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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IsolationandIdentificationofNontuberculousMycobacteria(NTM)

from Acid-Fast-BacillusCulture-PositiveSputum Specimens

Choi,Cheol-Won

Advisor:prof.ParkJong,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uence,

ChosunUniversity

Background:Astheprevalenceoftuberculosisdeclines,theproportionof

mycobacteriallungdiseaseduetonontuberculousmycobacteria(NTM)is

increasing worldwid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dentification for

treatmentgreat.ThisstudyanalyzedtheisolationandidentificationofM.

tuberculosis and NTM from theacid-fastbacilli(AFB)culture-positive

sputum specimensinaprivatesectorhospitalinKorea.

Method:Thisstudyanalyzedtheresultsforthe6,605AFBculture-positive

sputum specimenscollectedfrom January,2006toDecember,2010.

Result:Thesputum specimensisolated3,937MTB specimens(59.6%)and

2,668NTM specimens(40.4%)usingpolymerasechainreaction(PCR).

And 400 specimens were identified using a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nalysis method, which

amplifiestherpoBgene.

M.avium complex(MAC)wasthemostcommonspecies,whichwasfound

72.5%(n=290) of patients,followed by M.abscessus 12.5%(n=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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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ae 6.8%(n=17), M. kansasii 4.0%(n=16), M. fortuitum complex

2.5%(n=10).

Conclusion:EpidemiologyofNTM pulmonarydiseaseinKoreaisdifferent

from thatinothercountries.Alsodifferenceofdistributionappearslocally

in theSouth Korea.A high index ofclinicalsuspicion aswellas an

accurateidentificationoftheisolateswouldberequiredforthediagnosis

ofNTM pulmonary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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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비결핵항산균(Nontuberculousmycobacterium,이하 NTM)은 1882년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하고 오래되지 않아 인간에게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인

식되기 시작하 고(MarrasandDaley,2002),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이하 MTB)과 나병균(M.leprae)를 제외한 mycobacteria를 말한다.자연계에 감

염 보유 숙주가 없는 결핵균과 달리 NTM은 자연수와 토양 등 자연환경에 정상

으로 존재하고, 재까지 100여종 가까운 균종이 알려져 있으며 계속 새로운

균종이 밝 지고 있다(류우진 등,2005).면역기능이 정상이며 기 폐질환이 없

는 상태에서도 NTM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이 알려졌다(Prince등,1989).이

후 여러 보고를 통해 병원성이 증명되어 왔으나 폐질환에서의 역할 병인에

해서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서 기회감염증의 주요 원인균으로 인식되기 시작

하면서 그 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 다(Aberg등,1998).

미국에서는 1980년 반까지는 검사실에서 배양되는 마이코박테리아 NTM

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 으나 최근에는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결핵균보

다 분리되는 빈도가 더 높아졌다.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까지만 하더라도

임상 검체에서 분리되는 마이코박테리아의 97〜98%이상이 결핵균이었지만,1990

년 이후 NTM이 분리되는 비율이 증가하여,일부 병원에서는 임상 검체에서

분리되는 마이코박테리아 NTM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0%에 이르고 있다

(고원 등,2008).

NTM의 균종 분포 분리 비율은 국가,지역 보고된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

를 나타낸다.미국과 일본에서 NTM 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M.avium-

intracellurarecomplex(MAC)으로 60〜80%를 차지하며,M.kansasii가 15〜

20%로 두 번째로 흔한 원인 균이다.캐나다 국에서는 M.xenopi,북유럽에

서는 M.malmomense가 가장 흔한 균주이다.반면 국내에서는 MAC,M.

abscessus의 순서이고 M.kansasii는 상 으로 드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고

원 등,2003).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항산균 도말 양성은 결핵으로 간주될 정도로 결핵의 빈도

가 높고 NTM증의 빈도가 낮았으나,NTM증 국 실태조사에 의하면 199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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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NTM의 분리율 질병 빈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러한 수 증가는 NTM배양의 증가 뿐만이 아니라 체 인 항산균에

한 NTM 분리비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이정연 등,2005).

