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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PCR-RFLP를 이용한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 및 균종 감별 

 한 민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지도교수 김 준 명)

 

   Mycobacterium spp.에 인한 감염은 만성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이다. 이로 인한 지속적인 환자의 발병 및 사

망은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에 따라 지속적으

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Mycobacterium 감염이 단순한 질병이 아

닌 심각한 감염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초반부터 

Mycobacteria other than M. tuberculosis (MOTT) 또는 atypical 

mycobacteria라고 명명되는 균종에 의한 감염이 증가되면서 

Mycobacterium 감염의 신속한 진단 및 원인 균종의 감별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Mycobacterium spp.의 감별은 현재까지 생화학적 검사나 배양 

검사에 의한 것으로 배양 시 진단에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thin-layer 

chromatography, DNA 염기서열 분석 등의 새로운 감별법들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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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조작에 어려움이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amplified DNA 및 probe hybridization을 통한 분

자생물학적 검사가 개발되어 진단과 균종 감별을 비교적 신속하게 

할 수는 있으나 고가의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임상

에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감별법인 rpoB 유전자에 대한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loymorphism (PCR-RFLP) 방법

은 Mycobacterium spp. 간의 공통 유전자를 이용한 것으로 임상검

체로부터 Mycobacterium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균종을 감별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동정된 Mycobacterium spp.를 

PCR-RFLP하여 동정된 균종과 비교함으로써 PCR-RFLP가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균종을 감별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세포 수에 따른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sputum에 혼합된 균 분리의 PCR 결과는 5 CFU/ml에서도 가능함

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민감도는 PCR-RFLP 방법이 

Mycobcterium 감염을 진단하는 현명한 대안일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Mycobcterium spp.의 원인 균종을 감별하여 실험실적 정도 관리

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Mycobacterium 감염이 의심되거나 그 균종을 감별하기 

위해 환자의 검체에서 DNA 추출, PCR을 통해 검체에 rpoB 유전자

가 있음을 보고 Mycobacterium의 감염을 일차적으로 확인하 다. 

그리고 이것을 배양 검사와 PCR-RFLP를 실시하 을 때 그 결과는 

모두 일치하 다. 즉, 균의 감염이 모두 양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비

정형 결핵 확진 환자의 경우, PCR-RFLP를 통해 M. avium으로 균

종을 더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었다. 따라서 PCR-RFLP가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균종 감별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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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었으며, 이는 염기서열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PCR-RFLP를 통한 검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조직 검사와 함께 PCR-RFLP를 실시한 결과  

Mycobacterium 감염 양성이 모두 일치하 다. 이 가운데 비정형 결

핵균의 균종이 M. intracellulare임을 확인하 으며 이는 또한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도 같은 균종이 나왔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치료

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호전된 정도를 보았을 때의 결과와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PCR-RFLP를 통한 결과가 Mycobacterium 감염 

진단뿐만 아니라, 원인 균종 감별, 치료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균종을 감별하기 위해 PCR-RFLP

를 임상 진단과 비교하 는데 Mycobacterium 감염 양성 혹은 음성 

결과가 모두 일치하 다. 또한 이것을 PCR-RFLP 하 을 때 

Mycobacterium spp.의 균종을 M. tuberculosis로 감별하므로 감염 

환자 진단을 더욱 확정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그리고 염기서열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PCR-RFLP를 

통한 검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11명의 환자를 통해 알아본 Mycobacterium 감염 양성 혹은 음

성을 감별하는데 있어서 배양 검사, 조직 검사 및 임상 진단은 

PCR-RFLP의 결과와 모두 일치하 다. 그리고 PCR-RFLP 방법을 

통한 균종의 감별은 배양 검사 2건 모두, 조직 검사 4건 중 2건, 임

상 진단에서 2건 중 1건의 검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 주 이상 인력이 소요되었던 

생화학적 검사나 배양 검사에 의존한 Mycobacterium spp.의 진단을 

Mycobacterium spp.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rpoB 유전자로부터 

PCR-RFLP 방법을 이용하여 진단 및 원인 균종을 조기 감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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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Mycobacterium 감염, 결핵균, 비정형 결핵균, 

PCR-RF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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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RFLP를 이용한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 및 균종 감별 

<지도교수 김 준 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한 민 희

I. 서론

1. Mycobacterium 감염의 현황 

 

   Mycobacterium spp.에 인한 감염증은 만성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중요한 질병 가운데 하나이다.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42개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 결핵으로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보고에 

따르며 이는 모두 4만 8,590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 신고자를 제외

한 실제 결핵 환자수는 4만 6,082명(인구 1만명 당 96.0명)으로 신고

됐다
1
(표 1). 



