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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icatella adiacens was first described as nutritionally variant streptococci, and named as
Streptococcus adjacens and Abiotrophia adiacens. Granulicatella species are flora of oral cavity,
upper respiratory, urogenital, and gastrointestinal tracts, and are normal often isolated from patients
with infective endocarditis. G. adiacens endocarditis is associated with high mortality, but the species
hardly grow in the ordinary growth media. We report a case of septicemia caused by G. adiacens in
a 52-year-old woman with liver cirrhosis and chronic renal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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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Granulicatella adiacens는 과거에 nutritionally variant

증

례

환 자 : 52세 여자

streptococci로 분류되었다가 한 때 Abiotrophia adiacens

주 소 : 의식저하

로 명명되기도 했던 균종이다(1). Granulicatella는 구강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및 상기도와 요생식기, 위장관 등에 상재균으로 존재하고,

현병력 : 5년 전 복수와 혈뇨로 입원하여 알코올성 간

임상적으로는 주로 심내막염에서 발견되며 호흡기와 질

경변증과 만성신부전으로 진단 받고 일시적으로 혈액투

분비물, 각막, 창상, 흉수, 중이흡인액, 뇌농양, 췌농양 등

석을 시행 받았다. 그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3년

에서 분리되기도 하고, 장관이나 분만후 패혈증, 골수염,

전과 한 달 전에 복수가 심해 내원하여 보존치료만 받고

폐렴, 악성종양과도 연관성이 있다(2-4). 국내에서는 이

퇴원하였다. 내원당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균에 의한 심내막염이 현재까지 2예가 보고되었다(5). 저

실로 내원하였다.

자들은 선행질환으로 간경변증과 만성신부전이 있는 52

신체검사소견 : 환자는 만성 병색을 보였고, 혈압 104/

세 여자 환자의 혈액배양에서 G. adiacens를 분리하였기

70 mmHg, 맥박 97/분, 체온은 36.0℃이었다. 내원 당시

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팽만과 비종대가 있었고 흑
색변이 관찰되었다.
임상경과 : 환자는 응급실 내원 후 의식저하가 심해지
고 호흡이 불규칙하여 바로 기도삽관과 기계호흡을 시행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내원 2일째 체온이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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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승하여 혈액배양을 의뢰하고 ceftriaxone과 metronidazole을 투여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간성혼수와 산
혈증이 심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곧 사망하였다. 3
일 후에 혈액배양에서 세균이 자란 것이 관찰되었다.

9

검사 소견 :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수는 9.78×10 /L

균은 vancomyc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levo-

(호중구 81%, 림프구 12%, 단핵구 5%)이었고, 혈색소와

floxacin에 감수성이었고, penicillin과 erythromycin에는

9

적혈구용적은 4.2 g/dL와 13.0%, 혈소판은 121×10 /L이

내성이었다.

었다. PT, aPTT는 각각 19.8초와 51.9초였고, 혈중 전해

고

질은 sodium 131 mmol/L, potassium 6.5 mmol/L, chlo-

찰

ride 104 mmol/L이었다. BUN과 creatinine은 158 mg/dL
과 3.8 mg/dL였고, 총단백은 6.2 g/dL, 알부민 2.7 g/dL,

G. adiacens는 그람양성구균으로 운동성이 없고 포자

AST 67 U/L, ALT 43 U/L, alkaline phosphatase 115

를 형성하지 않는, catalase와 oxidase에 음성인 통성혐기

U/L, 총 빌리루빈 0.8 mg/dL, gamma-glutamyl trans-

성 균으로 pyridoxal (active vitamin B6)이나 L-cysteine

ferase 31 U/L, 혈당 75 mg/dL, calcium은 8.1 mg/dL,

이 첨가된 혈액한천배지에서 직경 0.2 mm의 작은 집락을

inorganic phosphorus 8.4 mg/dL, ammonia 848 μ
mol/L

형성한다(6). G. adiacens와 Abiotrophia defectiva 등을

(참고치 : 10-32)이었다. 동맥혈 가스검사는 pH 7.033, Po2

배양하기 위해서는 pyridoxal이나 L-cysteine이 필요하기

－
HCO3

6.0 mmol/L였고,

때문에 과거에는 이 균들을 nutritionally variant strep-

요검사는 정상이었다. 내원 한 달 전에 시행한 B형간염

tococci (NVS)라고도 하였고, Staphylococcus aureus의

표면항원과 항체 및 C형간염 항체검사는 모두 음성이었

집락주변에 작은 위성집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satelliting

다.

streptococci라고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thiol-requiring

