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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에서 콜리니를 채취   

1  2  3  4  

직접 슬라이드에 접종   CCHA Matrix를 넣어줌     VITEK ® MS에 삽입후 분석 

(효모는 Formic Acid넣음) 

MALDI-TOF를 이용한 전자동 미생물질량분석동정시스템 

VITEK®  MS Prep Station 

슬라이드를 식별하고 VITEK®MS에서 테스트하기 전에 샘플접종에 필요한 샘플
스팟을 지정합니다. 또한, Prep Station을 사용하여 VITEK®2장비*에서 테스트
할 AST카드를 설정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AST 테스트를 위해선 VITEK 2장비와 관련 시약 및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 

VITEK®  MS 소모품 및 시약 

VITEK®MS에는 샘플 접종을 위해 바코드가 부착된 일회용 슬라이드가 
사용됩니다. VITEK®MS CCHA Matrix와 VITEK®MS-FA는 슬라이드에 
샘플준비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약입니다. FA는 효모샘플의  전처리용으
로 사용되는 시약입니다.   

VITEK®  MS Acquisition Station 

VITEK®MS Acquisition Station은 VITEK®MS장비와 직접 연결되어 
테스트 진행상황 및 장비 작동 상태를 표시합니다. 여기에서 샘플 
스팩트럼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Myla®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Myla®   

Myla®는 VITEK®MS와 VITEK®2에서 얻은 데이터를 링크하여 LIS로 보낼 수 
있는 미들웨어 솔루션입니다. Myla®는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로서 지능 
통합이며 효과적인 작업관리 및 직관적인 분석기능을 제공하며, 각 연구실에서 
허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보안장치를 통해 억세스할 수 있습니다.  

VITEK®  MS를 이용한 Workflow  

• 몇 분내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확인 

• High Throughout시스템으로 한번에 최대 192개 시료 동시 분석가능  

• 동시에 4명이 같이 실험가능  

• MALDI-TOF장비 최초 FDA Clearance획득, 세계유일 AOAC RI인증 .   

VITEK®  MS구성품 및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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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동정에서 MALDI-TOF의 활용 및 원리 

VITEK®MS는 미생물 신속동정을 위한 자동질량분석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MALDI-TOF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샘플슬라이드가 준비되면, 이를 높은 진공환경에 

넣어줍니다. 샘플은 정밀한 laser burst를 통해 이온화되며 단백질 “cloud’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들은 전하를 사용하여 비행관내에서 가속되고 비행시간이 기록되어집니다. 가

벼운 단백질입자들은 더 빨리 이동하며, 보다 무거운 단백질입자들은 더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동이 끝나면 단백질입자들은 센서로 감지되어 각 샘플의 단백질 구성을 나타내는 스펙트럼

을 생성합니다. 특정 샘플의 스펙트럼과 정확하게 특성화된 박테리아 및 곰팡이의 스펙트럼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종(種, Species), 속(屬,Genus), 

과(科,Family) 수준까지 동정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샘플수집과정과 질량스펙트럼 결과생성

까지는 약 30초정도 소요됩니다. 

MALDI-TOF를 이용한 미생물 동정은 미생물실험실에서 효모와 박테리아의 동정에 있어 최

첨단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장점으로는 수분내의 빠른 결과, 소량의 샘플을 이

용한 분석, 작업효율의 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수준의 정확한 결과를 제공

해 주는 것 입니다.  

검증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신뢰도 높은 동정 결과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며, 즉시 보고서 출력가능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와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 

신뢰성이 낮은 결과로 동정결과가 안나옴 

비오메리으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인 Advance Spectra Classifier (ASC)은 지식기반 레퍼런스 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weighted bin matrix를 이용합니다. 지식기반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755개의 균을 포함하고 있으며 (박테리

아: 645개, 곰팡이 110개) 각 종마다 서로 다른 균의 다양성, 배지타입 및 생장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평균 40개의 레퍼런

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Bin matrix를 생성하기 위해 모든 종들에 대한 레퍼런스 스펙트럼은 1,300개의 사전에 

정의된 bin으로 구분되고, bin weight는 bin의 피크의 유무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데이터베이스내 모든 다른 종들과 비

교하여 어떤 종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일단 테스트한 시료에서 스펙트럼이 생성되면, raw data에서 baseline값과 노이즈를 제거되며, 중요한 피크가 감지됩니다. 

스펙트럼은 1300개의 bin으로 나뉘어지며, 피크패턴은 지식기반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종들과 비교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내 모든 종들에 대한 bin weight 합계를 계산함으로써 상대스코어가 생성되며, 이는 확률과 신뢰값으로 변환

됩니다. 이 binning 알고리즘은 신뢰수준 99%이상으로 유기체를 확실하게 동정해줍니다.  

스펙트럼패턴을 비교하기보다는 각 스펙트럼의 

1300개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은 매

우 밀접한 단백질 함량과 스펙트럼 프로파일을 가

진 종들 사이 차이점을 발견하여 높은 신뢰도의 동

정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분석방

법에 비해 빠른 분석시간과 향상된 정확도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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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신뢰도를 바탕으로 검증 받은 장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번지 안양IT밸리 604호  
TEL : 031-343-0600 / FAX : 031-343-0610  

Laser  

• 337 nm nitrogen laser, fixed focus  

• Maximum pulse rate - 50 Hz (50 laser shots per second)  

• Near normal (on-axis) incidence of the laser beam to the sample  

• Laser power and laser aim under software control  

 

Analyzer  

• Linear flight tube of 1.2 m drift length  

• Vacuum maintained by two turbomolecular pumps (nominal 250 l/s) with rotary backing  

• Beam blanking to deflect unwanted high intensity signals e.g. matrix ions Dimensions  

• Size (w h d) - 0.7 m x 1.92 m x 0.85m, minimum distance to wall at back is 100 mm  

• Weight - 330 kg excluding data system  

 

Mass range  

• 1 to 500 kDa 

Technical Details & Specification  

• MALDI-TOF 동정장비 최초 FDA clearance 

• 세계유일 AOAC RI 인증  

• 세계적인 균주은행 ATCC에서 VITEK®MS도입 및 공동연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