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DOI: 10.3947/ic.2011.43.3.245
Infect Chemother 2011;43(3):245-250
pISSN 2093-2340 eISSN 2092-6448

Infection &
Chemotherapy

폐외결핵 환자에서의 치료에 따른 연속적인 T-SPOT.TB 검사
박기호  조오현  고광범  이유미  박현정  박소연  문송미  정용필  이상오  최상호  김양수  우준희  김성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Serial Testing of T-SPOT.TB Assays with Anti-Tuberculosis Therapy in Patients with Extrapulmonay Tuberculosis
Background: Limited data are available for the clinical utility of serial interferongamma producing T-cell response after initiation of treatment in patients with
extrapulmonary tuberculosis (TB). We studied the serial TB-specific antigen T-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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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measured using the T-SPOT.TB assay during the course of therapy.
Material and Methods: We prospectively enrolled adult patients who were newly
diagnosed with active extrapulmonary TB over a 24-month period. All patients
were given standard anti-TB treatment. Blood samples were obtained for T-SPOT.

TB at diagnosis, as well as 1-, 3-, 6-, and 12-months after initiating anti-TB therapy.
Results: A total of 52 patients with extrapulmonary TB (38 confirmed and 14
probable TB)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All patients had clinical and ra
diologic improvement after treatment and cured. T-SPOT.TB was positive for 90%
at diagnosis, 100% at 1-, 3-, and 6-months, and 93% at 12-months after initiation
of anti-TB therap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dian T-cell response
between early secreting antigenic target-6 (ESAT-6) and culture filtrate protein-10
(CFP-10) at all time points. Median T-cell response steadily increased up to 6
months and then decreased.
Conclusions: T-SPOT.TB assay remained positive after successful anti-TB treatment
in most patients with extrapulmonary TB. Our data suggests that serial T-SPOT.TB
has limited clinical utility as a surrogate marker of treatment response in patients
with extrapulmonary TB.
Key Words: Tuberculosis,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서론
전 세계적으로 결핵은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
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결핵 발생률은 2007년에 인구 10만 명당 90명이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1]. 따라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환
자뿐 아니라 공중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데, 아직 결핵 진단에 충분히 민감
하고 특이적인 신속 검사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에 새로운 결핵 진단법으로

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대한 특이적인 항원을 이용한 interferon-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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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assay (IGRA)가 잠복 결핵 및 활동성 결핵의 진단에 희망적인

적, 조직학적, 방사선학적, 미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하였고 치료 종료 후

성적을 보여 주었다[2-4]. 이와 더불어 결핵의 치료에 대한 반응의 지표

최소 6개월간 경과 관찰하였다. 환자들의 임상적인 분류 기준은 이전 연

로 IGRA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만약 M. tuberculosis

구들에 기초하였고, Table 1에 요약하였다[3, 17].

특이 항원에 대한 인터페론감마 생산 T세포 반응(interferon-gamma

T-SPOT.TB 검사(Oxford Immunotec, Oxford, UK)는 이전에 기

producing T-cell response)이 치료에 대한 반응과 연관이 있다면 결

술되었던 방법에 의하여 시행되었다[3, 4, 18-20]. 요약하면, 말초 혈액

핵 치료의 객관적인 간접 지표(surrogate marker)로 유용할 수 있다

약 8mL을 피험자로부터 채취하였고, 말초 혈액 단핵 세포(peripheral

[5, 6]. 최근의 몇 개의 연구에서 활동성 결핵의 치료 효과 판정 지표로

blood mononuclear cell)를 30분 이내에 분리하였다. 분리된 2.5×105

서 IGRA의 역할을 조사하였는데,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7-

개의 말초 혈액 단핵 세포는 사람 인터페론 감마에 대한 항체가 입혀

15]. 대부분의 연구들이 적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양한

져 있는 well에 깔았고, 37℃에서 18시간 동안 배양되었다. Spot의 수

면역 상태의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연구에 포함된 많은

는 자동화 현미경(ELiSpot 04 HR; Autoimmune Diagnostika GmbH,

환자들은 폐결핵 환자들로서, 침습적 검사가 필요하여 진단과 치료 반

Strasburg,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arly secreting

응 평가가 더 어려운 폐외결핵 환자들에 있어서 치료에 따른 IGRA 검사

antigenic target-6 (ESAT-6)와 culture filtrate protein-10 (CFP-10)

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이에 저자들은 폐외결핵 환자들

에 대하여 10만개의 세포당 6개 이상의 spot을 양성으로 간주하였다.

