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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hrobactrum anthropi is a non-fermentative oxidative gram-negative bacillus that produces 
oxidase. Distinguishing a mixed culture with non-fermenting bacteria having a similar appearance 
and oxidase-positive is difficult, and there is a limit to accurate identification with a biochemical 
identification system.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Platform (MALDI-TOF) method is useful for classifying bacteria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using biochemical testing methods. As a result of analyzing five cases of 
O. anthropi examined using MicroScan, it took 6.5 days to the final report, which was 3.5 days more 
than the 3.0 days of E. coli. The pus sample in patient 5 was a mixed infection with Achromobacter 
xylosoxidans, and it took 11.3 days because of multiple subculture and retests. Four patients were 
over 60 years old with an underlying disease, and the possibility of opportunistic and nosocomial 
infections could not be excluded. Among them, samples collected after 92 days of hospitalization 
were resistant to imipenem and meropenem. Therefore, an examination using the MALDI-TOF 
method will be useful for the rapid and adequate treatment of patients with difficult identification, 
such as O. anthr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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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Ochrobactrum anthropi는 oxidase 양성, 포도당과 유당

을 산화적으로 분해하는 비 발효 산소성 그람음성 막대 균으로 

urease가 양성 또는 음성이고 주모성 편모가 있어 운동성을 가

지며 맥컨키한천배지에서 연한 분홍색의 점액성 집락을 형성한

다[1]. O. anthropi는 집락의 특징과 색소 생성능, 냄새 등으로 

Pseudomonas species와는 구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생

화학적 성상이 Pseudomonas를 비롯한 다양한 세균과 비슷하

여 정확한 동정이 어렵고 종종 다른 세균으로 보고되고 있다[2]. 

비 발효 산소성 그람음성 막대균인 Pseudomonas aeru-

ginosa와 Acinetobacter baumannii는 기회감염과 원내감

염원으로서 MRAB (multidrug-resistance Acinetobacter 

baumannii)나 MRPA (multidrug-resistance Pseudomonas 

aeruginosa)는 지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MRAB의 폐렴으

로 인한 사망률은 40%에 이른다[3]. O. anthropi 또한 1980년 

인체감염 첫 사례 발표 이후 꾸준히 감염사례가 증가되고 있으

며[4-8], 임상검체뿐 아니라 병원 환경에서도 검출되며 다양한 

서식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10]. 입원 중 카

테터 등에 의한 원내감염으로 인해서 균혈증 유발이 보고[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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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면역기능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인체감염

보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11-13], 우리나라의 경우 2009

년 meropenem내성 O. anthropi에 의한 균혈증이 보고된 바 

있다[14]. 하지만 O. anthropi의 정확한 병인성과 항생제 내성

기전이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어 내성기전이 밝혀진 다른 비 발

효 세균들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비 발효 세균 중 O. anthropi와 같이 동정이 까다로운 세균

은 계대배양과 재검사 이외에 추가검사가 쉽지 않아 세균동정보

다 항균제 검사에 치중한 보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질환을 

동반한 장기 입원 환자에게서 내성 균의 기회감염과 원내감염이 

환자 사망과 직결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검사결과를 임상

에 보고해야 한다. MicroScan (Beckman Coulter, Brea, CA, 

USA)와 VITEK 2 system (bioMérieux, Marcy l’Étoile, 

France)는 신속하게 세균의 생화학적 특성을 이용해 균을 동정

하는 동시에 항균제 감수성검사가 가능해 지금까지 임상미생물

검사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15, 16], 생화학적 반

응을 보기 위해 기질에 사용되는 충분한 양의 세균과 반응시간

이 요구되므로 배양이 까다로운 세균이나 혼합감염이 된 세균들

을 동정하는 경우 잘못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O. anthropi의 생화학적 동정방법과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Platform (MALDI-TOF)법을 이용한 동

정을 통해 생화학적 동정 장비 검사가 주는 한계를 확인하고 O. 

