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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e tests are very important in choosing the appropriate antibiotics for bacterial 
infections. In some cases, bacteria that could not be identified in standard culture bottles 
could be detected using blood culture bottles. A previously healthy 13-year-old boy visited 
our emergency room. He experienced pain, redness, and hardness of periumbilical skin and 
a fever for five days. There was no history of abdominal surgery and penetrating trauma. 
Computed tomography showed abscess with cellulitis at the periumbilical soft tissue with no 
congenital anomaly. Ultrasonography-guided aspiration was performed, and about 8.5 mL of 
the purulent abscess was aspirated. The abscess was cultured using blood culture bottle. The 
pus grew Actinomyces radingae and Clostridium ramosum. When performing the pus culture, using 
blood culture bottles can be more effective and rapid than the standard culture method for 
the detection of bacterial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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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피부 및 연조직 감염은 피부와 결체조직에 미생물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감염과 염증으로 적
합한 항생제의 선택을 포함하여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생제 종류를 선택할 때 

광범위한 항생제의 사용은 항생제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원인균에 대해 가장 치료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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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항균 범위가 좁은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원인균의 확인을 위한 

배양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연조직 감염에 동반된 피하 농양은 배농 또는 흡인을 통해 농양
을 배양하여 원인균이 증명되면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농양
을 직접 배양하지만 혈액배양병을 사용하여 증균 배양하면 원인균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1-3)

저자들은 복부 연조직 농양에서 초음파 유도 농양 흡인 후 혈액배양병에 농양을 넣어 시행
한 배양검사에서 Actinomyces radingae와, Clostridium ramosum이 배양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
고자 한다.

증례

평소 건강하였던 13세 남아가 내원 5일 전부터 시작된 배꼽 아래부분의 부종, 열감 및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키 172.1 cm (90–97 백분위수), 몸무게 90.5 kg (97 백분위수 이
상), 체질량지수 30.56 kg/m2였고, 복부에 관통성 외상을 포함한 상처, 수술 등의 과거력은 없
었다.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때 활력징후는 혈압은 120/70 mmHg, 맥박수 94회/분, 호흡수 20

회/분, 체온 36.4°C 이었다. 환아는 급성 병색을 띠고 있었으며 배꼽 주변으로 콕콕 쑤시는 듯
한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신체검진에서 배꼽 직하방으로 5×4 cm 정도로 부종, 열감, 발
적을 동반하여 딱딱하게 만져지는 덩이가 촉진되었고(Fig. 1A), 그 외 신체검진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응급실 방문 당시 말초혈액검사는 백혈구 15,310/mm3 (호중구 75.1%, 림프구 15.3%, 단핵구 

8.8%), 혈색소 14.7 g/dL, 혈소판 336,000/mm3이었다. C-반응 단백 2.72 mg/dL, 적혈구침강속
도 13 mm/hr이었고, 혈액화학 검사에서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 30 IU/L, 알라닌아미
노전달효소 37 IU/L, 총 단백 8.2 g/dL, 알부민 4.9 g/dL, 포도당 104 mg/dL 등으로 정상범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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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ere is redness and swelling at periumbilical area due to cellulitis. (B) After antibiotics therapy, signs 
of inflammation improved.



었다. 소변검사, 복부 X-선 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복부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요막관
굴 등의 선천기형은 없었고 배꼽 하방으로 약 4.7×3.0 cm 크기의 농양이 확인되었다(Fig. 2).

환아는 응급실에서 복부 연조직 농양으로 초음파 유도 흡인을 시행받았고 약 8.5 mL의 화농성 

농양이 흡인되었다. 흡인된 농양은 소아용 혈액배양병인 BD BACTEC™ Peds Plus™ media 

(BD, Sparks, MD, USA)에 넣어 배양하였다. 농양 흡인 후 연조직 감염에 대한 경험적 치료로 

1세대 cephalosporin을 정맥 내 주사하였다. 응급실 방문 후부터 발열이 시작되어 항생제 

주사 후 48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고 병변이 호전되지 않아 4병일에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와 혐기균에 항균력이 있는 vancomycin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였다. 