의 항결핵제 치료 중과 치료 후에 연속적인 T-SPOT.TB 검사의 유용성

불확정 결과(indeterminate results)는 이전에 기술되었던 것을 따랐

을 조사하였다.

는데[3, 4, 18-20], 요약하면 양성대조군(positive control well)의 spot
의 수가 20개 미만 또는 음성대조군(negative control well)의 spot 수
가 10개를 초과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는

재료 및 방법

Mantoux법에 의하여 시행되었는데, purified protein derivative RT23
(Statens Serum Institut, Copenhagen, Denmark)을 전완부에 피내

본 연구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24개월 동
안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외결핵으로 진단 받은 16세 이상의 성인 중

로 2TU을 주사 후 48시간 이후 경결(induration)의 크기가 10 mm 이
상일 때 양성으로 정의하였다[3, 4, 18-20].

T-SPOT.TB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통계적인 분석은 Prism 5 for Windows, version 5.0 (GraphPad

였다. 혈액 채취는 치료 시작 시점부터 치료 시작 후 1개월, 3개월, 6개

Software,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였다. 각 시점에 시행된

월, 12개월, 24개월에 시행되었다. 환자들은 미국 흉부 학회(American

ESAT-6에 대한 T세포 반응과 CFP-10에 대한 T세포 반응의 정량적인

Thoracic Society) 및 미국 감염병 학회(Infectious Disease Society

값은 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항결핵제 치료 후

of America)의 지침에 따라 4제 병합 요법(isoniazid, rifampicin,

의 T-SPOT.TB 검사로 측정한 T-cell 반응의 정량적인 값(spot forming

ethambutol, and pyrazinamide)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폐외결핵

cell[SFC])의 변화는 짝지어진 경우에 대하여 Wilcox signed-rank test

환자들의 치료 기간은 지침에 따라 6개월을 표준 요법으로 하였고, 중

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단 기준은P 값 <0.05인 경우

추 신경계 결핵 및 근골격계 결핵에서는 치료 기간을 연장하였다[16].

로 하였다.

치료 중 역설적 반응(paradoxical response)이 생겼을 때의 스테로이
드의 사용 여부 및 치료 기간의 연장 여부는 담당 주치의에 의하여 결정
되었다. 연구자는 환자의 T-SPOT.TB 검사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임상

Table 1. Diagnostic Classification of Adult Patients Presenting with Suspected
Extrapulmonary Tuberculosis
Confirmed Tuberculosis
Clinical specimen positive for Mycobacterium tuberculosis on culture or M. tuberculosis
polymerase chain reaction
Probable Tuberculsois
Histology of biopsy tissue showing caseating granuloma
Clinical picture of meningitis associated with cerebrospinal fluid changes consistent with
tuberculosis meningitis
Clinical picture of unexplained symptoms or persistent pyuria and radiologic findings
consistent with genitourinary tuberculosis
Possible Tuberculosis
Patients who did not fulfill the above criteria but in whom active tuberculosis could not be
excluded
Not Tuberculosis
Other diagnosis or clinical improvement without antituberculosis therapy

결과
60명의 환자들이 연구기간 동안 전향적으로 등록되었다. 이중 치료
중 사망한 환자(n=2), 2주 이상 항결핵제를 중단한 환자(n=2), 추적 소
실된 환자(n=4)는 배제되었고, 52명의 폐외결핵 환자들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52명 중에서 38명(73%)은 확진된 결핵(confirmed
tuberculosis)이었고, 14명(27%)는 가능성이 높은 결핵(probable
tuberculosis)이었다. 이들의 연령의 중앙값은 45세였고, 남자는 21명
(40.4%)이었다. 침범 부위는 림프절(51.9%), 중추신경계(34.6%), 속립
성(17.3%), 근골격(9.6%), 비뇨생식기(5.8%), 복강내결핵(5.8%)의 순
서였다. 진단적 검사에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는 38명(73.0%)의
환자에서 시행되었고, 38명 중 19명(50.0%)에서 양성이었다. 생검 검
체(biopsy specimen)에서 육아종(granuloma)은 46.2%에서 관찰되
었고, 임상 검체(흡인액, 뇌척수액, 객담, 생검 검체 등)에서 항산균 도
말 검사는 28.8%, M. tuberculosis에 대한 배양 검사는 42.3%, 핵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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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은 53.8%에서 양성이었다. 추적