anthropi로 보고된 사례를 수집해 기저질환 유무와 검체 채취

까지 입원기간, 검사에 소요된 기간, 연령 및 항균제 감수성을 분

석하여 원내감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MALDI-TOF를 이용한 동정검사가 유용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500병상 

규모의 K종합병원 미생물검사실로 배양 의뢰된 164,841건 중

에서 생화학적 동정 장비인 MicroScan (Beckman Coulter, 

Brea, CA, USA)로 검사하여 90% 이상의 확률로 동정 보고된 

O. anthropi 7례 중 동일 환자에서 반복 동정된 2례를 제외하

고 5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Table 1). 최종동정 보고까지 소

요된 시간 분석에 2020년 4월 MicroScan에서 E. coli로 보고

된 49검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기독병원 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였다.

2. 배양

혈액배양은 자동혈액배양기인 BacT/Alert 3D (BioMérieux, 

Durham, NC, USA)를 이용하여 호기성(Bact/Alert 3D stan-

dard aerobic)과 혐기성(Bact/Alert 3D standard aerobic)

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증식된 균을 다시 혈액한천배지와 맥컨

키한천배지에 5% CO2 , 35°C 환경에서 5시간 이상 배양하였

다. 소변, 고름, 객담, 비강 검체는 혈액한천배지와 맥컨키한천

배지에 접종하여 5% CO2 , 35°C 환경에서 20시간 이상 배양하

였고 필요 시 같은 환경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3. 세균 동정

생화학적 동정장비인 MicroScan을 이용하여 NC63 panel 

(Beckman Coulter, West Sacramento, CA, USA)에 접종하

여 동정하였다. 5번 환자 검체는 생화학적 동정장비 VITEK 2 

system (bioMérieux, Marcy l’Étoile, France)에서 GN 

(bioMérieux, Marcy l’Étoile, France)카드로 재검사하였으

며 MALDI-TOF법을 이용한 검사장비 MALDI-TOF MS 

system, the brukerBiotyper MS (BrukerDaltonics, Bremen, 

Germany)와 ASTA MicroIDSys system (ASTA, Suwon, 

Korea)을 이용해 교차 동정하였다. 그람염색은 Gram-Hucker’s 

Stain Solution (Muto pure chemicals LTD, Tokyo, Japan)

을 이용하여 solution I, 1분; solution II, 2분; 95% ethanol, 

10초; solution III, 30초 시행하여 광학현미경(Olympus 

Corp.,Tokyo, Japan)으로 확인하였다.

4. 항균제 감수성검사

MicroScan의 NC63 panel을 이용해 최소발육억제농도

(MIC) 결과 값은 CLSI 지침에 따라 감수성(susceptible), 중등

도 내성(intermediate) 또는 내성(resistant)로 분류하였다.

결  과

1. 환자 검체에서O. anthropi의 분리 동정

Table 1은 다양한 임상 검체에서 O. anthropi가 검출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5번 환자 고름 검체 동정을 위해 맥컨키한천

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한 집락을 MicroScan에서 첫 번째 동정 

결과 85% 이하의 낮은 동정률을 보였다(Table 2). 고름 검체 채

취 과정에서 오염이 의심되어 단일 집락을 계대 배양 후 재검사 

하였으나 1차 검사와는 다른 종류의 세균들로 낮은 동정율을 보

였다. 육안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집락 내 여러 세균이 섞여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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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with Ochrobactrum anthropi reported

No. Sex/age Source of isolate Isolation date Underlying disease DHC* Number of days reported Outcome

1 M/4 Urine 2016. 01. 08 Pneumonia 0 6.1 Recovered

2 M/62 Nasal swab 2018. 04. 30 Heart failure
Renal failure

0 5.3 Died 

3 F/86 Blood 2018. 07. 13 Parkinsonism
Hypertension

6 4.7 Recovered

4 F/60 Sputum 2018. 07. 21 Cerebral hemorrhage
Epilepsy

92 5.0 Died 

5 M/86 Pus 2020. 04. 23 Diabetes mellitus
Alzheimer’s disease

29 11.3 Recovered

Abbreviation: *, date from hospitalization to collection.