NTM은 균종의 차이로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데 폐질환을 주로 일으키는 균

(MAC,M.kansasii,M.abscessus,M.xenopi,M.malmoense),림 염을

일으키는 균(MAC,M.scrofulaceum,M.malmoense),피부감염을 일으키는

균(M.marium,M.fortuitum,M.chelonae,M.abscessus,M.ulcerans),그

리고 종성 감염을 일으키는 균(MAC,M.kansasii,M.chelonae)등으로 분

류한다(Griffith등,2007).

이처럼 균종의 차이로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NTM은 결핵균에 유효한 항결핵제

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NTM의 종류에 따라 치료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

로,임상검체에서 NTM의 신속한 균 동정은 환자의 한 진단과 치료방침 수

립에 매우 요하다(박 길 등,2010).그러나 지 까지는 항산균 도말 양성에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고,항산균 배양 양성에 한 연구는 충분히 보고된

바 없다.과거 결핵의 유병률이 높았던 국내에서는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도말

검사 양성만으로 결핵을 진단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비결핵항산균의

분리율 NTM 폐질환의 비율이 상 으로 증가 하고 있어 배양검사를 통한

균동정을 해야한다.본 연구의 검체 확보병원의 경우 타 병원에 비해 재치료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항산균 배양 양성 객담 NTM의 분

리비율 동정에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 병원에서 폐질환이 의심되

어 객담 검체를 통해 균 동정이 이루어진 NTM의 분리비율과 NTM의 균종의 빈

도 지역 차이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3 -

Ⅱ.연구 방법

A.연구 상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G 역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병원 진단검사의

학과 미생물검사실에 폐질환이 의심되어 입원과 외래 진료를 온 환자로부터 의뢰

된 객담(sputum) 항산균 배양 양성인 검체 6,605검체를 상으로 하 다.

B.연구방법

1.항산균 배양 과정

a)검체 처리

50ml원추형 Conicaltube에 검체 3〜4ml를 넣고 NaOH-N-acetyl-L-cysteine

시약 10ml 까지 채웠다.단 검체의 양이 1ml이하 는 객담이 침 된 면

인 검체는 검체와 시약 비율이 동량 는 총 3배가 넘지 않게 하여,20분을 넘지

않게 실온에서 Voltex mixer를 이용 2〜3회 교반하여서 액화와 탈오염

(decontamination)을 시켰다.여기에 0.067M Phosphatebuffer로 50ml까지 채워

서 화한 후,4℃의 3600rpm 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사를 1ml남겼다.남

은 침 물은 슬라이드에 Smear고정액 30ul와 침 물 30ul를 떨어뜨리고 가로

2cm,세로 1cm정도 되게 펴서 도말한 다음 100℃의 Dryoven에서 15분 이상 건

조하 다.

b)항산균 배양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GrowthSupplement와 PANTA용액을 사용 당일 섞어 그

0.8ml와 검체 처리 후 남은 침사 0.5ml를 7ml의 MGIT배지에 넣어 MGIT

960system에서 6주간 배양하 다.양성신호를 보이면 양성인 MGIT tube로부

터 도말을 만들어 항산균 염색을 실시하 다.

c)항산균 염색

① FluorochromeAFBstain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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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슬라이드를 AuramineO 염색액으로 15분간 염색시킨 후,물로 세척하

고 0.5% acidalcohol로 2분간 탈색한 후 다시 물로 세척하고,2분 동안 0.5%

Potassium permanganate로 조 염색하 다.염색한 슬라이드는 형 미경에

서 200x,400x로 찰하 으며 Trace이상의 경우에는 Ziehl-Neelsen항산성 염

색법으로 다시 확인 하 다(정윤섭 등,2000).