T세포 반응의 중앙값은 치료 시작시의 43.5 SFC과 비교하여 볼 때 치료

T-SPOT.TB 검사는 39명(75.0%)의 환자에서 2번 이상 시행되었고, 30

1개월째에는 84.5 SFC로 상승하였고(P=0.01), 치료 6개월째에는 141.5

명(57.7%)의 환자에서 3번 이상 시행되었다. 모든 환자들은 항결핵제 치

SFC로 상승하였다(P=0.02). ESAT-6에 대한 T세포 반응의 중앙값은 치

료가 끝난 시점에서 임상적  방사선학적인 호전을 보였다. 연구에 포함

료 6개월째에 최고점에 도달 후, 치료 12개월째에는 119 SFC로, 치료 24

된 52명의 폐외결핵 환자의 임상적 특징 및 진단적 검사의 결과는 Table

개월째에는 42.5 SFC로 감소하였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

2과 같다.

다(P=0.60; P=0.46). 마찬가지로, CFP-10에 대한 T세포 반응의 중앙

T-SPOT.TB 검사는 치료를 시작할 시점에는 52명의 환자 중 47

값은 치료 시작시의 33.5 SFC와 비교하여 볼 때 치료 1개월째에는 79.0

명(90%)에서 양성이었다. 치료 1개월, 3개월, 6개월에 시행한 추적

SFC로 상승하였고(P=0.04), 치료 6개월째에는 206.0 SFC로 상승하

T-SPOT.TB 검사는 모든 환자에서 양성이었고, 치료 12개월, 24개

였다(P=0.01). CFP-10에 대한 T세포 반응의 중앙값은 치료 6개월째에

월 T-SPOT.TB 검사는 각각 93%, 100%에서 양성이었다(Table 3).

최고점에 도달 후, 치료 12개월째에는 58.5 SFC로, 치료 24개월째에는

ESAT-6에 대한 T-SPOT.TB 검사는 치료 시작 시점에서 77%에서 양성

73.0 SFC로 감소하였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P=0.58;

이었고, 치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시점에서 각각 97%,

P=0.83). 확진된 폐외결핵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T세포 반응의 정량적

94%, 94%, 86%, 88%에서 양성이었다. CFP-6에 대한 T-SPOT.TB 검

변화를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1B).

사는 치료 시작 시점에서 75%에서 양성이었고, 치료 1개월, 3개월, 6
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95%, 89%, 92%, 93%, 100%에서 양성이었
다. 치료 시작 시점에서 T-SPOT.TB 검사가 음성인 5명은 이후 추적

고찰

T-SPOT.TB 검사에서 모두 양성으로 전환되었는데, 5명 중 4명은 치료
한달 후의 추적 T-SPOT.TB 검사에서 양성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새롭게 진단된 폐외결핵 환자에서 항결핵제 치료 후의

Fig. 1A은 연구에 포함된 52명 폐외결핵 환자의 치료 후 각 시점의

T-SPOT.TB 검사의 정성적  정량적 변화를 기술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ESAT-6와 CFP-10에 대한 T세포 반응의 정량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52명의 환자들은 항결핵 치료 후에 모두 호전되었지만, 오직 9%에서만

ESAT-6에 대한 T세포 반응의 중앙값과 CFP-10에 대한 T세포 반응의

12개월 추적 T-SPOT.TB 검사가 음전되었다. T-SPOT.TB 검사로 측정

중앙값은 치료 시작 시점과 치료 후 모든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한 인터페론 감마 생산 T세포 반응은 치료 시작 시점과 비교하여 볼 때,

다(P=0.80; P=0.57; P=0.89; P=0.80; P=0.93; P=0.49). ESAT-6에 대한

치료 후 1개월에 증가되었고, 이러한 증가는 치료 6개월까지 지속되다
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52 Patients with Extrapulmonary Tuberculosis