Vancomycin으로 항생제를 변경한 이후 해열되었고, 병변 부위로 피부 누공이 생기면서 

농양이 배출되었다. 농양이 배출된 이후 병변은 호전되는 추세를 보였다. MRSA가 원인균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경구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을 처방하여 8병일에 

퇴원하였다. 농양배양일로부터 13일째에 A. radingae와 C. ramosum이 확인되었다. 본 기관의 

검사에 추가하여 A. radingae의 16S 리보솜 RNA 염기서열도 분석하였고, A. radingae의 동형 

동의어인 Schaalia radingae로 확인되었다. 항생제 감수성 결과는 혐기균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

외래 추적관찰 하면서 A. radingae와 C. ramosum에 항균력이 있는 경구 항생제인 amoxicillin/

clavulanate로 치료를 지속한 후 병변이 더 좋아져 1개월 경과 후 완전히 호전되었고(Fig. 1B), 

환자가 드문 세균에 감염되어 체액성 면역결핍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외래에서 시행한 면역
글로불린 검사에서 면역글로불린G 1,278 mg/dL, 면역글로불린M 243 mg/dL, 면역글로불린A 

185 mg/dL로 정상 범위였다. 이후 발열 등의 임상 증세 및 병변의 특이소견 없었다. Actinomyces 

spp. 치료에 3–12개월의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므로 3개월간 경구 항생제 amoxicillin/clavula-

nate를 복용하였고, 치료 종료 후 7개월 동안 병변 악화나 재발은 없는 상태이다.

본 증례 보고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심의 후 서면동의를 면제받았다(IRB No. 05-2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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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itial abdomen computed tomography shows fluid collection with enhancing wall and fat infiltration at 
periumbilical soft tissue (red arrow); suggesting abscess (4.7×3.0 cm) with cellulitis.



고찰

A. radingae는 방선균(Actinomyces species) 중에서 피부감염을 잘 일으키는 균으로 그람 양성 혐
기균이다.4,5) 방선균은 피부, 구강, 위장관 및 하부 여성 생식기 등에 정상균무리로 상주하
며,6) A. radingae의 경우 하부 여성 생식기에 상주하는 정상균무리로 알려져 있다.4) 방선균의 

배양을 위해서는 혐기성 매체에서 임상 검체를 즉시 운반해야 하고 균이 배지에서 천천히 배
양되어 미생물학적 동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배양검사 결과가 위음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에는 검사 기법이 발달하여 균 집락이 관찰되면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time of flight (MALDI-TOF) 분광법을 통해 신속한 식별을 할 수 있고,7) 16S 리보솜 

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8)

C. ramosum은 그람 양성 혐기균으로 주로 위장관에 분포하고 있고,9) 소아에서 대부분 복합균
감염(polymicrobial infections)으로 주로 외상이나 이물질의 관통 등 정상적인 점막 피부 장벽
이 파괴될 때 감염으로 나타난다.10) C. ramosum은 그람 염색 시 모양이 다양하게 보이고, 포자
가 없으며(lack of spores), 비정형 집락 형태를 보여 다른 균으로 잘못 식별될 수 있어 위음성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11) VITEK®-2 (bioMérieux, Marcy-l'Étoile, France) 자동화 시스템
이나 MALDI-TOF 분광법을 통해 신속한 식별을 할 수 있고, 16S 리보솜 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12)

본 기관에서는 일반적인 농양 배양검체가 진단검사의학과에 접수되면 검체를 blood agar, 

MacConkey agar, Chocolate agar에 배양하고, 농양 배양검체가 공기와 통하지 않는 상태로 접
수되면 앞의 3가지 배지와 Brucella agar에 배양한다. 혈액배양병은 진단검사의학과에 접수
되면 BD Bactec™ Fx (BD) 자동화 혈액배양기에 들어가 35–37°C의 환경에서 증균과정을 거치
게 되며, 자동화 혈액배양기에서 양성 보고가 되는 검체는 그람 염색과 blood agar, MacConk-

ey agar, Chocolate agar에 배양된다. 자동화 혈액배양기에 접수된 혈액배양병은 5일간 증균과
정을 거치며, 그동안 배양되지 않는 검체는 최종 배양결과가 음성으로 보고된다. 혈액의 경
우 균혈증에서는 혈액 1 mL 당 한 마리 이하의 균이 있어 영양배지가 든 혈액배양병에 직접 

접종하여 증균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오염균까지 증식될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
하다. 농양의 경우 보통 혈액보다 1 mL 당 균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혈액배양과 같은 증균과정
을 거치지 않고 일반배양방법으로 균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농양배양검사에서 

혈액배양병을 사용할 경우 증균과정으로 인해 오염균까지 증식시켜 위양성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혈액배양병을 잘 사용하지 않으나, 본 증례 환자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30 kg/m2 이상
으로 비만이고, 연조직 농양 병변이 복부에 있었다. 따라서 병변이 드문 원인균 혹은 복합균
감염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증균과정을 통해 배양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
고자 농양을 혈액배양병에 넣어 배양하였다.

