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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us Lactococcus is a gram-positive, catalase-negative, non-motile bacterium. It is a 
facultative anaerobe and can be cultured at 10∼40°C. The genus Lactococcus consists of 16 
species, of which Lactococcus garvieae and Lactococcus lactis are known to cause disease in 
humans. This study reports the first case in which L. garvieae was identified in the urine culture of a 
74-year-old woman. The patient confirmed the findings of acute urinary tract infection through 
blood tests, microbial identification tests, antibiotic susceptibility tests, and computed tomography 
performed at a hospital. The patient was admitted to the nephrology ward and was treated with IV 
fluids and erythromycin antibiotics and discharged 5 days later. This is the first case in Korea in which 
L. garvieae was isolated from the urine of a patient with a urinary tract infection and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reating patients with L. garvieae infe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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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Lactococcus속은 조건무산소성 그람양성알균으로 catalase 

음성, 비운동성이며 10∼40°C에서 배양된다[1]. Lactococcus

속은 일반적인 균과는 달리 4.0% NaCl에서도 배양이 가능하며, 

pH가 7.0에서는 자라지만 pH가 4.5 이하로 감소하면 배양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2]. Lactococcus속은 16개의 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Lactococcus chungangensis, Lacto-

coccus garvieae, Lactococcus fujiensis, Lactococcus 

lactis, Lactococcus piscium, Lactococcus plantarum, 

Lactococcus raffinolactis 등 7종의 염기서열이 밝혀졌다

[3]. 그 중 L. lactis와 L. garvieae가 인간 질병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L. garvieae는 1950년대 일본 양어장

에서 자란 무지개 송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1981년에는 소 유

방염의 원인물질로 분리되었으며, 1983년에는 유전자분석에 

기초하여 Streptococcus garvieae로 명명되었고 1985년에 

이르러 새로운 Lactoccoccus속으로 분류되었다[5]. L. garvieae

는 blood agar plate (BAP)에서 알파 용혈(alpha hemolysis)

을 생성하며 de man, rogosa and sharpe (MRS), trypticase 

soy agar (TSA), brain-heart Infusion (BHI)와 같은 일반적

인 배지에서도 배양이 가능하다. L. garvieae는 어류에서 식욕

부진, 안구백탁, 안구돌출, 지느러미 출혈, 심외막염, 출혈성 패

혈증의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균이다[6]. 최근에는 L. garvieae

에 의한 인간 감염 사례의 증가로 인해 인수공통감염균

(zoonosis)으로 관심이 높다. 면역저하 환자의 패혈증, 골수염, 

심내막염 및 요로감염 등의 질병과도 관련이 높아 L. garvieae

에 의한 인간감염 사례들이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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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in a patient of this 
study

Age (years) 74

Gender Female

Occupation Unemployed

Time when infection occurred June, 2019

Presenting features Right flank pain 
with high fever 

Antibiotics Erythromycin from the 
macrolide family

Hemoglobin (g/dL) 12.5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mm/hr) 79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mg/dL) 17.04

Procalcitonin (ng/mL) 4.23

WBCs in urine microscopy (HPF) 21∼25

Bacteria in urine microscopy (HPF) Moderate

Abbreviation: HPF, high-power field.

Figure 1.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shows patchy low 
density with poor parenchymal enhancement in the right kidney with 
perirenal strands.

되고 있다[7]. 특히 최근 들어 국외 요로감염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요로감염은 전체 여성의 약 10%가 1년

에 최소 1회 이상을 겪게 되는 질환이며, 약 60%의 여성이 평생

에 걸쳐 최소 한 번은 겪게 되는 다빈도 질환이다[8]. 요로 감염

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비뇨기계 질환 중 하나

이며, 비뇨기과 환자의 약 75%, 내과 환자의 약 8∼10%가 요로

감염을 진단받는다[9]. 요로감염은 침범부위에 따라 하부요로

감염과 신우신염으로 대표되는 상부요로감염으로 분류되며, 신

부전과 고혈압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어 급성 신우

신염의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10]. 요로감

염은 폐렴과 마찬가지로 가장 흔한 의료관련감염으로 환자 및 

의료종사자, 의료기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예

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Lactococcus속은 다양한 질병의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의 다양한 연

구와 사례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본 저자는 발열, 구토,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한 74세 

여자의 소변 배양에서 L. garvieae가 배양된 1례를 경험하였기

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이번 연구는 환자의 소변에서 L. 

garvieae가 분리되어 보고하는 우리나라 첫 임상사례이다.

