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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neutropenic phase, leukemia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are prone to bacterial and,
fungal infections; occasionally mycobacterial, viral and protozoal organisms may also cause infections.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fection was reported very rarely in these patients. This report
describes four patients with M. tuberculosis infection identified from 185 adult patients who were
diagnosed myelogenous leukemia between January 2003, and December 2004. There was no patient
with M. tuberculosis infection from 44 lymphoid leukemia and 11 acute biphenotypic leukemia
patients. Sites of infection were all lymph nodes. Three among four patients were presented with
lymphadenopathy at initial diagnosis of leukemia, and the other one presented with lymphadenopathy
after induction chemotherapy. There was no patient presented with lymphadenopathy during the
neutropenic phase. Tuberculous lymphadenitis was presented in a patient with three acute myelogenous leukemia (FAB class 2 M4, 1 M2) and a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accelerated phase.
An acute myelogenous leukemia patient had a leukemic cell and tubercle bacilli in the same lymph
node. Tuberculosis should also be included as a differential diagnosis in myelogenous leukemia
patient with lymphadenopathy, especially in the countries in which the disease is endemic.
Key Words : Mycobacterium tuberculosis, Acute myelogenous leukemia, Lymphaden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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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결핵이 발생한 증

서

론

례는 매우 적다. 그러나 K aplan 등은 두 질환의 상호 인
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에

두경부 악성 종양이나 폐암 환자에서 결핵 발생이 증

서 결핵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 2). 백혈병 환

가한다고 알려져있다(1, 2). 혈액질환 가운데 결핵 발생이

자는 항암제 투여 후에 다양한 세균, 진균 감염에 잘 걸

증가한다고 알려진 것은 호지킨 림프종을 포함한 림프증

린다. 백혈병 환자에게 결핵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열이

식성질환 그리고 모양세포성 백혈병 등이 있다. 또한 동

날 수 있다. 백혈병 환자에게 발생한 결핵이 조기에 진단

종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에서도 결핵은 증가한다고 알려

되지 않으면 다른 세균, 진균 감염을 생각하고 많은 양의

져있다(1, 4).

항생제를 투여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에게 결핵의 조기 발견은 어렵지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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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4명의 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결핵성 림
프절염을 조기에 진단, 치료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T able 1).

Table 1. Cases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Acute Leukemia During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04 in This
Study
Case

Sex

Age

Diagnosis

Chemotherapy

F
M
F
F

37
67
32
57

AML M4
‡
CML
AML M2
AML M4

After induction
Before induction
Before induction
Before induction

1
2
3
4

Site of infection
Lymph
Lymph
Lymph
Lymph

†

node* (23 mm )
†
node (23 mm )
†
node (45 mm )
†
node (37 mm )

Culture＋,
Culture＋,
Culture＋,
Culture＋,

Diagnostic method

Outcome§

Pathology(＋), PCR＋, AFB＋
Pathology(＋), PCR＋
Pathology(＋), PCR＋, AFB＋
PCR＋, AFB＋

improved
improved
improved
improved

Abbreviations : F, female; M, male; AML, acute myelogenous leukemia; CML,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
Leukemic cell infiltration with tuberculosis bacilli.
†
Maximum size of lymph node
‡
CML, accelerated phase
§
Outcome of tuberculosis lymphadenitis after anti-Tuberculosis chemotherapy

발한, 그리고 체중감소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결핵이나

증

례

당뇨, 그리고 간기능 이상의 과거력은 없었다. 환자는 내
원 당시 전신적으로 허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열이 나고
3

증 례 1

있었다. 환자는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33,700/mm 이

37세 여자 환자가 쉽게 멍이 들고 다량의 생리 그리고
전신쇠약감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3

었고 골수 검사에서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가속기)으로
진단받았다.

백혈구 26,600/mm (blast 84%)이었으며, 골수 검사에서

환자는 진단 후에 글리백(glivec)을 복용하기 시작하였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F AB M4)으로 진단 받았다. 입원

다. 환자는 입원 당시 흉부 가슴 사진상에서 우측 상엽에

2

5일부터 cytosine arabinoside (Ara- C) 50 mg/m /day, 3

흐린 결절양상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흉부 전산화 단층촬

일과 idarubicin 12mg/m2/day, 7일로 유도요법을 하였다.

영을 실시하였고 우측상엽에 18 mm 크기의 결절과 다수

입원 35일에 추적 골수 검사를 시행하였고 완전관해를

의 림프절 종대가 흉강내에서 발견되었고, 우측 상부쇄골

확인하였다.