년도별 1997 1998 1999 2000 2001

환자수(명) 55,854 59,123 59,170 55,301 4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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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년도별 결핵 환자 신고 현황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를 2001년 자료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39,384명 (인구 10만명 당 31.0명), 미국은 16,377명(인

구 10만명당 5.8명)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3.1배, 미국의 16.6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적으로 Mycobacterium spp.에 의한 지속적인 환자의 발

병 및 균 전파, 사망은 개발도상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징적인 것이 

아니다. 즉,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에 따른 

Mycobacterium 감염이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

면서 Mycobacterium 감염이 단순한 질병이 아닌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초반부터 Mycobacteria other than 

M. tuberculosis (MOTT) 또는 atypical mycobacteria라고 명명되는 

균종에 의한 감염이 증가되면서 환자의 신속한 Mycobacterium 감

염 진단 및 원인 균종의 감별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2,3
. 특히 atypical mycobacteria에 속하는 균종의 

경우엔 HIV 감염자에서 중요한 병원체로 인식되어 지지만 이들은 

임상적 제한점이 있으며 이들간의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도 다양하

고 임상적으로 이보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결핵과의 감별이 용이

하지 않아 그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Mycobacterium 감염 의심 환자나 Mycobacterium 감염 시 

균종 감별에 있어서는 주로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 및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Mycobacterium 감염 환자의 조

기 발견과 치료약제 선택에 있어 도움을 주기엔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Mycobacterium의 감염 진단 및 

균종을 감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진단 방법의 개발을 절실히 필요



- 7 -

로 하고 있다.

2.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

   현재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은 미생물학적, 임상적, 면역학

적, 분자 생물학적 진단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2
. 

   미생물학적 진단은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이다. 객담 도말 검사

는 환자의 객담을 염색하여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는 

검사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민감도 면에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객담 

배양 검사는 환자의 검체로부터 Mycobacterium spp.이 자라기 좋은 

조건을 갖춘 배지에서 2개월 간 배양을 해서 Mycobacterium spp.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는 도말 검사보다 양성률이 높으며 감

수성 검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과 균 

분리률이 낮은 단점이 있다.

   임상적 진단의 주 증세는 미열, 체중 감소 등이다. 처음에는 감

기와 같은 증세가 오래 계속되다가 서서히 만성적으로 진행하기 때

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확한 발병 시기를 모를 때가 많다. 이러

한 주 증세 외에 기침, 가래, 흉통, 호흡곤란,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

며, 때로는 발병이 되어 있어도 아무런 증세 없이 무자각성인 것도 

많다. 임상적 진단의 중요성은 환자로부터 병력채취에서 아무런 정

보도 얻지 못한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증상으로부터 진단의 실

마리를 풀어나가게 된다
4,5
. 

   투베르쿨린 검사는 Mycobacterium 감염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Mycobacterium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감염률과 감염 위험률을 파악하는데 이는 지연형 과민면

역반응을 이용하는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방법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투베르쿨린 검사의 신뢰성은 지리적 요건이나 BCG (Bac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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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Calmette et Guerin) 접종으로 인한 투베르쿨린 반응과 

Mycobacterium spp.의 자연 감염으로 인한 투베르쿨린 반응을 감별

하는 확실한 방법이 없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의 향을 받아 특이

도가 떨어진다
6
. 

   혈청진단학적 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지만 Mycobacterium spp.에 대한 항체 검출은 Mycobacterium spp. 

항원의 특이도에 따라 그 결과의 유용성이 좌우된다. 이는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 방법이나 혈청 채취 시점, 환자의 질병

의 다양성 및 항체 검출 방법의 민감도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항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민감도와 특이도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7,8
. 

   최근에 사용하는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DNA 염기서열 분석 등의 진단법들

이 제시되고 있지만 조작에 노력이 많이 요구되어 임상적으로 적용

하기에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amplified DNA 및 probe 

hybridization을 통한 분자 생물학적 검사가 개발되어 진단과 균종 

감별을 비교적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고가의 비용이 들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
9-12

. 

3. 연구목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유용한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은 주로 생화학적 검사 및 배양 검사, 임상 소견에 의한 것으로 

이는 진단에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정확한 정보를 얻

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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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orphism (PCR-RFLP) 방법을 이용하여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조기 균종 감별을 계획하 다
13-16

.  PCR-RFLP는 

Mycobacterium spp.에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inserion  sequence의 

특정 부위만을 특이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을 일차적으로 하여 

Mycobacterium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통한 임상적의의는 

Mycobacterium spp.를 검출하여 Mycobacterium의 감염 진단 및 

원인 균주 감별에 이용한다.