증  례

고혈압 유병자인 부산에 거주하는 74세 무직인 여성 환자가 

내원 3일 전부터 발열, 복부 불편감, 구토 및 우측 옆구리 통증이 

있었으며, 지속되는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내원 

시 활력징후는 체온 38.4°C, 맥박수 60회/분, 호흡수 20회/분, 

혈압 100/60 mmHg이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진단검사 중 

혈액학 검사(XN-1000, Sysmex Co., Kobe, Japan)는 백혈

구 3.77×103/μL (참고치: 4.0∼10.0×103/μL), 백혈구 백분

율은 호중구 87.2% (참고치: 47∼77%), 림프구 11.4% (참고

치: 16∼43%), 단핵구 0.8% (참고치: 1∼10%), 호산구 0.3% 

(참고치: 0.3∼7%), 호염기구 0.3% (참고치: 0.3∼2%), 혈색소 

12.5 g/dL (참고치: 10.8∼15.0 g/dL), 혈소판 191×103/μL 

(참고치: 140∼430×103/μL)로 확인되었다. 적혈구침강속도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는 TEST-1 (SIRE 

Analytical Systems, Udine, Italy) 기기로 측정하였으며 79 

mm/hr (참고치: 1∼20 mm/hr)로 확인되었다. 임상화학 검사

(Labospect 008, Hitachi, Tokyo, Japan)는 고감도 C-반응

성단백(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17.04 mg/dL (참고치: 0∼0.50 mg/dL), 아스파르테이트 아

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41 IU/L 

(참고치: 13∼33 IU/L), 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 45 IU/L (참고치: 6∼27 IU/L), 총

단백질 6.5 g/dL (참고치: 6.7∼8.3 g/dL), 알부민 4.0 g/dL 

(참고치: 3.8∼5.3 g/dL)으로 측정되었고 면역혈청 검사(e801, 

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인 프로칼시토

닌(procalcitonin, PCT)은 4.23 ng/mL (참고치: 0∼0.5 

ng/mL)으로 확인되었다. PCT는 갑상선에서 생성되며 정상인

에서 낮은 농도로 존재하다가 세균감염 및 진균감염 시에 크게 

증가하고 바이러스나 비 감염성 염증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소변검사에서는 20개/HPF 이상의 백혈구와 

중증도(moderate) 양상의 세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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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actococcus garvieae cultured 
from patient urine. (A) and (B) are 
photographs of BAP agar from which 
urine samples are cultured, and alpha 
hemolytic colonies can be observed. 
(C) is a Gram-stained photograph 
showing Gram-positive ovarian cocci 
that occur in pairs and short chains.

Table 2. Biochemical characterization for the identification of L. garvieae

Biochemical test Reaction Biochemical test Reaction

Amygdalin + Urea gni+ ‒
Phosphatidylinositol-phospholipase C ‒ Polymyxin B resistance +

Xylose ‒ Galactose +

Argindihydrolase + Ribose +

B-galactosidase ‒ Lactate ‒
A-glucosidase ‒ Lactose ‒
Ala-phe-pro-arylamidase + N-acetyl-glucosamine +

A-cyclodextrin ‒ Maltose +

L-asparticacid-arylamidase ‒ Bacitracin resistance +

B-galactosidase ‒ Novobiocin resistance +

A-mannosidase ‒ 6.5% NaCl +

Alcalinphosphatase ‒ Mannitol +

L-leucine-arylamidase + Mannose +

Proline-arylamidase ‒ Methyl-B-D-glucopyranoside +

B-glucuronidase ‒ Pullulan ‒
A-galactosidase ‒ Raffinose ‒
L-pyroglutamicacid-arylamidase + O129 +

B-glucuronidase ‒ Salicin +

Alanine arylamidase + Sucrose ‒
Tyrosine arylamidase + Trehalose +

Sorbitol ‒ Argindihydrolase +

Optochin resistance +

상의 진단검사에서 급성 염증성 마커인 ESR, CRP, PCT 등이 

급격하게 상승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그리고 환

자의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에서 우측 신장이 좌측 신장보다 비대하였고 염증반

응시 나타나는 어두운 명암을 통해 급성 요로감염의 소견으로 

확인하였다(Figure 1). 