Table 2. Comparision of the results for pus of No.5 patient from four systems

System

Identification results
Incubation 

time*MicroScan 
(% correct)

VITEK 2
(% correct)

Bruker 
(score)

ASTA 
(score)

1st Achromobacter xylosoxidans/denitrificans (22.7)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15.67)

Acinetobacter baumannii (7.53)
Bordetella bronchiseptica (0.871)

No test No test No test 24 h 

2nd Achromobacter pichaudii (68.75%)
Achromobacter xylosoxidans/denitrificans (29.3)

Bordetella bronchiseptica (1.11)
Shewanella putrefaciens (1.11)

No test No test No test

3rd Bordetella bronchiseptica (42.51)
Pseudomanas.aeruginosa (39.41)

Achromobacter xylosoxidans/denitrificans (29.0)

Roseomonas 
gilardii (99)

Ochrobactrum
anthropi (2.327)

1. Ochrobactrum 
anthropi (173)

2. Achromobacter 
xylosoxidans (201)

4th Ochrobactrum anthropi (96.68)
Wautersiella falsenii (3.32)

Ochrobactrum 
anthropi (90)

No test No test 48 h 

*, at 5% CO2, 35°C.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두 개의 집락을 각각 배양하여 3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집락에서 동정 결과는 동일하였으나, 1, 

2차 검사와는 다른 Bordetella bronchiseptica (42.51%)로 

낮은 동정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염가능성을 없애면

서 진행한 반복된 검사에도 생화학적 반응을 보는 검사로는 정

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높은 동정률 획득을 

위해 맥컨키한천배지에서 24시간 자란 집락을 MALDI Biotyper 

(Bruker Daltonics)로 동정한 결과 O. anthropi (2.327)로 

동정되었고, MicroIDSys (ASTA)에서는 한 배지에서 두 가지 

집락을 각각 검사한 결과 O. anthropi (173)와 Achromo-

bacter xylosoxidans (201)로 동정되었다(Table 2). 이후 하

나의 집락 만으로 동정이 가능할 만큼 48시간 집락을 배양한 후 

MicroScan과 VITEK 2로 검사한 결과 동일하게 O. anthropi

로 동정되었다. 

2. O. anthropi의 형태학적 및 생화학적 성상

Table 1의 No.5 환자로부터 분리된 O. anthropi를 혈액한

천배지에 접종하여 5% CO2 , 35°C 에서 24시간 배양하였을 때 

1 mm 이하의 점액성인 회백색 단일 집락을 형성하였으며

(Figure 1A), 48시간 이상 배양하였을 때는 Figure 1C 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약 2 mm 정도의 점액성의 우윳빛 집락을 형성하

며, 용혈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O. anthropi를 맥컨키한천

배지에서 배양 시 혈액한천배지에서 배양할 때와 생장속도가 비

슷하나 점액성인 연한 분홍색 집락이 관찰 되었으며(Figure 

1B), 혈액한천배지에서 24시간 자란 집락은 oxidase 양성을 나

타낸 반면 맥컨키한천배지에서 24시간 자란 집락은 oxidase 

음성을 나타내었고 48시간 배양 후 양성을 나타냈다(Table 2). 

그람염색 결과 O. anthropi는 붉은 색의 전형적인 그람음성 막

대균 형태가 관찰되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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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croscopic appearance of O. anthropi (A) Growth on Blood 
agar plate as non-hemolytic, milky pinpoint colonies after 24 h of 
incubation at 5% CO2, 35°C in an aerobic environment. (B) Growth 
on MacConkey agar as pink colonies with mucus after 24 h of 
incubation at 5% CO2, 35°C in an aerobic environment. (C) Growth 
on Blood agar plate as non-hemolytic, about 2mm colonies after 48 
h of incubation at 5% CO2, 35°C in an aerobic environment. (D) 
Growth on MacConkey agar as pink colonies with mucus about 2mm 
after 48 h of incubation at 5% CO2, 35°C in an aerobic environment. 
The specimen was isolated from No. 5 patient of Table 1.