결핵에 대한 새로운 면역학적 진단법인 IGRA는 결핵에 특이적인 항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 (%)
Median age, years (range)
46 (18-77)
Male sex
21 (40.4)
Suspected infection site
Lymph node
27 (51.9)
Central nervous system
18 (34.6)
Miliary nodules in lung
9 (17.3)
Musculoskeletal
5 ( 9.6)
Genitourinary
3 ( 5.8)
Intraabdominal tuberculosis
3 ( 5.8)
Extent of disease
Extrapulmonary and pulmonary disease
13 (25.0)
Disseminated disease
13 (25.0)
Underlying condition or illnes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2 ( 3.8)
Malignancy
2 ( 3.8)
Transplantation
1 ( 1.9)
Diabetes mellitus
1 ( 1.9)
Rheumatologic disease
1 ( 1.9)
No underlying illness
45 (86.5)
Immunosuppressive conditiona
6 ( 11.3)
Prior latent tuberculosis treatment
3 ( 5.8)
Prior active tuberculosis treatment
0 ( 0)
a
Immunosuppressive condition is defined as patients with underlying disease, such a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malignancy, chronic renal failure, and/or patients
receiving immunosuppressive treatment.

원에 대한 인터페론감마 생산 T세포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검
사는 기존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보다 이전 BCG 접종과 비결핵 항산
균(nontuberculous mycobcteria, NTM)에 대한 교차반응이 더 적어
잠복 결핵 및 활성 결핵의 진단에 희망적인 성적을 보여주었다[2-4]. 더
불어 최근에는 IGRA을 사용하여 결핵 치료 중과 치료 후의 T세포 반응
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인
도에서 QuantiFERON-TB Gold In Tube 검사를 사용하여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인터페론감마 생산 T세포의 반응은 치료 중에 계속 유지되

Table 3. Serial Change of T-SPOT.T B Assay Results for Patients with Extra
pulmonary TB based on Time Elapsed since Initiation of Anti-TB therapy
Time after initiation
Patients with Positive T-SPOT.T B results, n/N (%)a
of anti-TB therapy,
ESAT-6
CFP-10
ESAT-6+CFP-10
months
0
40/52 (77)
39/52 ( 75)
47/52 ( 90)
1
37/38 (97)
36/38 ( 95)
38/38 (100)
3
34/36 (94)
32/36 ( 89)
36/36 (100)
6
34/36 (94)
33/36 ( 92)
36/36 (100)
12
24/28 (86)
26/28 ( 93)
26/28 ( 93)
24
7/8 (88)
8/8 (100)
8/8 (100)
TB, tuberculosis; ESAT-6, early secreting antigenic target-6; CFP-10, culture filtrate
protein-10.
a
Number of patients with positive T-SPOT.TB test results/total number of patients tested (%
of patients with positive T-SPOT.TB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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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AT-6

(B) ESAT-6

Figure 1. Serial change of IFN-gamma producing T cell response in all patients with extrapulmonary tuberculosis (n=52) (A) and in the subgroup with confirmed
extrapulmonary TB (n=28) (B) ESAT-6, early secreting antigenic target-6; IFN, interferon; TB, tuberculosis; PBMC,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CFP-10, culture
filtrate protein-10.
었으며, 치료 시작 시점에 73%에서 양성이었고, 치료 시작 6개월 후에

[22]. 폐결핵 환자의 이전 연구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의 폐외결핵 환자

도 79%에서 양성이었다[8]. 그러나 T-SPOT.TB 검사를 이용한 상당수

들에서 T-SPOT.TB 검사는 치료 6개월까지 양성이 지속되다가 치료 12

의 다른 연구들은 항결핵 치료 후에 인터페론 생산 T세포의 반응이 감

개월에 이르러서야 9%만이 음전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페론감마

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9, 12-14, 21-23]. 최근의 한 연구에서 객담 도

T세포 반응의 정량적인 변화는 일부 연구에서는 치료와 함께 지속적으

말 양성인 환자 116명에 대하여 T-SPOT.TB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치

로 감소하였지만, 본 연구를 포함한 다른 연구에서는 일시적으로 증가

료 1개월에 17.2%가 음전되었고, 치료 6개월에는 32.9%가 음전되었다

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T세포 반응은 한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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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10일 째[24], 다른 연구에서는 치료 한달 째[25]에 최고치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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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T세포 반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치료 12개월이 되어서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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