미생물실로 의뢰된 소변검체는 BAP배지, MAC (MacConkey 

agar) 배지에 접종하여 37℃에서 산소성 조건에서 48시간 배양

하였다. 배양된 세균을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람양성알균

으로 구형 및 난원형이며 배열은 쌍알균 및 사슬형 모양이 혼재

한 것을 관찰하였다. MAC배지에는 배양되지 않았고 BAP배지

에서는 100,000 CFU/mL 이상의 알파 용혈(alpha hemolysis) 

집락을 관찰하였다(Figure 2). 그리고 catalase 및 oxidase 검

사에서 음성을 확인하였다. 분리된 단일집락을 동정하기 위해 

자동화장비인 Vitek 2 XL system (bioMėrieux SA. Marcy-I 

Etoile, France)과 Vitek 2 system ID-GP 카드를 이용하여 세

균 동정검사를 진행하였다. 자동화 장비에서는 43개의 생화학적 

반응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L. garvieae를 동정하였다(Table 2).

환자 검체에서 분리된 단일집락을 한국미생물 보존센터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KCCM)에서 

분양 받은 L. garvieae KCCM 40698과 함께 16S rRNA PCR

을 수행하였다(Table 3). 증폭된 PCR 산물은 전기영동한 후, 

gel 상에서 회수하고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Figure 3). 분석된 

염기서열 결과는 NCBI BLAST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프로그램을 통해 염기서열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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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CR primers and conditions used in this study

Gene Primer sequence (5’-3’) Annealing temperature (℃) Amplicon (bp) Accession No.

16s rRNA Forward: AGAGTTTGATCMTGGCTCAG 54.7 1504 NR152050

Reverse: TACGGYTACCTTGTTACGACTT 

hly1 Forward: TCCTCCGACTAGGAACCAAA 56 522 AAO81463

Reverse: GCCAGCTTCTCGTGCTTATC 

hly2 Forward: GAGCAAAAAGCGAGTGAAGG 55 796 AAK33420

Reverse: GCATCTGGAGCATCAAGTCA 

hly3 Forward: CGTGGAGTTATGGCTGGTTT 56 301 EEF64743

Reverse: CTTGTGGATCTTCGGGTCTT 

fbp Forward: CGGTTCGTTCAGGAAGAACATC 57 181 AB040536

Reverse: CGGTCATTGCCTACTTGCTCAA

pva Forward: AGCTCGCGCCTTTTGAATTTG 57 164 CAJ77223

Reverse: ACGACCTGTTGGATCGACAG

bsh1 Forward: AATACGGGTTAAGTATGGCTGG 53 152 JX120368

Reverse: AGCTAACAGTTCTCTAGCTTC

bsh2 Forward: GGCTTATCCATGGCTGGATTAA 55 791 JX120369

Reverse: GGGATAAAGGAAGCTCTTCACT

folP Forward: GTAAGTCTTCTCGCCCAGG 57 240 AB024530

Reverse: TGCCCGCTCGACCATTATTC

gapC Forward: TATCGGTCGTCTTGCTTTCC 56 225 M64119

Reverse: TCAGCCCAGTTGATGTTAGC

Figure 3. 1.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analysis of 16S rRNA gene 
amplified from Lactococcus garvieae. Lane M, 100 bp DNA ladder; 
Lane 1, L. garvieae KCCM 40698; Lane 2, L. garvieae isolated from 
patient.

Figure 4. Phylogenetic tree showing the relationships of the patient 
sample to other closely related Lactococcus garvieae. Bars indicate 
0.01 substitutions per nucleotide.

L. garvieae의 동정을 확인하였다. 염기서열의 계통유전학적 

분석(phylogenetic analysis)은 Molecular Evolutionary 

Genetics Analysis (MEGA) software (ver. 5.0, http:// 

megasoftware.net/)의 neighbor-joining 방법으로 작성하

였으며, 문헌에 보고된 L. garvieae 균주들과 본 연구에 사용된 

L. garvieae의 유사도를 확인하였다(Figure 4). 용혈 및 항생제 

내성 등의 유전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L. garvieae에 대해 9종류

의 독성유전자(hly1, hly2, hly3, fbp, pva, bsh1, bsh2, folP, 

gapC)를 분석하였으며 L. garvieae KCCM 40698과는 달리 

환자 검체에서 분리된 L. garvieae는 7종류 독성유전자(hly1, 

hly2, hly3, fbp, pva, folP, gapC)가 검출되었다(Figure 5, 

Table 3). 