   이를 위한 DNA 증폭에는 isothermal strategy를 사용하는 M. 

tuberculosis direct test (MTD)
17-19 

방법과 target 핵산의 증폭에 의

해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한 Amplicor
20-24

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객담 도말 검사나 배양 검사 방법

의 장단점을 모두 극복하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또한 민감도의 경우 80-84% 범위이며, 객담 도말 양성

을 모두 인지할 수 있고 도말 음성, 배양 양성 환자의 약 반 이상을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5-28

. 따라서 이 방법은 도말 검사보다 

양성률이 높고 배양 검사보다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

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CR-RFLP는 여러 방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면서 비슷한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보고에서 다양한 유전자에 대한 

PCR-RFLP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Mycobacterium 

spp. 간의 공통 유전자인 rpoB의 polymorphism을 이용한 

PCR-RFLP의 개발 및 임상 적용을 통해서 진단 및 원인 균주를 조

기에 규명하고, 이를 통해 역학 정보 파악과 적절한 치료 선정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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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임상 검체

   2002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연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ycobacterium 감염이 의심되었던 환자의 농양, 복막 투석액, 복수

액, 뇌척수액에서 11개의 검체를 얻었다.

 2. Mycobacterium spp.에서의 DNA 분리

 

   임상 검체의 bacterial genomic DNA로부터 PCR 증폭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DNA를 추출했다.

  가. 가열방법

   임상 검체를 chloroform과 동량으로 섞어 가열한 다음 14,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했다. debris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상등액

을 취하여 bacterial genomic DNA를 추출했다.  

  나. 키트 사용방법

   임상 검체를 DNeasy Tissue Kit (QIAgen, Hilden, Germany)을 

사용하여 bacterial genomic DNA를 추출했다. 임상 검체에  

enzymatic lysis buffer (20 mM Tris-Cl (pH 8.0), 2 mM EDTA, 

1.2% Triton X-100, 20 mg/ml lysozyme)를 첨가한 후 37℃에서 최

소 30분간 방치하 다. Proteinase K와 제공된 AL buffer를 넣고 잘 

섞은 다음 70℃에서 30분간 방치하 다. 그 후 혼합액을 column에 



primer  primer suquence

rpoB ( RPO5')

rpoB ( RPO3')

forward 5’ - TCAAGGAGAAGCGCTACGA - 3'

reverse 5' - GGATGTTGATCAGGGTCTG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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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고 제공된 wash buffer를 사용하여 2단계에 거쳐 얻고자 하는 

DNA를 washing 하고 elution buffer로 DNA를 얻어냈다. 얻어낸 

DNA를 농축시키기 위해 500 ㎕의 100% EtOH을 넣어 -70℃에 30

분간 incubation 한 후 14,000 rpm으로 원심분리 했다. 상등액을 제

거하고 70% EtOH로 washing 한 후 다시 원심분리하여 elution 

buffer (10 mM Tris-HCl [pH 8.0], 1mM EDTA [pH 8.0])에 녹여

냈다. 

 3. PCR 증폭

  Mycobacterium spp.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rpoB 유전자는 

RNA polymerase의 β subunit로 360 bp의 rpoB 유전자의 

conserved region (189 bp)의 한 부분을 primer로 만들었다. 이로써 

rpoB 유전자를 인식하는 DNA를 얻어 variable region (171 bp)의  

PCR-RFLP를 이용해 각 Mycobacterium spp.의 종을 확인했다. 

rpoB 유전자로부터 primer로 사용할 염기서열 부위는 표 2에서와 

같이 결정했다. 

표 2. rpoB  유전자를 인식하는 DNA를 얻기 위한 primer 염기서열

   rpoB 유전자를 얻기 위한 PCR시 최종 양을 50 ㎕로 했을 때 10 

ng의 template DNA를 이용하는데 이는 DNA 추출 시 가열방법을 

택했을 경우엔 10 ㎕의 상등액을 취했다. PCR 혼합액으로써 1.5 

mM MgCl2, 200 μM [each]deoxynucleoside triphosphates, 2.5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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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stable DNA polymerase (PCR premix, Super-bio)와  20 

pmol primer (RPO5', RPO3')를 섞고 thermocycler (GeneAmp PCR 

System 2400, Applied Biosystems, Singapore)을 사용하여 94℃에서 

5분간 예열 후 94℃에서 1분간 denaturation, 60℃에서 1분간 

annealing, 72℃에서 1분간 extension의 조건으로 35 회 수행한 후 

72℃에서 7분간 final extension을 수행 하 다. 또한 이미 동정된 

Mycobcterium spp.와 DNA free 조건을 template로 하여 양성 대조

군과 음성 대조군을 함께 수행하 다. PCR 후 PCR product를 1.5% 

agarose gel 전기 동 하여 360 bp의 Mycobacterium spp. rpoB의 

polymorphism을 확인했다. PCR 산물은 target band인 360 bp 만을 

얻어야 하므로 제한효소 처리 후 pattern 확인이 가능하므로 one 

band를 얻어내기 위해 DNA를 정제하 다. 이를 위해 2% agarose 

gel에 PCR product를 loading하여 전기 동 한 후 QIAquick Gel 

Extrac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을 사용하여 target PCR 

product를 얻어냈다.

