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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정맥영양요법 환자에서 Pantoea ananatis에 의한
균혈증 1예
A Case of Bacteremia Caused by Pantoea ananatis in a Patient Receiving Home Paren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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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ea ananatis is a Gram-negative, rod-shaped, non-spore-forming, motile bacterium that belongs to the family Erwiniaceae of the order Enterobacterales . In this study, we report the first Korean case of bacteremia caused by P. ananatis isolated from a 17-year-old female hospitalized
due to fever. She had undergone total colectomy and massive intestinal resection due to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Subsequently, the patient
received home parenteral nutrition with a central venous catheter (CVC) for ten years and was hospitalized several times for 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s. Gram-negative rods were isolated from two pairs of CVC blood cultures collected at admission. The isolate was identified as Pantoea spp. (95.0%) by GN ID card of the VITEK 2 system (bioMérieux, USA). It was identified as P. ananatis (score: 2.328) by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using MALDI Biotyper (Bruker Daltonics, Germany). We used universal primers
to perform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The sequence was searched in the GenBank database and showed 99.32% identity with P. allii and
99.18% identity with P. ananatis. Since the result was not species-specific, additional cpn60 gene sequencing was performed. The sequence revealed 99.91% identity with P. ananatis and 94.00% identity with P. allii . Consequently, the isolate was confirmed as P. ananatis. To accurately identify Pantoea spp., cpn60 was more reliable than the 16S rRNA gene. This is the first confirmed case of bacteremia caused by P. ananat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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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은 식물에 의한 수상 후 화농성 관절염과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이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은 P. agglomerans와 P. dispersa에

Pantoea ananatis는 Enterobacterales 목의 Erwiniaceae 과에

의한 감염이고[4-6], P. ananatis에 인한 감염은 균혈증 1예와 각막

속하며, 호기성, 운동성, 비포자 형성인 그람음성막대균이다[1, 2].

침윤 1예만 보고되었다[7, 8]. 저자들은 중심정맥관으로 재가 정맥

Pantoea 속의 균은 물, 토양 등 환경에 존재하며, 주로 식물에 병

영양요법 중인 환자에서 P. ananatis에 의한 균혈증을 경험하여,

원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Pantoea 속에 의한 인체감

이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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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명윤리위원회는 본 연구를 승인하였고(IRB No. 2105-0961219), 사전동의의 필요성을 면제했다.

증 례
17세 여자 환자가 내원 하루 전 발생한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환자는 크론병이 의심되는 반복적인 가성 장폐
쇄로 14년 전 장조루술, 11년 전 결장전절제술, 5년 전 광범위 소장
절제술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중심정맥관으로 재가 정맥영양요법
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동안 수 차례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이 발생했다. 한 달 전 Erwinia 속 세균에 의한 중심정맥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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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감염으로 항생제 투여 및 기존의 중심정맥관을 제거 후 새로

pass Library (DB6903, version 6.0)로 분석했다. MALDI-TOF MS

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10일 전 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일 오

결과 P. ananatis (score value: 2.328)로 확인되었다. 정확한 동정

전 체온 38.5˚C의 발열과 오한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입원 시 시

을 위해 범용 시발체를 이용하여 16S rRNA 염기서열분석을 시행

행한 이학적 검사에서 혈압 88/62 mmHg, 맥박수 92회/분, 호흡수

했고, DNA 증폭에는 27F/1492R 시발체를, 염기서열분석에는 785F/

20회/분, 체온 36.8˚C로 확인되었다. 혈액 검사상 헤모글로빈은

907R 시발체를 사용했다[9]. 16S rRNA 염기서열을 basic local align-

11.7 g/dL, 백혈구 수치는 7,130 × 10 /L (중성구 비율 83.1%), 혈소

ment search tool (BLAST) 알고리즘을 이용해 GenBank database

판 수는 151 × 109/L였다. 적혈구침강속도는 30 mm/hr로 다소 상

에서 검색한 결과, P. allii (GenBank accession no.: NR_115258.1)

승하였고, C-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도 1.14 mg/dL로 다소

와 99.32% (1,458/1,468)의 일치도를 보였고, P. ananatis (GenBank

상승하였다. 내원 당일에 말초정맥 혈액배양 2쌍과 중심정맥관 혈

accession no.: NR_119362.1)와 99.18% (1454/1466)의 일치도를 보

액배양 2쌍을 시행하였다.