Figure 2. Gram stain microscopic photo of O. anthropi isolated from 
No. 5 patient (1000×).

Figure 3. Comparision of the MicroScan and the MALDI-TOF for 
reporting periods of E. coli and O. anthropi in clinical specimens.

3. O. anthropi의 기회감염 및 동정에 소요된 시간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

지 MicroScan에서 O. anthropi로 보고된 5례는 60대 이상이 

80.0%이며 모두 심부전, 고혈압, 당뇨, 뇌출혈등 기저질환을 가

지고 있으며 입원부터 검체를 채취하기까지 경과된 기간은 최저 

0일에서 최고 92일이었다. 임상검체채취 후 O. anthropi의 최

종보고까지 걸린 시간을 다른 균의 경우와 비교를 위해 2020년 

4월 같은 장비 MicroScan에서 E. coli로 보고된 49검체의 동

정보고에 소요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O. anthropi 동정보고에 

걸린 시간은 평균 6.5일이며, 이는 2020년 4월 E. coli의 동정

보고시간 평균 3.0일보다 3.5일이 더 소요되었다(Figure 3).

4. O. anthropi의 항균제 감수성 

Table 3에서는 O. anthropi의 항균제 감수성결과로 총 보

고된 횟수와 감수성으로 보고된 횟수와의 비를 제시하였다. 환

자의 검체에서 분리된 O. anthropi는 aztreonam과 cefepime, 

cefotaxim, ceftazidim에 모두 내성이었고, levofloxacin 

(100%), ciprofloxacin (100%), trimethoprime/sulfame-

thoxazole (100%), imipenem (80.0%), meropenem 

(60.0%)에 감수성을 나타냈다. 4번 환자의 객담 검체에서 분리

된 O. anthropi의 경우 imipenem과 meropenem에 모두 내

성을 나타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O. anthropi의 전통적인 생화학적 동정방법

을 이용한 검사에서 단시간 배양에서 얻어진 작은 집락을 이용

할 때 여러 번 반복검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걸려 동정되는 과정

을 보여 주었다. 특히 O. anthropi는 초기에 Achromob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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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C results of each antibiotic by MicroScan

MIC results (μg/mL)