 4. RFLP

   위 과정으로 얻게된 360 bp의 PCR 산물을 두 가지 효소를 이용

해 제한효소로 반응 시켰다. 이를 위한 enzyme 처리 시 최종 양을 

50 ㎕로 했을 때 약 1-1.5 ㎍의 PCR product를 5 U의 MspI 

(Boehringer Mannheim Biochemicals)과 10 × reaction buffer로 반

응 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5 U의 HaeIII (Boehringer Mannheim 

Biochemicals, Mannheim, Germany)를 이용하여 37℃ incubator에서 

2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PCR product에 4 ㎕의 gel loading buffer (0.25% bromophenol 

blue, 40% sucrose)를 넣고 4% Metaphore agarose gel (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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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roducts, Rockland, Maine)에 loading 하여 50 vol로 2시간 가량 

전기 동 시켰다. 0.5 ㎍/㎖의 ethidium bromide로 10분간 염색한 후 

UV light로 관찰했다. 50 bp size marker (Boehringer Mannheim)와 

기존에 동정된 7개의 M. avium, M. chelonae, M. fortuitum, M. 

gordonae, M. intracellulare, M. kansassi, M. tuberculosis (연세의

대 미생물학교실에서 제공)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DNA를 얻어 PCR 

실시한 후 제한효소로 절단해 임상 검체의 PCR-RFLP pattern을 함

께 비교 분석했다. 

 

 5.  Mycobacterium spp.의 세포 수에 따른 민감도 측정

   Mycobacterium spp.의 민감도에 따라 실험 가능한 PCR-RFLP

의 검사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세포 수를 달리하여 PCR 한 뒤 더 

정확한 실험실적 정도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우선 1.5 × 

10
7
 CFU/ml의 균주 H37Rv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에서 제공)을 각

각 100 CFU/ml, 75 CFU/ml, 50 CFU/ml, 25 CFU/ml, 5 CFU/ml로 

희석하여 정상인의 객담에 혼합시켰다. 균이 혼합된 5 ml의 객담을 

0.1 M sodium citrate solution (citric acid trisodium salt dihydrate, 

Sigma C-8585) 100 ml과 NALC 0.5 g을 혼합해 0.2 ㎛로 filtration

한 buffer 2.5 ml과 4% NaOH 2.5 ml로 섞었다. 혼합액을 4회 내지 

5회 정도 잘 섞은 다음 객담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객담 상태를 보며 15분 정도 계속 혼합하 다. 객담을 완전히 용해

시킨 후 멸균된 TE buffer를 35 ml정도 넣고 4,300 rpm으로 20분간 

4℃ 상태로 원심분리 했다. 원심분리가 끝난 검체의 상등액을 완전

히 버린 후 멸균된 TE buffer를 2-3 ml 정도 넣고 혼합했다. 혼합

된 검체를 micro tube에 각각 1 ml 씩 넣고 0.1 mm Zirconia silica 

bead (Biospec product, INC)를 130 ㎕ 넣은 후 bead bead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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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간 실시했다. 그 후 sample을 2-3분 간격으로 freezing과 

boiling을 6회 실시한 후에 상등액을 떠서 PCR을 실시했다. PCR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PCR mixture로써 1.5 mM MgCl2, 200 μM 

[each]deoxynucleoside triphosphates, 2.5 U thermostable Taq DNA 

polymerase (PCR premix, Super-bio)와  20 pmol primer (RPO5', 

RPO3')를 섞고 thermocycler (GeneAmp PCR System 400, Applied 

Biosystems, Singapore)을 사용하여 94℃에서 5분간 예열 후 94℃에

서 1분간 denaturation, 60℃에서 1분간 annealing, 72℃에서 1분간 

extension의 조건으로 35 회 수행한 후 72℃에서 7분간 final 

extension을 수행 하 다. PCR 후 PCR 산물을 1.5% agarose gel 

전기 동 하여 세포 수에 따른 민감도를 관찰하 다.

 6. 염기서열 분석

   검체에서 얻어낸 DNA를 표 2에서 제시한  primer인 rpoB 

(RPO5')을 사용하여 염기서열 분석기 (ABI 3100 Genetic Analyzer)

를 통해 분석하 고 배양 검사, 조직 검사, 임상 진단에 따른 

PCR-RFLP의 결과와 비교하 다.