부위의 림프절 종대도 관찰되었다.

유도요법을 시작한 후 70일에 골수 이식을 위해 병원

우측 상부쇄골 부위의 림프절은 다수였고, 가장 큰 것

에 입원하였다. 이때 우측 상부쇄골 부위에 다양한 크기

의 직경은 2.2 cm 이었다. 수술적으로 얻은 조직의 병리

의 림프절이 촉지되었다. 흉부 사진은 정상이었으며, 흉

소견은 결핵에 합당한 건락성 괴사가 관찰되었다. 떼어낸

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상부쇄골부위의 림프절과 우측

조직으로 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41일에 결핵균이 배양

기관지주위로 림프절이 커져있었다. 가장 큰 림프절의 직

되었다. 결핵균에 대한 PCR 도 양성이었다.

경은 약 2.5 cm 였다. 수술적으로 얻어진 조직의 acid-

환자는 isoniazid, rifampin, levofloxacin, cycloserine으

fast bacilli (AF B ) 염색 검사에서 결핵균이 관찰되었다.

로 9개월간 항결핵 치료를 받았고 림프절의 크기는 감소

배양 검사에서는 31일에 결핵균이 배양되었고, 결핵균에

하였다.

대한 PCR 도 양성이었다. 떼어낸 조직으로 면역화학검사
를 실시하였다. K i- 67이 50%에서 양성이었고, myeloperoxidase 에 양성을 보여 백혈병 세포가 같이 침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증 례 3
32세 여자 환자가 분만 5일 후에 질출혈이 있어 병원
을 방문하였다. 환자는 골수 검사에서 급성 골수구성 백

결핵성 림프절염으로 진단된 후에 환자는 isoniazid,

혈병(F AB M2)으로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1달 전부터

rifampin, ethambutol, pyrazinamide으로 항결핵 치료를

우측 상부쇄골 부위에 림프절이 만져졌고, 림프절의 크기

시작하였다. 환자는 항결핵 치료를 9개월간 지속하였고 9

는 다양하였다. 가장 큰 것의 직경은 약 5 cm 이었다.

개월 후 림프절이 촉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혈병은 계

환자는 입원 6일부터 cytosine arabinoside (Ara- C) 50

속적으로 재발하여 이 후 수 차례의 재유도요법으로 치

mg/m /day, 3일과 idarubicin 12 mg/m /day, 7일로 유도

료를 받았다.

요법을 시작하였다. 입원 11일에 우측 상부쇄골 부위의

2

2

림프절에서 세포흡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AF B 는 음성이
증 례 2
67세 남자 환자가 1개월 전부터 시작된 발열과 야간

었고 악성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입원 39일에 다시 림
프절에서 수술적으로 조직을 얻었다. 떼어낸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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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B 염색 검사는 양성이었고 병리 소견은 건락성 괴사

고

를 포함한 결핵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입원 11일에 실시

찰

한 림프절 조직에서 결핵균이 30일만에 배양되었고, 결핵
균에 대한 PCR 도 양성이었다. 환자의 흉부 단순 사진은

백혈병 환자에게 결핵의 발생은 주로 골수이식 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모양세포성백혈병(hairy

정상이었다.
환자는 isoniazid, rifampin, ethambutol, pyrazinamide

cell leukemia)에서도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골

으로 항결핵 치료를 9개월간 복용하였고 림프절은 촉지

수 이식 환자는 기저 질환, 이식 전 항암제 투여, 방사선

되지 않았다.

치료 그리고 이식 후 면역억제 약물의 투여 등으로 세포
매개 면역기능이 떨어져 결핵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3).
지금까지 보고된 모양세포성 백혈병 환자에서는 주로 비

증 례 4
57세 남자 환자가 약 3주 전부터 시작된 발열과 오한,

결핵항산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질환이었다(4, 16). 모양

그리고 1주 전부터 우측 상부쇄골 부위에 종물이 촉지되어

세포성 백혈병은 질환 자체에 의한 면역저하와 치료하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환자는 전신적으로 허약해

가운데 스테로이드가 투여되는 것이 결핵 발생 증가의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열이 나고 있었다. 말초혈액 검사상

원인으로 보고되었다(16).