② Ziehl-Neelsen’sstainmethod

슬라이드 면에 carbol-fuchsin염색액을 부어 도말이 완 히 덮어지게 하여,

슬라이드 부분을 화염 으로 수증기가 생성 될 때까지 가온하여 3〜5분정도

염색하 다.다음은 흐르는 물로 염색액을 씻은 후,HCL-alcohol로 30〜60 간

색이 없어질 때 까지 탈색 후 부드럽게 물로 씻어낸다.그 후 methylenblue로 1

분간 조 염색한 다음,다시 흐르는 물에 씻고 여분의 물은 거즈나 종이 타월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내고 80℃의 Dryoven에서 건조하 다.염색한 슬라이드는

1000x로 찰하 다(정윤섭 등,2000).

2.분리비율확인

다 효소연쇄반응(Multiplex-polymerasechainreaction:PCR)을 통한 균 감별

양성 신호를 보낸 MGIT tube들 항산성 염색을 실시하여 결핵균이 발견된

MGIT tube를 Vortexmixer를 이용하여 교반한 후 바닥 쪽의 배양액 500ul를

채취하여 1.5mltube에 옮겨 Microcentrifuge로 13,0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 다.상층액을 버리고,침 물에 DNA Extractionsolution200ul를 첨가하여

30 간 교반 하 다.그 후 100℃에서 20분간 Heating하 으며 Tube터짐 방지

를 해 CapLock을 끼우고,Heatblock을 이용하 다.다시 30 간 교반 한

후 Microcentrifuge로 13,0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3ul덜어내어

0.2mltube에 옮겨 PCR 시약(5X MTB/NTM ACEPM 4ul와 8-Mopsolution

3ul,2-Multiplex MasterMix 10ul혼합액)17ul와 혼합하여 94℃로 열된

PCR기기에서 반응 시켰다.그 후 PCR결과물 5ul와 MTB와 NTM의 구분을

해 MTB/NTM ACE Marker5ul를 EtBr을 포함하고 있는 2% Agarosegel에

분주하여 기 동 하 다. 기 동이 끝난 agarosegel을 UV transilluminator

( 장 310nm)에서 찰하 다.이로써,Multiple-PCR을 이용하여 결핵균(M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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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결핵항산균(NTM)의 구분 결과 결핵균(MTB)은 3,937검체로 59.6%,비결핵

항산균(NTM)은 2,668검체 40.4%이었다.

3.NTM 동정

최 NTM으로 진단된 후 치료 후에도 2〜3회 배양검사 상 NTM으로 분리된

검체 400건을 상으로 NTM 동정검사를 한결핵연구원에 의뢰하여 균 동정을

시행하 다.배양된 균주로부터 genomicDNA를 추출한 후 RNA polymerase

subunit를 코딩하면서 모든 마이코박테리아 간에 염기서열이 잘 보존된 rpoB유

자의 일부분 (360bp;bases902-1261)을 5'-TCAAGGAGAAGCGCTACGA-3'

(RPO5')와 5'-GGATGTTGATCAGGGTCTGC-3'(RPO3')를 primer로 사용하

여 증폭시켰다.증폭된 산물을 MspI(BoehringerMannheim Biochemicals,

Mannheim,Germany)과 HaeIII(TakaraShuzoCo.,Ltd.,Shiga,Japan)등 제

한효소 처리를 한 다음 단된 DNA mixture를 4% Metaphore agarose

gel(FMC BioProducts,Rockland,Maine)에서 기 동한 후 크기를 찰하여

균 동정을 하 다(LeeH 등,2000).

C.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ver.12.0을 이용하 다.NTM의 분리 비율 균 동정은 빈

도분석을 이용하여 연도와 계 그리고 월별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

다.성별,연령,년도에 따른 NTM 동정의 차이를 보기 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 다.통계 유의성을 검정하기 하여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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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년도 AllMycobacteria MTB NTM

2006년 712 506(71.1) 206(28.9)

2007년 1,154 711(61.6) 443(38.4)

2008년 1,182 655(55.4) 527(44.6)

2009년 1,818 991(54.5) 827(45.5)

2010년 1,739 1,074(61.8) 665(38.2)