 7. 배양 검사, 조직 검사 및 임상 진단

   

   임상 검체로부터 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3% 오가와 배지를 사용

하 으며, 이를 36℃에서 8주간 배양하 다. 또한 Mycobacterium 

감염 및 의심 환자에서 감염 진단 및 원인 균종을 감별하기 위해 

PCR-RFLP의 결과와 비교하 다.



    MspI                strains                HaeIII

105/ 80/ 45/ 40       M. avium                270

105/ 80              M. chelonae              130/ 100/ 90

175/ 100/ 70         M. fortuitum typeⅠ       120/ 90/ 80

175/ 80/ 40          M. gordonae type Ⅳ      270

175/ 100/ 80         M. intracellulare          180/ 90

175/ 60/ 40          M. kansasii typeⅠ        205/ 90

175/ 80/ 60/ 40      M. tuberculosis            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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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기존에 동정된 Mycobacterium spp.를 이용한 표준 결과

  가. 기존에 동정된 Mycobacterium spp.의 PCR-RFLP 

   기존에 동정된 Mycobacterium spp.인 M. avium, M. chelonae, 

M. fortuitum, M. gordonae, M. intracellulare, M. kansasii, M. 

tuberculosis 에서 DNA를 얻었다. 그리고 PCR을 실시한 후 MspI, 

HaeIII의 제한효소로 절단한 후 PCR-RFLP pattern을 positive 

control로 함께 비교했다(표 3, 그림 1). 이것은 기존에 동정된 

Mycobacterium spp.로부터 MspI, HaeIII 및 또 다른 제한효소 처

리한 절편의 크기를 참고하 다
15
. 결과의 표와 그림에서처럼 

Mycobacterium spp.의 균종과 그에 따른 PCR-RFLP pattern이 같

음을 확인하 고, 이는 PCR-RFLP 방법을 통해 Mycobacterium 감

염 진단 및 원인 균종을 감별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표 3. 기존에 동정된 Mycobacterium spp.의 PCR-RF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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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mplified DNA was digested with MspI

        

              M   1    2    3    4    5    6    7

            250
            200
            
            150
 

            100

             50

  

B. Amplified DNA was digested with HaeIII

              

              M   1    2    3    4    5    6    7

     

             250

             200

             150
 

             100

              50

그림 1. 기존에 동정된 Mycobacterium spp.의 PCR-RFLP.

7개의 Mycobacterium spp.로부터 DNA를 얻고 PCR 실시하여 Msp 

I (A), Hae III (B) 두 가지 제한효소로 절단한 후 4% Metaphor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한 결과이다. Lane M : DNA size marker 

(50 bp ladder), 1: M. avium, 2: M. chellonae, 3: M. fortuitum, 4: 

M. gordonae, 5: M. intracellulare, 6: M. kansasii,  7: M. 

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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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ycobacterium spp.의 세포 수에 따른 민감도

   정확한 실험실적 정도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1.5×10
7
 CFU/ml의 

균주 H37Rv를 각각 100 CFU/ml, 75 CFU/ml, 50 CFU/ml, 25 

CFU/ml, 5 CFU/ml로 희석하여 정상인의 sputum에 혼합시키고 

DNA를 얻은 후 PCR 한 결과이다(그림 2). 그림에서처럼 100 

CFU/ml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희석된 25 CFU/ml 까지의 PCR 결과

는 band를 확실하게 관찰할 수가 있었으므로 최소한 25 CFU/ml의 

균에서는 PCR-RFLP 방법을 통한 Mycobacterium spp. 감염 진단 

및 균종 감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M    1    2    3    4    5         

                        

  

                       
                    500

                    400
  
                    300

                    200

그림 2. Mycobacterium spp.의 세포 수에 따른 PCR 민감도.

균주를 희석하여 DNA를 얻고 PCR을 통해 각각의 세포 수에 따른 

민감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Lanes-M : DNA size marker (100 bp 

ladder), 1: 100 CFU/ml, 2: 75 CFU/ml, 3: 50 CFU/ml, 4: 25 

CFU/ml, 5: 5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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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ycobacterium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서 PCR-RFLP의 결과

  

  가. PCR product polymorphism

   11개의 임상 검체로부터 DNA를 얻어내고 rpoB 유전자의 

RPO5', RPO3' primer를 이용하여 polymorphism을 확인했다(그림 3). 

        
       M    1     2    3     4     5     6     7     8     9    10    11        
 

 500
 400                                   
   300
 200

    

그림 3. 임상 검체로부터 얻은 Mycobacterium spp.의 360 bp 

PCR product.

