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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bacterium intracellurare에 의한 뇌농양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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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Bain Abscess caused by Mycobacterium intracellurare
Mycobacterium avium intracellulare complex (MAC) usually causes an op
portunistic pulmonary infection in immunocompromised hosts who have
underlying structural lung disease.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due to MAC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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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rare even in an immunocompromised host. Most previous repo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due to MAC have been meningoencephalitis in patients
infected wit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Only four cases of brain
abscess due to MAC have been reported worldwide. We report a case of brain
abscess due to MAC in a non-HIV patient. Although drugs used for treatment
of MAC have limited central nervous penetration, an azithromycin-based antituberculous therapy after surgical drainage of the abscess showed improvemen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ed case of MAC brain abscess
in the Korean literature.
Key Words: Mycobacterium avium intracellulare complex infection, Brain abscess

서론
Mycobacterium avium intracellulare complex (MAC)는 Mycobacterium
intracellurare와 Mycobacterium avium 두가지 균종으로 구성되며, 비결핵 항산균
(Nontuberculous mycobacteria)의 일종이다[1]. MAC 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기회감염균이며 기저 폐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폐 감염을 유발하 수 있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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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나, 면역 적격자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MAC에 의한 뇌농양이 발
생한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4예만이 보고되었다[2-5]. 최근 저자들은 발작과 발열을
주소로 내원한 64세 여자 환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으로 발견된 우측 두정엽의 뇌농
양 병변에 대하여 수술적 뇌농양 흡인술 후, 배양검사 결과 M. intracellulare가 동정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4세 여자환자가 내원 2주전부터 1-2분간 지속되는 전신강직간대발작이 7-8 차례
생기고, 발열과 좌측근력저하가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내원 20년 전에 폐결핵으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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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제를 복용한바 있으며 10년 전에 간질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진해거
담제를 복용 중이었으나,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적은

www.icjournal.org

상지에서 +1, 하지에서 +2 으로 근력저하 소견을 보였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1,900/mm3 (호중구 65%, 림프구 13%, 단핵
구 11%), 혈색소 11.7 g/dL, 혈소판 293,000/mm3이었으며 C-반응성

없었다. 가족력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70/100 mmHg, 맥박 80회/분, 호흡수

단백은 14.88 mg/dL로 상승되어 있었고, 생화학 검사에서 총빌리루빈

22회/분, 체온 39.0℃ 이었으며, 의식은 명료하였고 급성병색이었다. 경

1.31 mg/dL, alanine transaminase 24 IU/L, aspartate transaminase

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으나 기침 등 기타 호흡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

20 IU/L, 알부민 3.1 g/dL, 혈중요소질소 22.3 mg/dL, 크레아티닌 1.5

았다. 흉부 청진에서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으나 양측 폐 상부에서 수포

mg/dL이었다. B형 간염표면항원 및 항체검사, C형간염 항체검사와

음이 들렸으며 복부진찰에서 이상소견은 없었다. 좌측 근력 사정도는

HIV 항체검사는 음성이었다. ANA, RA factor, ANCA, anti-dsDNA 항
체, anti-Ro 항체, anti-Sm 항체 등 자가면역 항체검사에서도 결과는 모
두 음성이었다. 단순흉부촬영 및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양측 폐야
에 기관지확장증과 폐기종 소견이 있었고, 양측 상엽에 새로 발생한 분
절성 폐침윤이 관찰되어 폐렴이 진단되었다. 입원 13일 전에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두정엽에 불규칙한 환상의 조영증강을 보이며
중심부에 괴사로 인한 저밀도와 고밀도가 혼합된 병변이 발견되어 뇌종
양 중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이 가장 의심되었으나 초기 뇌농양을
배제할수 없는 상태였다. 입원당일 다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Fig.
1) 및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Fig. 2A) 강한 환상의 조영증강과 함께
주위조직의 부종을 동반하는 낭종성 병변으로 변화하였고, 뇌종양보
다 후기농막형성기의 뇌농양에 더 합당한 소견이었으며 이전에 비하여
병변의 크기 및 주위 부종이 증가하여 악화된 상태였다.
입원일부터 폐렴 및 뇌농양에 대하여 ceftriaxone과 metronidazole
병합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입원일에 시행한 혈액과 객담 배양검
사에서 세균은 동정되지 않았으며, 객담으로 시행한 결핵균도말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열은 지속되었으나 단순흉부촬영에서 폐렴이 다
소 호전되어 입원 11일째 뇌농양 흡인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으며, 뇌농
양 흡인검체로 시행한 배양검사에서도 세균은 동정되지 않았고 결핵
균도말검사와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 역시 음성이었다. 배농
술 후에도 발열이 지속되고 입원 28일째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 추