289.8 mmHg, Pco2 22.9 mmHg,

세균학적 검사 : 혈액배양은 BACTEC Plus Aerobic/F

streptococci, vitamin B6- or pyridoxal-dependent strep-

system (Becton

tococci, symbiotic streptococci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

Dickinson, USA)에서 배양하였다. 혈액배양 3일 후에 1

었으나(2), Bouvet 등(6)이 이들 중에 서로 다른 두 균종

개의 배양병에서 양성을 보였고 그람염색에서 그람양성

이 있음을 밝혀내고 각각 Streptococcus adjacens와

구균이 관찰되어 혈액한천배지와 MacConkey 한천배지에

Streptococcus defectivus로 명명하였다. Kawamura 등(1)

접종 후 35℃에서 24시간 계대배양하였으나 둘 다 자라

은 이 두 균종이 Streptococcus 균속과 계통발생적으로

지 않았다. 혈액한천배지는 그대로 더 두었고 초콜릿배지

다르다는 것을 16S rRNA sequence 분석으로 증명하여

에 계대배양한 다음 날 혈액한천배지에서는 아무것도 자

Abiotrophia로 명명하였고, 이후에 Abiotrophia 균속에는

라지

관찰되었다.

A. adiacens, A. defectiva, A. balaenopterae, A. para-

Staphylococcus aureus로 획선한 혈액한천배지에서도 집

adiacens 등 네 균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7), A.

락이 관찰되었다(Figure 1). 상품화된 동정제품인 API

defectiva를 제외한 나머지 세 균종은 다시 Granulicatella

Rapid

로 명명되었다(8).

배양병을 사용하여 BACTEC

않았으나

ID

32

9240

초콜릿배지에서

STREP

집락이

(bioMérieux,

Marcy-l'Etoile,

France)의 profile code는 20002301120 (%id : 99.9, T

G. adiacens는 구강과 상기도, 요생식기, 위장관 등에

index : 0.75)이었고 API 20 STREP (bioMérieux, Marcy-

상재균으로 존재하나, 주로 심내막염을 유발한다. G.

l'Etoile, France)에서는 profile code 4500000 (%id : 73.9,

adiacens에 의한 심내막염은 사망률이 높아 내원 48시간

T index : 0.48)로 모두 G. adiacens로 동정되었다. 동정된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9, 10) NVS에
의한 심내막염은 항균제 치료실패율이 41%로 높고, 치료
후 재발률과 사망률도 각각 17%로 높다(10). Sato 등(11)
은 구강에서 G. elegans, G. adiacens, A. defectiva의 비
율이 1:11:1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구강에서 분리한 G.
adiacens 중 약 1/3과 A. defectiva는 심내막에 대한 감염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12), 심내막염을 유발하
는 G. adiacens가 구강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감염성심내막염 중에서 배양음성인 경우의 2.5-31%는
보통의 혈액배양으로는 배양되지 않는 미생물에 의한 것

Figure 1. Growth of Granulicatella adiacens around Staphylococcus aureus streak on blood agar plate.

으로 알려져 있다(13). 심내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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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배양으로 NVS를 분리하려면 검사실에서 임상적 진단

요

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고, 혈액배양은 적어도 7

약

일 이상 관찰해야 하며, 혈액배양액에서 자란 그람염색상
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배양액의 도말에서는 균이 보

Granulicatella adiacens는 과거에 nutritionally variant

경우에

streptococci로 분류되었던 균종으로 Streptococcus adja-

thioglycolate broth에 접종하든지 staph streak을 시행하

cens, Abiotrophia adiacens로 명명되기도 했다. Granuli-

여 위성현상을 확인하여야 한다(5). G. adiacens와 A.

catella는 구강 및 상기도, 요생식기, 위장관 등의 상재균

defectiva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증으로는 균혈증이 대표

으로

적인데, S. pneumoniae를 제외한 α-용혈성 연쇄구균에

adiacens에 의한 심내막염은 사망률이 높은데 잘 배양되

의한 균혈증의 3%를 차지한다(9).

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저자들은 선행질환으로 간경변증

이나

일반

고형배지에서는

자라지

않는

임상에서는

주로

심내막염에서

발견된다.

G.

API 20 STREP (bioMérieux, Marcy-l'Etoile, France)

과 만성신부전이 있는 52세 여자 환자의 혈액배양에서 G.

과 API Rapid ID 32 STREP (bioMérieux, Marcy-

adiacens를 분리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

l'Etoile, France)을 이용하였을 때 confidence of identi-

다.

fication이 각각 73.9%와 99.9%로 API Rapid 32 STREP
의 동정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AP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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