11개의 임상 검체로부터 DNA를 얻고 PCR 실시한 후 2%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한 결과이다. Mycobacterium spp.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360bp의 rpoB 유전자를 확인했다. Lane M : DNA size 

marker (100 bp ladder), 1: 검체 1 (M. tuberculosis), 2: 검체 2 

(M. avium), 3: 검체 3 (M. intracellulare), 4: 검체 4 (M. 

intracellulare), 5: 검체 5 (M. tuberculosis), 6: 검체 6 (M. 

fortuitum), 7: 검체 7 (M. tuberculosis), 8: 검체 8 (M. fortuitum), 

9: 검체 9 (음성), 10: 검체 10 (음성), 11: 검체 11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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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양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 PCR-RFLP의 결과

   환자의 검체로부터 배양 검사 실시 후 M. tuberculosis 양성이 

나왔을 경우엔 definite case로 결핵 확진 환자 판정을 한다. 한편 

배양 검사 실시 후 atypical mycobacteria 양성이 나왔을 경우엔 비

정형 결핵 확진 환자로 판정하게 된다. 

   배양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2 환자로 말기 신부전증 상태에

서 복막염이 유발되었던 환자 (검체 No. 1)와 폐병변과 흉수액이 있

었던 환자 (검체 No. 2) 다. 이 두 환자로부터 배양 검사 실시 후 

검체 1에서는 M. tuberculosis 양성이 나타나 결핵 확진 환자로 판

정하 고, 검체 2에서는 배양 검사 실시 후 atypical mycobacteria 

양성이 나타나 비정형 결핵 확진 환자로 판명하 다. 따라서 이를 

PCR-RFLP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더니 PCR과 배양 검사에서 

Mycobacterium 감염 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모두 일치하 다. 그리

고 이것을 MspI, HaeIII로 절단한 뒤 위에서 제시한 절편의 크기와 

비교하여 검체 1에서는 M. tuberculosis로, 검체 2의 비정형 결핵균

의 종은 M. avium로 판단하 다. 이로써 배양 검사 결과와 

PCR-RFLP 결과가 모두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또한 염

기서열 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한 균종이 나왔음을 확인했다(그림 4, 

표 4).



임상검체
배양 검사 PCR-RFLP 염기서열 분석

No. 1 M. tuberculosis M. tuberculosis M. tuberculosis

No. 2 Atypical 
mycobacteria 

M. avium M. av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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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M    1     2                 M    1    2

         250                                   250

         200                                   200
 
         150                                   150
  
 

         100                                   100 

          50                                    50

그림 4. 배양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 PCR-RFLP의 결과.

2개의 임상 검체로부터 DNA를 얻고 PCR 실시하여 MspI (A), 

HaeIII (B) 두 가지 제한효소로 절단한 후 4% Metaphor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한 결과이다. A. Amplified DNA was digested 

with MspI; Lanes-M : DNA size marker (50 bp ladder), 1: 검체 

1 (M. tuberculosis), 2: 검체 2 (M. avium), B. Amplified DNA 

was digested with HaeIII; Lane M : DNA size marker (50 bp 

ladder), 1:  검체 1 (M. tuberculosis), 2: 검체 2 (M. avium).

표 4. 배양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 PCR-RFLP의 결과 및 염기  

서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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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 PCR-RFLP의 결과

   환자가 조직 검사 상 만성 육아종성 염증을 보이는 경우엔 

suspect case로 Mycobacterium 감염 의사 환자로 판단한다. 이때 

M. tuberculosis 치료로 환자가 호전된 경우는 M.  tuberculosis 감

염 의사 환자이며 atypical mycobacteria 치료로 환자가 호전된 경

우엔 atypical mycobacteria 감염 의사 환자로 진단하게 된다. 

   조직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4 환자로 척추염 및 관절염을 앓고 

있던 환자(검체 No. 3), 선천성 저감마 로블린증 상태에서 척추염, 

후복막강 농양을 앓고 있던 환자(검체 No. 4), 관절염 및 골수염을 

앓고 있던 환자 (검체 No. 5), 그리고 말기 신부전 상태에서 늑막염

이 나타났던 환자 (검체 No. 6)가 있었다. 이들의 조직학적 소견은 

우선 검체 3의 경우 ‘diffuse necrotizing granulomatous 

inflammation with multinucleated giant cell, most compatible with 

tuberculosis’ 고, 검체 4에서는 ‘chronic granulomatous 

inflammation with caseous necrosis, consistent with tuberculosis’

다. 또한 검체 5의 조직학적 소견은 ‘suppurative granulomatous 

inflammation consistent with atypical mycobacterial infection’ 으

며 검체 6의 경우엔 ‘diffuse fibrous thickening and chronic 

inflammation with focal ill-defined granulomatous infiltration 

suggestive of tuberculosis. The Ziehl-Neelsen stain failed to 

demonstrate AFB.’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직학적 소견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검체 3, 4에서는 M. tuberculosis 혹은 atypical 

mycobacteria 감염 의사 환자로 판단하 고, 검체 5의 경우엔 

atypical mycobacteria 감염 의사 환자로, 검체 6은 M. tuberculosis 

감염 의사 환자로 판단하 다. 