Figure 1. Gadolium-enhanced T1-weighted brain MRI showing a thick wallenhancing cystic lesion (arrow) with surrounding edema in the right parietal lobe.

A

B

적검사에서 뇌농양이 악화되는 소견이 있어서(Fig. 2B) meropenem
으로 항생제를 교체하였으며, 이후에도 발열이 지속되어 입원 38일째

C

Figure 2. Serial contrast enhanced brain CT images. (A) Initial brain CT scan showed a ring enhancing cystic lesion with surrounding edema in the right parietal lobe.
(B) Brain CT obtained 11 days after brain abscess drainage showed increased size of the ring-enhancing lesion with diffuse edema in the right parietal lobe. (C) Brain CT
obtained 57 days after brain abscess drainage (after 14 days of anti-tuberculous therapy) showed decreased abscess and surrounding edema in the right parietal 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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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을 추가하였다. 입원 52일째인, 수술 6주 후에 뇌농양 배양

뇌농양 일부에 대한 수술적 배농을 시행하였고, 균 동정 결과 확인 후

검사에서 Mycobacterium intracellulare가 동정되었고 rifampin 600

azithromycin을 포함한 rifampin, ethambutol 병합요법을 시작하여

mg, ethambutol 800 mg, azithromycin 500 mg으로 투약을 시작하

병변의 호전을 확인하였다. MAC에서 macrolide 에 대한 감수성검사를

였으며, 결핵약 투여 15일 후에 촬영한 뇌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뇌농양

시행해야 하는데, 균 동정을 시행한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 중 균주의

은 호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C). 이후 환자는 의식상태 및

손상으로 약제 감수성 검사는 시행하지 못했다.

좌측 근력 저하는 호전을 보였으나, 전신 쇠약 및 악액질 상태는 호전이

MAC 감염의 치료에서는 대부분 macrolide를 기본적으로 선택하고

없었다. 또한 간질성폐질환과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이 지속되던 중 호흡

있으며, macrolide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내성 발현의 위험이 있기

부전으로 결핵약 투약 이후 24일에 사망하였다.

때문에, ethambutol과 rifampin 또는 rifabutin을 병합 요법으로 사용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4, 15]. MAC의 치료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
는 macrolide는 혈액뇌장벽 투과성이 낮지만, 염증이 동반되면 뇌척수

고찰

액 및 뇌조직에서의 농도가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감염에 사용될 수 있
다[16]. 따라서 이러한 macrolide 항생제의 약물역동학적 특성과 기

비결핵 항산균으로 인한 질환은 폐질환, 림프절염, 피부 질환, 파종

존 문헌에 보고된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종합해볼 때 MAC에 의한 뇌

성 질환 등 네 가지 특징적인 임상 증후군으로 분류되며 이 중 폐질환이

농양의 치료에는 수술적 배농과 clarithrmycin 혹은 azithromycin과

90% 이상으로 가장 흔하다[1, 6]. MAC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

rifampin, ethambutol의 병합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1, 12].

으로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후천성면역결핍

치료 기간은 치료에 대한 반응, 농양의 크기, 수술적 치료의 적절성 등 여

증 환자에서 주로 파종성 질환으로 발생하며, 면역저하는 없으나 기저

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12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폐질환(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과거의 폐결핵병력, 간질성 폐질환 등)

것을 권한다[10, 12].