였다. 이를 CLSI guideline MM18에 따라 해석했을 때 종 수준 감별

9

총 4쌍의 혈액배양은 Bactec Ped Plus/F, Lytic/10 Anaerobic/F

이 명확하지 않아[9], cpn60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추가로 시행

(Becton Dickinson, Sparks, MD, USA) 병에 접종하여 Bactec FX

하였다[10]. cpn60 유전자 염기서열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

(Becton Dickinson)에서 배양하였다. 중심정맥관에서 채취한 2개

과 P. ananatis (GenBank accession no.: CP003085.1)와 99.91%의

의 호기성 혈액배양병에서 14시간과 23시간 후 그람음성막대균이

일치도, P. allii (GenBank accession no.: MK936844.1)와 93.72%의

검출되었다(Fig. 1A). 말초정맥에서 시행한 2쌍의 혈액배양은 음성

일치도를 보였다. 따라서, 해당 균주를 P. ananatis로 동정할 수 있

이었다. 그람음성막대균은 혈액한천배지에서 35˚C, 5% CO2 환경에

었다.

서 24시간 배양한 결과, 옅은 황색의 볼록한 원형 집락을 형성하였

항균제감수성검사는 Mueller-Hinton 한천 배지에 Etest (bio-

다(Fig. 1B). 해당 균주는 VITEK 2 system (bioMérieux, Durham,

Mérieux, Marcy L’Étoile, France)를 이용하여, 35˚C, 5% CO2 환경에

NC, USA)의 GN ID card 검사 결과 Pantoea 속(95.0%)으로 확인

서 24시간 배양 후 최소억제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CLSI guide-

되었다. 추가로 microflex LT (Bruker Daltonics, Bremen, Germany)

line M100의 Enterobacterales 기준에 따라 해석했으며[11], cefo-

를 이용해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of flight

taxime과 gentamicin을 포함하여 검사한 모든 항균제에 대해 감

mass spectrometry (MALDI-TOF MS) 검사를 시행했고, 결과는

수성을 보였다(Table 1).

MALDI Biotyper RTC software 3.1을 기반으로 하는 MBT Com-

A

내원 당일 혈액배양을 위한 채혈 후 cefotaxime 정맥 투여를 시

A

Fig. 1. Microscopic image and colony morphology of Pantoea ananatis. (A) Gram-negative non-spore-forming rods (Gram stain, ×1,000). (B) Round,
convex, and pale-yellow colonies on a blood aga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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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microbial susceptibilities of the Pantoea ananatis isolate
from blood culture as determined using the Etest
Antimicrobial agent
Cefotaxime
Ceftriaxone
Ceftazidime
Ertapenem
Imipenem
Meropenem
Gentami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MIC
(μg/mL)
0.094
0.094
0.25
0.012
0.19
0.023
> 0.019
0.064
0.094
0.094

Previous
Interpretation
reports [7, 8]*
S
S
S
S
S
S
S
S
S
S

S
NT
S
NT
NT
NT
S
S
S
NT

*Previous reports of P. ananatis infection which performe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s by disk diffusion without description of zone diameter.
Abbreviations: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S, susceptible; NT, not
tested.

본 환자는 입원 시 발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내원일 38˚C 이상
의 발열, 오한, 저혈압이 있었고, 중심정맥관에서 채취한 2쌍의 혈
액배양에서 P. ananatis가 분리되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으
로 진단하였다[16]. 다른 부위의 감염 소견이 없고, 이전에도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환자이며, 세 차례
의 연속된 혈액배양에서 각각 2쌍의 중심정맥관 혈액배양에서 P.
ananatis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오염균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
다. 재가 정맥영양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
염은 흔하지만 매우 중요한 합병증이다[16, 17]. 성인보다 소아에서
재가 정맥영양요법 중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더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16], 위장관의 해부학적 변형과 장기간의 정맥
영양요법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17]. 본 환자는 이런 위험요인
을 가지고 있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 증례의 균주는 VITEK 2 system에서 Pantoea 속으로 확인되

작하였다. 입원 3일째와 5일째에 말초혈액과 중심정맥관에서 각각

었고, MALDI-TOF MS 검사상 P. ananatis로 동정되었다. Soutar

2쌍의 혈액배양을 시행했고, 중심정맥관에서 채혈한 2쌍의 혈액배

등은 MALDI-TOF MS에 의해 Pantoea 속으로 동정된 임상 균주

양병에서 지속적으로 P. ananatis가 분리되었다. 한달 전 삽입한

를 cpn60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19%의 균주가

중심정맥관을 유지하기 위해, 입원 6일째부터 gentamicin으로 항

Enterobacterales 목의 다른 속으로 동정되었다고 보고했다[10].

