한 도관 관련 감염의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이전에 보고된 감염

환자와 차이를 보인다 다른 여러 보고에서는 주된 감염경

로가 도관이나 토양 또는 식물 접촉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환자에서는 구강암 수술 후 발생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구강내 상재 되어 있었을 가능성

이 높으며 수술에 의한 균혈증으로 인해 패혈증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 저하자나 만성 질환자 특히 체내 이물질이 삽입

되 있는 환자에게서 그람 음성 간균이 동정된 경우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을 때 감염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저자들은 체내 이물질 삽입 병력이 없는 구강암 환자에

서 종물 제거 수술 후 발생한

패혈증을 계 항생제로 치료한 예를 경험

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