   따라서 이를 PCR-RFLP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더니 PCR의 결과

와 배양 검사 결과 모두에서 Mycobacterium 감염 양성이 타나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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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MspI, HaeIII로 절단한 뒤 위에서 제시한 절편의 크기와 비

교하 을 때 검체 3, 4를 비정형 결핵균의 종이 M. intracellulare임

을 확인하 다. 이는 또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한 균종이 

나왔음을 확인했다. 이는 검체 3에서 isoniazid, ethambutol, 

rifampin, levofloxacin, clarithromycin을 사용하여 호전되었고, 검체 

4 또한 isoniazid, rifampin, ethambutol, pyrazimamide, 

clarithromycin, amikacin을 사용하여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그 진단

과 치료 반응이 일치하 다. 이로써 PCR-RFLP를 통한 결과가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뿐만 아니라, 원인 균종 감별, 치료제 선

택에 도움을 주는데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검체 5와 

6에서 Mycobacterium 감염 양성은 PCR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

만 각각의 경우에 isoniazid, ethambutol, rifampin, clarithromycin, 

ciprofloxacin과 isoniazid, rifampin, ethambutol, pyrazimade을 치료 

후 호전을 보여 검체 5에서는 조직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atypical mycobacteria 감염 의사 환자로, 검체 6은 M. tuberculosis 

감염 의사 환자로 판단하 다. 그러나 PCR-RFLP를 통한 균종 감

별에 있어서 검체 5는 M. tuberculosis로 검체 6은 M. fortuitum로 

나타나 조직 검사 결과와 차이를 보 다(그림 5, 표 5). 



- 23 -

   A.                            B. 

      M    1    2    3    4           M    1    2    3    4

    250                                      250

    200                                      200 
    

    150                                      150

    100                                      100 

     50                                       50

     

그림 5. 조직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 PCR-RFLP의 결과.

4개의 임상 검체로부터 DNA를 얻고 PCR 실시하여 Msp I (A), 

HaeIII (B) 두 가지 제한효소로 절단한 후 4% Metaphor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한 결과이다.  A. Amplified DNA was digested 

with MspI; Lane M : DNA size marker (50 bp ladder), 1: 검체 3 

(M. intracellulare), 2: 검체 4 (M. intracellulare), 3: 검체 5 (M. 

tuberculosis), 4: 검체 6 (M. fortuitum), B. Amplified DNA was 

digested with Hae III; Lane M : DNA size marker (50 bp 

ladder), 1: 검체 3 (M. intracellulare), 2: 검체 4 (M. 

intracellulare), 3: 검체 5 (M. tuberculosis), 4: 검체 6 (M. 

fortuitum).



임상검체 조직 검사 PCR-RFLP 염기서열 분석

No. 3
M. tuberculosis 
혹은 Atypical 
mycobacteria

M. intracellulare M. intracellulare

No. 4
M. tuberculosis 
혹은 Atypical 
mycobacteria

M. intracellulare M. intracellulare

  No. 5
Atypical 

mycobacteria
M. tuberculosis M. tuberculosis

No. 6 M. tuberculosis M. fortuitum M. fortui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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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직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 PCR-RFLP의 결과 및 염기

서열 분석

라.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PCR-RFLP의 결과

  임상 진단은 Mycobacterium 감염 의심 환자의 감염 여부 및 균

종을 감별하는데 있어 충분하진 않아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방법이다. 배양 검사나 도말 경검 검사, 조직 검사 

등에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경우엔 환자의 임상 진단을 바탕으

로 치료제를 선택하고 치료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 진단 시 

Mycobacterium 감염이 의심되어 치료를 시작한 후 치료에 호전이 

있는 경우엔 probable case로 Mycobacterium 감염 추정 환자로 판

단하게 된다. 즉, M. tuburculosis 치료로 환자가 호전된 경우는 M. 

tuberculosis 감염 추정 환자로 판단하며 atypical mycobacteria 치

료로 환자가 호전된 경우엔 atypical mycobacteria 감염 추정 환자

로 판단하게 된다. 