No. Antibiotics 1 2 3 4 5 Susceptible rate

AMK ＜=16
S

＜=16
S

32
I

＞32
R

32
I

40.0

AZT ＞16
R

＞16
R

＞16
R

＞16
R

＞16
R

0.0 

CFPM ＞16
R

＞16
R

＞16
R

＞16
R

＞16
R

0.0 

CTX ＞32
R

＞32
R

＞32
R

＞32
R

＞32
R

0.0 

CAZ ＞16
R

＞16
R

＞16
R

＞16
R

＞16
R

0.0

CPFX ＜=1
S

＜=1
S

＜=1
S

＜=1
S

＜=1
S

100.0 

GM ＜=4
S

＜=4
S

8
I

＞8
R

=8
I

40.0

IPM ＜=1
S

＜=1
S

2
S

＞8
R

＜=1
S

80.0

LVFX ＜=2
S

＜=2
S

＜=2
S

＜=2
S

＜=2
S

100.0 

MEPM ＜=1
S

＜=1
S

8
I

＞8
R

＜=1
S

60.0

PIPC/TAZ ＞64
R

＞64
R

＞64
R

＞64
R

＞64
R

0.0

PIPC ＞64
R

NT* ＞64
R

＞64
R

＞64
R

0.0

TIPC/CVA ＞64
R

＞64
R

＞64
R

＞64
R

＞64
R

0.0

TOB ＜=4
S

＜=4
S

＞8
R

＞8
R

＞8
R

40.0

TMP/SMX ＜=2/38
S

＜=2/38
S

＜=2/38
S

＜=2/38
S

＜=2/38
S

100.0

Abbreviations: R, resistant; I, intermediate; S, susceptible; AMK, amikacin; AZT, aztreonam CFPM, cefepime; CTX, cefotaxime; CAZ, 
ceftazidim; CPFX, ciprofloxacin; GM, gentamicin; IMP, imipenem; LVFX, levofloxacin; MEPM, meropenem; PIPC/TAZ, piperacillin/tazobactam; 
PIPC, piperacillin; TIPC/CVA, ticacillin/clavulanic acid; TOB, tobramycin; TMP/SMX, trimethoprime/sulfamethoxazole.
*, not tested.

그룹과의 유사성 때문에 Achromobacter species biotype 

Vd로 분류되었으나, 1988년 Holmes 등이 DNA-DNA hy-

bridization 법으로 새로운 균임을 밝혀 O. anthropi로 새롭

게 명명되었다[17]. Table 2에 제시된 5번째 환자검체의 동정

과정에서는 Achromobacter와 혼합 배양되었음에도 외관상 

구별이 어려웠으며, 수 차례 계대배양 과정에서 오염되었는지 

처음부터 혼합감염 또는 채취과정에서의 오염인지 알 수 없으나 

한 배지에서 자란 oxidase 양성인 두 세균은 MALDI-TOF법을 

이용한 검사장비 Micro ID Sys로 검사했을 때 O. anthropi와 

A. xylosoxidans로 각각 동정되었다(Table 2). 24시간 배양한 

O. anthropi 집락 크기는 1 mm 이하이므로 외관상 구별이 힘

든 세균과의 혼합배양 시 여러 개의 집락을 사용해 검사하여야 

하는 생화학적 동정장비 MicroScan이나 VITEK 2에서는 정확

한 동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MALDI-TOF를 이용한 E. 

coli의 최종 보고까지 소요된 시간은 항균제감수성검사로 인해 

MicroScan에서 16시간 이상 배양해야 하는 이유로 단축되지 

않지만 Table 2의 4번째 동정에서 볼 수 있듯이 O. anthropi를 

MALDI-TOF로 동정한다면 항균제검사에 이용할만한 충분한 

크기의 단일집락 형성을 위해 48시간을 배양한다 하여도 최종

보고까지 2.5일을 단축할 수 있다(Figure 3). 

최근 기저질환을 동반한 장기 입원사례가 늘어 MRAB, 

MRPA, CRE를 포함해 병원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한 감

염을 주의해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균 동정은 환자치료와 동

시에 감염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원내감염 혹은 2차감염 

원인 균으로 MRAB와 MRPA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해 격

리 등의 적절한 관리가 의무화되었지만, O. anthropi는 병원환

경에 존재하면서 카테터를 통한 균혈증 야기 등 원내감염이 보

고[11-13]되고 있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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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까지 경과된 기간이 최저 0일에서 92일로 면역이 저하

된 환자들에게 기회감염 또는 원내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에도 동정이 까다로워 신뢰할만한 통계보고조차 없는 것이 현

실이다. 게다가 본 연구에 의하면 O. anthropi는 평균 6일 이상

의 동정기간이 소요되었고, 혼합 배양된 경우는 더욱 많은 시간

이 필요하여 5번 환자의 경우 보고까지 시간이 11.3일이 소요되

어 치료가 늦어졌고 한달 동안 O. anthropi가 검출되었다. 따

라서 O. anthropi의 경우 현재까지 발표된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균 동정에 소요되는 시간

이 길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어렵고 더불어 O. anthropi

의 항균제 내성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O. 

anthropi의 carbapenem계열 항균제 내성이 보고[2]되고 있

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번째 환자의 경우,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기능부전으로 입원 92일 만에 채취한 객담에

서 O. anthropi가 검출될 시 위 결과에 표기되진 않았지만 같

은 검체에서 MRAB와 동시에 검출되어 지침에 따라 격리상태였

고, 환자는 사망했는데 imipenem과 meropenem의 carbape-

nem 계열 항균제 및 모든 베타락탐계 항생제에는 내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아(Table 3) O. anthropi의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 및 병인성과 항생제 내성 기전에 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

한 실정이다. 