3

백혈구 1,100/mm , 혈색소 7.7 g/dL , 혈소판 155,000/µL 이

K aplan 등은 골수구성 백혈병 환자들에서 결핵의 발생

였다. 골수 검사에서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F AB M4)으로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 그러나 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환자에서 결핵의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신체 검진에서 우측 상부쇄골 부위에 커진 림프절이

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골수구성 백

다수 있었고, 림프절의 크기는 다양하였다. 커진 림프절

혈병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 받으면 호중구 감소증이 발

가운데 가장 큰 림프절의 직경은 약 4 cm 이었다. 수술

생하게 된다.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한 환자는 세균이나

적으로 조직을 얻었고, 얻어진 조직의 AF B 염색 검사에

진균에 감염되기 쉽다. 그러나 호중구 감소증은 결핵 발

서 결핵균이 관찰되었다. 배양검사에서는 35일에 결핵균

생의 위험 요인이 아니다(13).

이 배양되었으며, 결핵균에 대한 PCR 도 양성이었다. 환

Coburne 등은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의 가속기 동
안에 결핵균이 재활성화 된 증례와 급성 골수구성 백혈

자의 흉부 단순 사진은 정상이었다.
환자는 isoniazid, rifampin, ethambutol, pyrazinamide

병 환자에게 여러 세균의 항원과 PPD 검사에서 모두 음

으로 항결핵 치료를 시작하였다. 현재 치료를 시작한지 8

성으로 나온 것은 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면역기능이

개월째이고 림프절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상실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14). O' B rien과 Oswald는
결핵이 발생한 조직에서 결핵에 특징적인 괴사 소견은
관찰되나 특징적인 결핵에서 보이는 유상피세포, 거대세
포, 림프구성 세포 반응이 없다는 것으로 면역반응이 상

Table 2. Reported Cases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Acute Myelogenous Leukemia in the World Until Now

Ker et al. (8)
Engervall et al (9)
Aksoy et al. (10)
Klossek et al. (11)
Weiser et al. (12)
Menon et al. (13)
Coburn et al. (14)
Lee et al. (15)

Sex

Age

Diagnosis

Chemotherapy

Site of infection

Diagnostic method

Outcome

M
M
F
M
M
M
F
F

72
65
46
6
44
9
46
35

AML
AML 5b
AML
AML M2
AML
AML M2
‡
CML
AML M5

Induction
Consolidation
Induction
Induction
Consolidation
Consolidation
Autopsy
Consolidation

Blood
Adrenal gland
Lymph node
Lung
Lung, meninges
Lung
Lymph node
Liver, spleen

Blood culture＋
Tissue AFB＋, Culture＋
Pathology(＋), AFB＋
Pathology(＋), PCR＋
BAL, CSF culture ＋
Sputum AFB＋, Culture ＋
Pathology(＋)
Pathology＋

Expired*
†
Improved
†
Improved
†
Improved
†
Improved
†
improved
Expired
§
Expired

Abbreviations : M, male; F, female; AML, acute myelogenous leukemia; CML,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ABL, acute biphenotypic leukemia;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
Patient died because of Kelbsiella pneumoniae sepsis without anti-Tuberculosis chemotherapy
†
Outcome of tuberculosis lymphadenitis after anti-Tuberculosis chemotherapy
‡
blast crisis
§
Patient died because of Omaya shunt infection after anti-Tuberculosis chemotherapy for 2 months

268

감염과 화학요법 : 제 38 권 제 5 호 2006년

실되었다고 보고하였다(14, 17, 18). 즉, 골수구성 백혈병에

않았다. 저자들이 2년 동안 후향적으로 조사한 180명의

서 결핵이 증가하는 것은 기저질환의 세포면역이 감소한

성인 골수구성 백혈병 환자들 가운데 결핵이 발생한 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는 4명이었고, 발생 부위는 모두 림프절이었다. 결핵은

증례 1에서는 림프절 조직에서 결핵균과 백혈병세포가

골수구성 백혈병의 특정 아형에만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

같이 존재하였다. K aplan 등은 악성 세포가 림프절을 침

았지만, 50%에서 F AB 분류에 의한 M4였다. 림프절이

범하면 국소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종대된 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특히, 결핵의 유병율이

(1). 만약 림프절에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였다면 악성세

높은 나라에서는 결핵성 림프절염도 감별진단에 포함시

포의 침범에 의해서 국소적인 면역저하 상태가 발생하고

켜야 한다.

결핵균은 재 활성화되어 결핵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악성 세포의 림프절 침윤은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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