Total 6,605 3,937(59.6) 2,668(40.4)

Ⅲ.연구 결과

A .항산균 배양 결과

1.항산균 배양 양성 결과

결핵균(MTB)과 비결핵항산균(NTM)의 구분 결과 결핵균(MTB)은 3,937검체로

59.6%,비결핵항산균(NTM)은 2,668검체 40.4%이었다.2006년은 MTB 506검체

(71.1%)NTM 206검체(28.9%)이었고,2007년은 MTB 711검체(61.6%),NTM

443검체(38.4%)이었고,2008년은 MTB665검체(55.4%)NTM 527검체(44.6%)이

었고,2009년은 MTB 991검체(54.5%)NTM 827검체(45.5%)이었고,2010년은

MTB1,074검체(61.8%)NTM 665검체(38.2%)이었다(표 1).

표 1.항산균 배양 양성 결과

단 :건(%)

*Allofspecimensculturedfor6weeksinMGIT 960system

Abbreviation:MTB:Mycobacterium tuberculosis

NTM:Nontuberculousmyco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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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AllMycobacteria MTB NTM

1,753 970(53.3) 783(44.7)

여 름 1,669 1,066(63.9) 603(36.1)

가 을 1,660 1,014(61.1) 646(38.9)

겨 울 1,523 887(58.2) 636(41.8)

2.계 변화에 따른 MTB와 NTM의 분리비율

계 변화에 따른 분리비율을 살펴보면 체 배양 양성 검체 (3-5월)은

MTB 970검체(53.3%)NTM 783검체(44.7%)이었고,여름(6-8월)은 MTB 1,066

검체(63.9%),NTM 603검체(36.1%)이었고,가을(9-11월)은 MTB 1,014검체

(61.1%)NTM 646검체(38.9%)이었고,겨울(12-2월)은 MTB 887검체(58.2%)

NTM 636검체(41.8%)이었다(표 2).

표 2.계 변화에 따른 MTB와 NTM의 분리비율

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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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TM 동정

1.NTM 동정 결과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간 한결핵연구원에 400검체의 NTM

동정을 의뢰하 다.그 M.intracellurare233균주(58.3%),M.avium 57균주

(14.3%),즉,M.avium-intracellurarecomplex(MAC)가 290균주(72.5%)로 가

장 많았고 M.abscessus 50균주(12.5%),M.gordonae 27균주(6.8%),M.

kansasii16균주(4.0%),M.fortuitum complex 10균주(2.5%),기타 7균주

(1.8%)의 순이었다.남성은 210균주(52.5%),여성은 190균주(47.5%)로 나타났

다.그 남성은 M.intracellurare130균주(61.9%),M.avium 24균주(11.4%),

즉,M.avium-intracellurarecomplex(MAC)가 154균주(73.3%)로 가장 많았고

M.gordonae18균주(8.6%),M.abscessus17균주(8.1%),M.kansasii13균주

(6.2%),M.fortuitum complex4균주(1.9%),기타 4균주(1.9%)의 순이었다.그

리고 여성은 M.intracellurare103균주(54.1%),M.avium 33균주(17.4%),즉,

M.avium-intracellurare complex(MAC)가 136균주(71.5%)로 가장 많았고,

M.abscessus 33균주(17.4%), M.gordonae 9균주(4.7%),M.fortuitum

complex6균주(3.2%),M.kansasii3균주(1.8%),기타 3균주(1.8%)의 순이었

다.성별에 따른 NTM 균주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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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동정균 남 여 체 pvalue

MAC 154(73.3) 136(71.5) 290(72.5) 0.005*

M.intracellulare 130(61.9) 103(54.1) 233(58.3)

M.avium 24(11.4) 33(17.4) 57(14.3)

M.abscessus 17(8.1) 33(17.4) 50(12.5)

M.gordonae 18(8.6) 9(4.7) 27(6.8)

M.kansasii 13(6.2) 3(1.6) 16(4.0)