Cation-adjusted Mueller–Hinton broth를 이용하여 

macrobroth 희석법으로 최소억제농도(Minimun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측정하였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암피실린(ampicillin),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반코

마이신(vancomycin) 3가지 항생제가 사용되었으며, ery-

thromycin (MIC, 0.25 μg/mL)과 vancomycin (MIC, 1 μg/ 

mL)은 감수성을 나타냈으며, ampicillin (MIC, 2 μg/mL)은 

중간내성으로 확인되었다. 퀴놀론(quinolones)계열의 시프로

플록사신(ciprofloxacin)은 디스크확산법(disk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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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ormation and interpretive criteria for susceptibility testing for Lactococcus spp.*

Antimicrobial class Antimicrobial agent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μg/mL)

Susceptible Intermediate Resistant

Penicillins Penicillin ≤1 2 ≥4

Ampicillin ≤1 2 ≥4

Cephems Ceftriaxone ≤1 2 ≥4

Carbapenems Meropenem ≤0.25 0.5 ≥1

Glycopeptides Vancomycin ≤2 - -

Tetracyclines Tetracycline ≤2 4 ≥8

Macrolides Erythromycin ≤0.5 1∼4 ≥8

Lincosamides Clindamycin ≤0.5 1∼2 ≥4

Fluoroquinolones Levofloxacin ≤2 4 ≥8

Folate pathway inhibitors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SXT) ≤2/38 - ≥4/76

*Clinical &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M45, 2015. 

Figure 5. 1.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analysis of 
virulence-related genes amplified from Lactococcus garvieae KCCM 
40698 (A) and L. garvieae isolated from patient (B). Lane M: 100 
bp DNA ladder. Lane 1∼9: hly1, hly2, hly3, fbp, pva, bsh1, bsh2, 
folP, gapC, respectively. Seven types of toxic genes (hly1, hly2, hly3, 
fbp, pva, folP, gapC) were identified in the patient-derived 
microorganisms. 

method)에서 내성인 결과를 보였다. 

상기 환자는 급성 신우신염(acute pyelonephritis) 의심 하

에 신장내과 병동에 입원하였으며, 수액 처치 및 에리스로마이

신(erythromycin)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 시작 5일 

후 환자의 활력징후는 체온 36.8°C, 맥박수 56회/분, 호흡수 

20회/분, 혈압 120/70 mmHg이었다. 염증성 마커인 고감도 

C-반응성 단백(hs-CRP)은 3.18 mg/dL이었고 소변의 현미경

적 소견에서 백혈구와 세균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미생물 또한 

배양되지 않았다(no growth). 환자는 전반적인 상태 및 진단검

사 소견의 호전을 보여 퇴원 약 8일분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퇴원 후 외래 방문 시 신우신염의 임상 증세 및 이학적 진찰에서 

특이소견이 없어 항생제 치료를 종결하였다. 본 증례는 부산가

톨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아 윤리적 

기준에 의해 수행하였다(CUPIRB-2021-01-007).

고  찰

L. garvieae는 BAP에서 알파 용혈(alpha hemolysis)을 생

성하는 비운동성의 그람양성알균이고 어류에서는 치명적인 출

혈성 패혈증을 일으키는 어류의 주요 병원균이다. 최근에는 인

수 공통 감염균(zoonosis)으로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면

역저하 환자의 패혈증, 골수염, 심내막염 및 요로감염 등의 질병

과도 관련이 높아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학회에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10년

까지 L. garvieae에 의한 인간 감염 사례는 10년 동안 총 12건

으로 확인되었다[7]. 국가별로 보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 4

건, 중국 2건, 프랑스 2건이며 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에서는 

각각 1건씩 보고되었다. 그 중 2007년이 6건으로 발생률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0대 1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이상 7명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은 총 38건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7, 11]. 국가별로 미국 8건, 스페인 7건이며 스웨덴,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가 각각 2건으로 보고되었다. 영국, 중국, 이

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는 각각 1건씩 보고되었다. 그 중 

2015년이 11건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10세 미만 1건, 30대 2건, 40대 1건, 50대 7건, 60대 이상 

27건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L. garvieae 감염 사례를 질병별로 분석해보면 심내막염 

30건, 균혈증 6건, 요로감염 6건, 복막염 3건, 간농양 1건, 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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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1건, 척추염 1건, 고관절 보철 감염 1건, 뇌수막염 1건으로 보

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균혈증, 비결석성 담낭염 환자에서 

L. garvieae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12]. 그러나 요로감염 환

자에서 L. garvieae가 분리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본 연구가 

최초 사례이다.