기회감염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에 의한 면역이 약화된 환자

에서 주로 발생한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 anthropi

가 검출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만

으로 O. anthropi의 검출과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4세의 소아 1명과 암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4명의 환자

에서 O. anthropi가 검출된 것은 면역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의 

유무가 이 세균의 감염과 관련 있다는 다른 그룹의 연구결과들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8-20]. 

MALDI-TOF법은 분자량이 비교적 큰 시료와 매트리스가 혼

합된 결정체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이온화시킨 후 전하를 띤 이

온들을 질량분석기에 통과시켜 검출기까지의 도달시간을 측정

하여 분자량을 분석해 이미 구축된 각 균종에 대한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균종을 동정한다[21]. MALDI-TOF MS system을 이

용한 세균동정 시간은 균주 당 평균 6분 정도 소요된다는 보고가 

있으며[22], 이는 세균동정시간을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으

로[23] 전통적인 생화학 동정 장비를 이용한 동정검사와 비교한 

연구에서 그 유용성이 보고되었고[24], 특히 혈액배양시 그람양

성막대균 동정에 대한 유용성과 산소성세균 동정에 대한 유용성

이 보고된 바 있다[25, 26]. 그러나 MALDI-TOF를 이용해 신속

한 동정이 가능해도 항균제감수성 검사가 MicroScan이나 

VITEK 2 등의 MIC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최종보고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O. anthropi와 같이 

동정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균들은 MALDI-TOF를 이

용해 동정시간이 단축되면 항균제감수성검사를 위해 48시간 배

양하더라도 최종보고까지 4일이면 충분하며(Figure 3), 최근에

는 내성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균을 MALDI-TOF를 이용해 검

출하는 방법이 계속 연구되고[27-29] 있으므로 향후 내성균들

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보고가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현재 MALDI-TOF법은 많은 대형 병원에서 미생물동정검사

에 이용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적인 생화학적 동정방법

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병원에서도 집락외관이나 생화학적 특징

의 유사성과 느린 생장으로 인해 검출동정이 까다로워 반복검사

를 할 수 밖에 없는 O. anthropi와 같은세균 동정을 위해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빠른 동정이 가능한 MALDI-TOF법을 도입한

다면 환자치료와 감염관리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Ochrobactrum anthropi는 oxidase를 생산하는 비발효 

산소성 그람음성 막대균으로 외관이 비슷하고 oxidase가 양성

인 비발효 세균과 혼합배양 시 구분이 힘들고 생화학적 동정 장

비로는 정확한 동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화

학적 검사 방법으로 동정이 힘든 세균동정의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

trometry Platform (MALDI-TOF) 법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MicroScan을 이용해 검사했던 O. anthropi 5례를 

분석한 결과, 최종보고까지 6.2일이 소요되었으며 E. coli의 

3.0일에 비해 3.5일이 더 소요되었다. 5번 환자 고름 검체는 

Achromobater xylosoxidans와 혼합감염으로 여러 번의 계

대 배양과 재검사로 인해 11.3일이 소요되었는데, MALDI- 

TOF법으로 검사한 경우 한 번에 동정되었다. 4명의 환자는 기

저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이었고 기회감염과 원내감염의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그 중 92일 만에 채취된 검체는 imipenem

과 meropenem에 내성이었다. 따라서 O. anthropi처럼 동정

이 까다로운 세균은 신속하고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MALDI- 

TOF법을 이용한 검사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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