안구내염 환자에서 유리체액, 폐렴환자에서 기관지폐포 세척액, 인공관절 주위 감염에서 조
직 검체를 일반적인 배양방법과 혈액배양병에 넣어 배양한 방법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1-3,13) 혈액배양병을 사용했을 때 원인균이 분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배양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 안구내염에서 주로 검출된 균은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와 S. aureus이고, 

기관지폐포 세척액의 경우에는 S. aureus와 Streptococcus pneumoniae, 인공관절 주위 감염의 경우
는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와 S. aureus로, 안구내염의 유리체액 연구의 경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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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배양 방법보다 혈액배양병에서 진균도 배양이 잘 되었고,1) 폐렴환자의 기관지폐포 세척
액 연구에서는 Pseudomonas aeruginosa의 경우 혈액배양병에서만 배양이 되었다.2) 인공관절 주
위 감염 연구의 경우 혈액배양병에 배양하였을 때 기존의 배양방법보다 균이 배양되는 데까
지 걸리는 시간이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 위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배양방법보다 혈
액배양병에서 배양이 더 잘되는 것은 혈액배양병이 고체배지보다 영양 공급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세균의 성장조건이 좋아서 이미 항생제를 투여한 상태이더라도 균배양이 더 잘 될 것
이라 제시하였다.

이번 증례의 환자에서는 외상의 병력이 없는 복부 연조직 농양 환자에서 무균적인 방법으
로 농양을 흡인하여 바로 혈액배양병에 농양을 넣은 후에 배지에 접종한 것으로, 배지를 확
인하였을 때 A. radingae와 C. ramosum이 배지에서 균질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오염균의 가
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상적으로도 피부 연조직 감염의 흔한 원인균인 S. aureus나 

group A streptococcus에 항균력이 있는 항생제인 1세대 cephalosporin을 투여하고 있을 때 증
상의 호전이 없었고, 혐기균에 대한 항균력이 더 우수한 vancomycin으로 변경한 후에 호전을 

보였다. 따라서 본 증례 환자에서 A. radingae와 C. ramosum은 복부 농양의 원인균으로 생각된
다. 농양을 혈액배양병에만 배양하였고 일반적인 배양방법으로 배양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렵지만, 농양에서 배양된 두 균 모두 그람 양성 혐기균으로 일반적인 농양 배양방법
으로는 두 균 모두 배양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양될 가능성 또한 낮은 균이다. 그러나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혈액배양병에 농양을 넣어 신속하게 원인균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 및 문헌 고찰을 통해 농양 배양을 시행할 때 일반적인 농양 배양방법보다 혈액배양
병에 농양을 넣어 배양을 하는 것이 균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염증의 원인이 드문 세균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혈액배양병에 농양을 넣
어 배양하는 것이 농양 배양법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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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균 감염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려면 배양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복부 연조직 감염의 농양을 혈액배양병
을 사용하여 시행한 배양검사에서 Actinomyces radingae와 Clostridium ramosum이 배양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이
전에 건강하였던 13세 남자 환자가 배꼽주변에 발생한 통증, 발적 및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환아는 복부 수
술 및 외상의 병력은 없었다.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배꼽주위에 농양을 동반한 피부 연조직염이 확인되었고 선천성 기형은 
없었다. 초음파 유도 흡인을 하여 8.5 mL의 화농성 농양이 흡인되었고, 농양은 혈액배양병을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농양 배
양검사에서 A. radingae와 C. ramosum이 확인되었다. 감염증의 원인이 드문 세균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농양 배양을 할 때 일
반적인 농양배양의 방법 보다는 혈액배양병을 사용하는 것이 원인균이 분리될 가능성을 높이고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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