M.fortuitum complex 4(1.9) 6(3.2) 10(2.5)

Other 4(1.9) 3(1.6) 7(1.8)

Total 210(100.0) 190(100.0) 400(100.0)

표 3.NTM 동정 결과

단 :건(%)

*:chi-squar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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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령에 따른 NTM 동정 결과

29세 이하는 M.intracellulare10균주(58.8%),M.gordonae3균주(17.6%),

M.abscessus2균주(11.8%),M.kansasii2균주(11.8%)순이었다.30-39세는

M.intracellulare10균주(40%),M.avium 4균주(16%),M.abscessus4균주

(16%),M.gordonae3균주(12%)M.kansasii3균주(12%)순이었다.40-49세

는 M.intracellulare14균주(33.3%),M.avium 10균주(23.7%),M.abscessus

7균주(16.7%), M. kansasii 7균주(16.7%)순이었다. 50-59세는 M.

intracellulare46균주(52.3%),M.avium 16균주(18.2%),M.abscessus13균주

(14.8%),M.gordonae7균주(7.9%)순이었다.60세 이상은 M.intracellulare

153균주(52.3%),M.avium 27균주(11.8%),M.abscessus24균주(10.5%),M.

gordonae13균주(5.7%)순이었다.연령에 따른 NTM 균주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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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세)

동 정 균 29이하 30-39 40-49 50-59 60이상 pvalue

MAC 10(58.8)14(56.0)24(57.0)62(70.5)180(78.9) 0.000*

M.intracellulare 10(58.8)10(40.0)14(33.3)46(52.3)153(67.1)

M.avium 0(0.0) 4(16.0)10(23.7)16(18.2) 27(11.8)

M.abscessus 2(11.8) 4(16.0) 7(16.7)13(14.8) 24(10.5)

M.gordonae 3(17.6) 3(12.0) 1(2.4) 7(7.9) 13(5.7)

M.kansasii 2(11.8) 3(12.0) 7(16.7) 1(1.1) 3(1.3)

M.fortuitum complex 0(0.0) 1(4.0) 2(4.8) 3(3.4) 4(1.8)

Other 0(0.0) 0(0.0) 1(2.4) 2(2.3) 4(1.8)

Total 17(100.0)25(100.0)42(100.0)88(100.0)228(100.0)

표 4.연령에 따른 NTM 동정 결과

단 :건(%)

*:chi-squar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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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도에 따른 NTM 동정 결과

2006년은 M.intracellulare 34균주(77.3%), M.avium 5균주(11.3%), M.

abscessus 2균주(4.5%),M.gordonae 1균주(2.3%)순이었고,2007년은 M.

intracellulare 35균주(60.3%),M.avium 9균주(15.5%),M.abscessus 6균주

(10.3%),M.gordonae4균주(6.9%)M.kansasii3균주(5.2%)순이었고,2008년

은 M.intracellulare49균주(61.3%),M.avium 10균주(12.5%),M.abscessus

10균주(12.5%),M.gordonae4균주(5.0%)M.kansasii4균주(5.0%)순이었고,

2009년은 M.intracellulare 61균주(49.2%), M.avium 23균주(18.5%),M.

abscessus 18균주(14.6%),M.gordonae 10균주(8.1%) M.kansasii5균주

(4.0%)순이었고,2010년은 M.intracellulare54균주(57.5%),M.abscessus14

균주(14.9%),M.avium 10균주(10.6%),M.gordonae8균주(8.5%)M.kansasii

3균주(3.2%)순이었다. 년도에 따른 NTM 균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654)(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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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동 정 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pvalue

MAC 39(88.6)44(75.9)59(73.8) 84(67.7) 64(68.1)0.645*

M.intracellulare 34(77.3)35(60.3)49(61.3) 61(49.2) 54(57.5)

M.avium 5(11.3) 9(15.5)10(12.5) 23(18.5) 10(10.6)

M.abscessus 2(4.5) 6(10.3)10(12.5) 18(14.6) 14(14.9)