을 가진 환자에서는 주로 폐감염이 발생하고, 소아에서는 림프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1, 6].

뇌농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세균에 의한 화농성 뇌농양이 가장
흔하고, 결핵성 뇌농양은 드물다[10, 12, 17]. 두 질환의 임상증상은 두

그러나 MAC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후천성면

통, 국소 신경학적 증상, 구토, 발작 등이고, 혈액검사는 비특이적이다

역결핍증환자에서 사후부검을 통해 0.8-10.3%의 빈도로 발견되고 대

[10]. 화농성 뇌농양과 결핵성 뇌농양은 모두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개 뇌수막염의 형태로 나타났다[7-9]. 특히 MAC에 의한 뇌농양은 전

병변 주위에 부종이나 환상의 조영증강을 보이고, 뇌 자기공명영상의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어서 현재까지 4예만이 보고되었다[2-5]. 이 중

T1강조영상에서 테두리의 조영증강을 동반한 낭성병변으로 나타나고

면역적격자에서 발병한 경우는 1예에 불과하고, 3예는 파종성 MAC 감

확산강조영상을 해보면 고신호 강도로 보여 구분이 어렵다[10, 18, 19].

염의 기왕력이 있으며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Highly active

자화전달자기공명영상(magnetization transfer MRI), 생체내자기공

antiretroviral therapy, HAART) 치료를 받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명분광법(in vivo MR spectroscopy) 등의 검사가 두 질환을 영상소견

에서 보고되었다. 4예 모두 뇌농양의 조직검사 및 배양 검사를 통하여

으로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나[18, 19], MAC에 의한 뇌농양에서는 시행

최종 진단되었으며, 균을 배양하기까지 6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본

한 예가 없었다. 본 증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보고된 MAC에 의한 뇌

증례를 비롯하여 대부분 진단이 늦어졌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후천성

농양은 임상 증상과 뇌 영상소견이 위의 두 질환과 유사하여 감별이 어

면역결핍증이나 스테로이드 사용, 백혈구 감소증, 장기이식, 악성종양

려웠다. 화농성 뇌농양은 80.5%가 단일병소이며 90% 이상이 천막위

등 면역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지만, 폐결핵을 앓은 병력이 있으

(supratentorial)에 위치하고[20], 결핵성 뇌농양은 80% 이상이 단일병

며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은 상태였다.

소이며 50% 이상이 천막위에 위치한다[11, 19]. MAC에 의한 뇌농양도

뇌농양의 치료 원칙은 수술적 제거와 장기간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

본 증례를 포함한 5예 중 4예가 단일 병소이며, 모두 천막위에 위치했다.

이며, 결핵성 뇌농양의 치료 역시 병변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항결

MAC에 의한 뇌농양은 임상양상과 방사선학적 소견이 비특이적이어

핵 약제를 12개월 이상 투여하는 것이다[10-12]. 비결핵 항산균에 의

서 뇌농양의 배양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을 증명하기까지 진단이 늦어졌

한 뇌농양의 치료는 아직 확실히 정립되어있지 않다. 단 MAC에 의한 피

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기저 폐질환 등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

부, 연조직, 골관절등, 폐 이외 단일 병소에 대한 치료로 수술적 제거 및

자에서 뇌농양이 발생하고, 특히 일반적인 항생제나 일차 결핵약제에

항결핵 요법을 권유하고 있으며, 항결핵 요법은 MAC에 의한 폐질환과

반응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균으로 비결핵항산균도 고려하여 비결핵항

동일한 용법으로 6-12개월 사용을 권장한다[13]. MAC 폐질환의 치료

산균 중합효소연쇄반응 등 관련 검사를 시행한다면 빠른 진단 및 치료

는 clarithromycin 또는 azithromycin, rifampin 그리고 ethambutol

에 도움이 되겠다.

등 최소한 세가지 약제를 매일 병합 투여하는 것이다[13]. 기존에 보고
된 증례 중 면역저하자에서 발생한 3예에서는 macrolide를 포함한 결
핵약 투약 이후 증상 및 병변이 호전되었으나 면역적격자에서 발생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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