균제 잠금 치료를 시행하였다. 항균제 잠금 치료 후, 입원 8일째와

따라서, MALDI-TOF MS 결과만으로 해당 균주의 종 수준 동정결

12일째에 말초정맥과 중심정맥관에서 각각 2쌍씩 시행한 혈액배양

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했다. 하지만, Pantoea

에서 모두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입원 12일째에 cefotaxime 투약

를 비롯해 Klebsiella, Raoultella, Cronobacter, Escherichia, Shi-

을 중단하였고, 입원 25일에 항균제 잠금 치료 종료 후 퇴원하였다.

gella 등 밀접히 연관된 속에서 16S rRNA 염기서열이 유사하여 정
확한 동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9, 18]. 본 증례에서도 16S rRNA

고 찰

염기서열분석으로는 종 수준 동정이 불가능했고, cpn60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으로 P. ananatis를 동정할 수 있었다. 이는 MALDI-

Pantoea 속은 Enterobacterales 목의 Erwiniaceae 과에 속하

TOF MS의 종 수준 동정 결과와 일치했다. cpn60 유전자는 groEL

는 그람음성막대균으로, 약 20개의 종이 보고되었다[3]. Erwinia-

또는 hsp60로도 불리며, 세균과 진핵생물에서 발견되는 60 kDa

ceae 과에 포함되는 속은 Erwinia, Pantoea, Phaseolibacter, Ta-

샤페로닌을 코딩하는 유전자이다[19]. cpn60 유전자는 세균의 염

tumella, Buchnera, Wigglesworthia가 있으며[1], 최근에는 Mixta

기서열기반 진단 및 앰플리콘 염기서열분석을 이용한 마이크로바

와 Izhakiella도 포함되어 명명법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12]. Pan-

이옴 분석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cpn60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도

toea 속은 물이나 토양과 같은 환경에서 분리되며, 식물, 벌레, 동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19].

물 및 인간에서도 확인된다[3]. Pantoea 속은 식물에 대해 병원성

본 균주는 항균제감수성검사를 시행한 cefotaxime, ceftriax-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Pantoea 속에 의한 인체 감염은

one, ceftazidime, ertapenem, imipenem, meropenem, gentami-

면역 저하 환자에서 카테터 관련 감염과 식물에 의한 수상 후 화

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농성 관절염이 주를 이뤘고, 안내염 등도 보고되었다[4-6]. 인체 감

에서 모두 감수성을 보였고, 낮은 최소억제농도를 보였다. 기존 P.

염이 보고된 균은 P. agglomerans가 대부분이었고[5], P. dispersa

ananatis에 의한 인체 감염 증례에서도 cefotaxime, ceftazidime,

에 의한 감염은 5예 보고되었다[4]. P. ananatis에 의한 감염은 대

gentami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등에 감수성으로 보고되

장내시경 후 발생한 균혈증 1예[7]와, 쌀겨에 의한 안구 손상으로

어 유사한 결과였다[7, 8]. 본 증례에서는 항균제 정맥주사에도 중

인한 각막 침윤 1예[8]가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P. agglomerans

심정맥관 혈액배양에서 지속적으로 P. ananatis가 검출되어, 항균

에 의한 복막염[13], 안구염[14], Pantoea 속에 의한 패혈증을 동반

제 잠금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여 호전되었다. P. ananatis에 의한

한 담관염[15]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균혈증은 적절한 항균제 치료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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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7].

and taxonomy of the ‘Enterobacteriales’: proposal for Enterobactera-

본 증례는 P. ananatis에 의한 균혈증의 국내 첫 보고이다. 저자

les ord. nov. divided into the families Enterobacteriaceae, Erwinia-

들은 재가 정맥영양요법 중 발열로 내원한 환자의 중심정맥관 혈

ceae fam. nov., Pectobacteriaceae fam. nov., Yersiniaceae fam. nov.,

액배양에서 확인된 그람음성막대균을 MALDI-TOF MS와 16S

Hafniaceae fam. nov., Morganellaceae fam. nov., and Budviciaceae

rRNA 유전자 및 cpn60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으로 P. ananati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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