M.gordonae 1(2.3) 4(6.9) 4(5.0) 10(8.1) 8(8.5)

M.kansasii 1(2.3) 3(5.2) 4(5.0) 5(4.0) 3(3.2)

M.fortuitum complex 1(2.3) 1(1.7) 3(3.7) 3(2.4) 2(2.1)

Other 0(0.0) 0(0.0) 0(0.0) 4(3.2) 3(3.2)

Total 44(100.0)58(100.0)80(100.0)124(100.0)94(100.0)

표 5.연도에 따른 NTM 동정 결과

단 :건(%)

*:chi-squar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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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NTM은 과거에는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atypicalmycobacteria),mycobacteria

otherthantuberculosis(MOTT),environmentalmycobacteria,opportunistic

mycobacteria 등으로 불리어오다, 최근에 주로 NTM으로 지칭되고 있다

(AmericanThoracicSociety,1997).1980년 이후 미국과 유럽,일본에서 후천

성 면역결핍증 등 면역기능 하 환자에서의 종성 감염과 함께 기 질환이 없

는 정상 면역상태인 성인에서 NTM 폐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최근 많은 심

을 모으고 있다(Yates등,1997).

비결핵항산균 폐감염의 주요 원인균은 MAC,M.abscessus,M.fortuitum

complex등인데 지역에 따라 분포가 다르며 치료가 쉽지 않아 정확한 균동정이

가장 요하다.비결핵항산균은 균종에 따라 각종 항균제에 해 높은 내성을 가

지고 있어 결핵에 비해 더 많은 약제로 장기간 치료해도 환자에게는 효과 이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AmericanThoracicSociety,1997).

NTM의 통 인 분류방법은 Runyon분류법으로 배지에서의 성장속도,집락

의 모양,색소침착에 따라 photochromogen (1군),scotochromogen (2군),

nonchromogen(3군),rapidgrower(4군)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1군에서 3

군은 결핵균과 비슷한 성장속도를 갖는 slowlygrowingmycobacteria이고 4군

은 통상 인 배지에서 1주 이내에 배양되는 rapidlygrowingmycobacteria이

다(Shinnick등,1994).Slowlygrowingmycobacteria 폐질환을 흔히 일으

키는 균은 MAC,M.kansasii,M.xenopi,M.malmoense등이며,rapidly

growing mycobacteria 폐질환을 흔히 일으키는 균은 M.abscessus,M.

fortuitum,M.chelonae등이다(BritishThoracicSociety,2000).

본 연구결과 국내에서도 항산균 배양 양성 NTM의 분리 비율이 40.4%로 높

게 나타났다.이 까지의 연구의 결과를 보면 1990년 이후 몇몇 학병원에서

의 보고에 따르면 NTM의 분리되는 비율이 시기별로 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임

상검체에서 분리되는 항산균 20〜30%까지 이르고 있다고 한다(고원 등,

2003). 한 결핵은 후진국에서 빈발하나 NTM의 경우는 선진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본원의 결과와 같이 NTM에 의한 폐질환이 국내에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계 에 따른 MTB의 분리는 여름에 63.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분리되



- 15 -

었다.이는 질병 리본부(2007)에서 여름에 MTB가 가장 많이 신고 된 것과 일치

하는 경향을 보 다.

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간 한결핵연구원에 최 NTM으

로 진단된 후 치료 후에도 2〜3회 배양검사 상 NTM으로 분리된 검체 400건을

NTM 동정 의뢰하 다.그 M.intracellurare233균주(58.3%),M.avium 57

균주(14.3%),즉,M.avium-intracellurarecomplex(MAC)가 290균주(72.5%)

로 가장 많았고,M.abscessus50균주(12.5%),M.gordonae 27균주(6.8%),

M.kansasii16균주(4.0%),M.fortuitum complex10균주(2.5%),기타 7균주

(1.8%)의 순이었다.국내 NTM 균종 빈도를 보면,2002년 6월 결핵 연구원에서

는 MAC가 가장 많이 분리되고 M.abscessus,M.fortuitum,M.szulgai,M.