L. garvieae 감염경로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날 생선을 취

급하고 섭취하는 사람에서 L. garvieae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

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부를 직업으로 가진 남성이 방어를 날것

으로 섭취하여 급성담낭염이 진단된 사례가 있다[12]. 본 연구

에서 환자의 감염경로를 명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앞에 

언급된 사례들과 유사한 경로를 통해 감염이 되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양식어종인 방어, 넙치, 조피볼

락에서 L. garvieae를 분리한 연구가 보고되었다[13]. 양식어

종의 최적사육온도는 21∼24℃로 Lactococcus속 최적배양온

도인 24∼26℃와 비슷하다. 이는 해수온도가 상승되는 하절기

에 양식어류의 세균감염과 날 생선 섭취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

이 증가되는 근거가 된다.

L. garvieae에 감염된 환자의 약물치료는 주로 의사의 경험

에 따른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다. 복수의 문헌에서는 암피실린

(ampicillin), 아목사실린(amoxicillin), 세팔로스포린(cepha-

losporin) 3세대 항생제등과 같은 고용량의 베타락탐(beta- 

lactam)으로 치료하였으며, 글리코펩타이드(glycopeptide)

계열의 반코마이신(vancomycin), 테이코플라닌(teicoplanin)

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14]. 그밖에 병용하여 사

용하는 항생제로는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3세대 항생

제와 퀴놀론(quinolones)계열의 레보플로삭신(levofloxacin)

을 함께 사용하고 글리코펩타이드(glycopeptide)계열의 반코

마이신(vancomycin)과 아미노글리코사이드(aminoglycosides) 

계열의 젠타마이신(gentamycin)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14]. 그리고 미국 Clinical &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가이드라인에서는 Lactococcus속에 의한 세

균 감염 치료에 대한 첫 번째 고려하여야 할 항생제로 세프트리

악손(ceftriaxone),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에리스로마

이신(erythromycin), 페니실린(penicillin) 또는 암피실린

(ampicillin), 반코마이신(vancomycin)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4). 하지만 L. garvieae은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에 자연내성을 가지고 있고, 퀴놀론(quinolones)계열의 항생

제는 일부 균주에서 내성을 나타내므로 치료제로 선택할 경우 주의

하여야 한다.

환자 검체에서 분리한 L. garvieae에 대해 9종류의 독성유전

자(hly1, hly2, hly3, fbp, pva, bsh1, bsh2, folP, gapC)를 분

석하였으며 7종류 독성유전자(hly1, hly2, hly3, fbp, pva, 

folP, gapC)가 검출되었다. hly1, hly2, hly3 유전자는 L. 

garvieae의 알파 용혈(alpha hemolysis)에 관여하는 유전자

로서 알려져 있으며, pva와 folP 유전자는 각각 페니실린 항생

제와 엽산대사를 억제하는 설파제(sulfonamide) 항생제의 내

성과 관련이 있다[15]. fbp, bsh1, bsh2, gapC 유전자는 각각 

피브로넥틴 결합 단백질(fibronectin-binding protein), 담

즙산염 가수 분해 효소(bile salt hydrolase), 글리세르알데하

이드-3-인산 수소 이탈 효소(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등의 유전자 산물을 만든다[15].

부산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해수양식어업이 발

달하고 낚시관련 활동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산은 타 

지역보다 날 생선을 취급하고 섭취하는 등 소비가 많아 향후 L. 

garvieae에 의한 인간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

며 이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

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요로감염 환자의 소변에서 L. 

garvieae가 분리된 사례로서 향후 L. garvieae 감염 환자의 치

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  약

Lactococcus속은 조건무산소성 그람양성알균으로 catalase 

음성, 비운동성이며 10∼40°C에서 배양된다. Lactococcus속

은 16개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Lactococcus 

garvieae와 Lactococcus lactis가 인간질병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발열, 구토, 옆구리 통증으로 내

원한 74세 여자의 소변 배양에서 Lactococcus garvieae가 배

양된 사례를 최초 보고한다. 상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미생물 배양검사,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급성 요로감염의 소견을 확인하였다. 신장내과 병동에 입원 후 

수액처치 및 에리스로마이신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5일 후 

환자는 퇴원하였다. 본 증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요로감

염 환자의 소변에서 L. garvieae가 분리된 사례로서 향후 L. 

garvieae 감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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