kansasii순으로 보고하고 있다(류우진,2002).국내 학병원에서 보고한 내용

에 따르면 서울삼성병원(고원 등,2003) 서울 앙병원(심태선 등,2002)에

서는 MAC,M.fortuitum complex,M.abscessus,M.gordonae순으로 균종이

분리되었다. 한 부산의 학병원 에서는 MAC,M.szulgai,M.kansasii,M.

abscessus순으로 균종이 분리되었다(장태원 등,2005).이 듯 NTM의 분리 비

율의 증가와 동정의 지역 차이를 볼 때,국내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서 균종

분리비의 차이를 보인 것은 기 질환의 분포,지역 환경의 차이 그리고 발 된

진단 방법으로 NTM 균주 분리의 증가 등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연령에 따른 NTM 동정 결과를 보면,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p<0.01), 한 40 이후 발생 환자가 358균주(89.4%)로 나타났다.결핵 회에

따르면 NTM 발병에 cysticfibrosis,HIV,만성 폐질환, 산 종사자,온난한

기후,고령,남성 등이 향을 미치는 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김희진,2008).

이 같은 자료와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40 이후 고령의 남성에서 NTM 발

생 험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연도에 따른 NTM 동정 결과를 보면,연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654).지역 차이로 인한 균 동정의 차이는 있었지만,같은 지역 내에

서의 연도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같은 지역 내에서는 해마다 비

슷한 균 동정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와 입원,신규와 재발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항산균 배양

양성 검체만을 연구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동일한 환자의 결과들이 복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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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한 NTM이 분리된 환자의 임상 소견과 방

사선학 소견을 함께 분석하지 않은 제한 을 가지고 있다.이상의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앞으로는 NTM의 정확한 균 동정과 임상 ,방사선학 소견

에 한 분석을 통한 향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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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결론

NTM 질환은 과거에는 공 건강에 치명 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하지만

최근에 NTM의 분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치료를 한 균 동정의 요성이 커

지고 있다.본 연구는 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항산균 배양 양성 객담 NTM

의 분리 비율 동정을 분석해서 분리 비율의 증가 동정 균주의 지역 특성

을 알아보고자 하 다.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주의 한 종합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

검사실에 폐질환이 의심되어 입원과 외래 진료를 온 환자로부터 의뢰된 객담

항산균 배양 양성인 검체로 MTB와 NTM으로 분리 하 다. NTM으로 분리된

검체들 최 NTM으로 진단된 후 치료 후에도 2〜3회 배양검사 상 NTM으로

분리된 검체 400건을 상으로 NTM 동정검사를 한결핵연구원에 의뢰하여 균

동정을 시행하 다.

그 결과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항산균 배양 검사가 의뢰된 객담

항산균 배양 양성인 검체는 6,605검체 으며,Multiple-PCR을 이용하여 결핵균

(MTB)과 비결핵성 항산균(NTM)의 구분 결과 결핵균(MTB)은 3,937검체로

59.6%,비결핵성 항산균(NTM)은 2,668검체 40.4%로 나타났다.

한,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간 본원에서 한결핵연구원에 400

검체의 NTM동정을 의뢰하 다.그 M.intracellurare233균주(58.3%),M.

avium 57균주(14.3%),즉,M.avium-intracellurarecomplex(MAC)가 290균

주(72.5%)로 가장 많았고 M.abscessus50균주(12.5%),M.gordonae27균주

(6.8%),M.kansasii16균주(4.0%),M.fortuitum complex10균주(2.5%),기타

7균주(1.8%)의 순이었다.

주 역시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항산균 배양 양성 객담 NTM이 분리비

율은 40.4%의 높은 분리 비율을 보 고,균종의 빈도 역시 지역 차이를 보

다.NTM 감염증의 치료는 동정된 균종에 따라 임상 의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방법과 약제가 달라지게 됨으로 무엇보다 정확한 균 동정이 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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