   임상적으로는 Mycobacterium 감염이 의심되기는 하나 배양 검

사나 도말 경검 검사, 조직 검사 등에서 음성이 나타난 경우는 모두 

5 환자로서 뇌수막염이 나타난 환자 (검체 No. 7), 말기 신부전 상

태에서 늑막염이 나타났던 환자 (검체 No. 8), 간경변과 함께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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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복막염이 나타난 환자 (검체 No. 9), 난소암 암종증 및 간경변이 

나타난 환자 (검체 No. 10), 그리고 알코올성 간경변 상태에서 복수

가 나타난 환자 (검체 No. 11) 다. 이 환자들 중 검체 No. 7과 8의 

경우에서는 임상 진단 시 Mycobacterium 감염이 의심되었고, 검체 

9-11에서는 임상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Mycobacterium의 감염이 

아닌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를 PCR-RFLP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더니 검체 7과 8에서의 PCR의 결과와 배양 검사 결과 모두에

서 Mycobacterium 감염 양성이 타나났고, 이것을 MspI, HaeIII로 

절단한 뒤 위에서 제시한 절편의 크기와 비교하 을 때 검체 7이 

M. tuberculosis임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것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도 같은 균종이 나왔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체 8의 경우엔 

Mycobacterium 감염 양성은 PCR에서도 일치했지만, isoniazid, 

rifampin, ethambutol, pyrazinamide으로 치료 후 호전을 보여 M. 

tuberculosis 감염 추정 환자로 진단하 으나 PCR-RFLP를 통한 균

종 감별에 있어서 M. fortuitum로 나타나 임상 진단과 차이를 보

다.

   또한 임상 진단 시 Mycobacterium 감염이 아닌 혐기성 세균 감

염으로 인한 자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 던 검체 9-11에서는 PCR

을 실시한 결과 임상 진단과 마찬가지로 Mycobacterium 감염 음성

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그림 6,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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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M   1    2   3   4   5            M   1    2    3    4    5

      
  250                                        250
  
  200                                        200 
                                                       150                                        150          

  100                                        100          
     

 
  50                                          50

그림 6.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PCR-RFLP의 결과.

5개의 임상 검체로부터 DNA를 얻고 PCR 실시하여 Msp I (A), 

HaeIII (B) 두 가지 제한효소로 절단한 후 4% Metaphor agarose 

gel에서 전기 동 한 결과이다. A. Amplified DNA was digested 

with MspI; Lane M : DNA size marker (50 bp ladder), 1: 검체 7 

(M. tuberculosis) 2: 검체 8 (M. fortuitum), 3: 검체 9 (음성), 4: 검

체 10 (음성), 5: 검체 11 (음성), B. Amplified DNA was digested 

with HaeIII; Lane M : DNA size marker (50 bp ladder), 1: 검체 

7 (M. tuberculosis) 2: 검체 8 (M. fortuitum), 3: 검체 9 (음성), 4: 

검체 10 (음성), 5: 검체 11 (음성).

                                                     

       



임상 검체 임상 진단 PCR-RFLP 염기서열 분석

   No.  7 결핵 M. tuberculosis M. tuberculosis

   No.  8 결핵 M. fortuitum M. fortuitum

   No.  9 복막염 (혐기성) 음성 Neg.

   No. 10 복막염 (혐기성) 음성 Neg.

   No. 11 복막염 (혐기성) 음성 N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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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PCR-RFLP의 결과 및 염기 

서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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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Mycobacterium 감염이 주요 보건 문

제로 되고 있는 나라에서의 Mycobacterium spp.의 실험실 진단은 

도말 검경 검사와 배양 검사이다. 그나마 배양 검사는 우리 나라에

서도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 결핵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결핵

협회 등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선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도말 검경 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말 검경 검사는 방법상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객담 1 ml당 5 x 10
3 
- 1 x 10

4 
개의 수가 

있어야 검출이 가능하므로 민감도에서 매우 떨어지며 실험자에 따

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 통상 배양 양성 객담의 30-50%에서 양

성 반응을 보인다고 하나 실제로는 15-20% 수준 밖에 기대하지 못

하고 있다.

   Mycobacterium spp. 배양 검사는 민감도는 매우 높으나 배양하

는데 4-8 주간이나 시간이 소요되어 치료의 지연과 다른 사람에게 

균의 전파가 계속될 수 있다. 또한 객담의 전처리 과정 중에 

Mycobacterium spp.이 사멸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증의 환자

에서는 균 분리율이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는 이러한 도

말 검경 검사나 배양 검사의 장단점을 모두 극복하고 높은 민감도

와 특이도를 유지하는 균의 검출 방법으로 PCR과 같은 분자 생물

학적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29-31

. 

   본 연구자는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진단법인 rpoB 유전자에 대

한 PCR-RFLP 방법이 실제 임상 검체로부터 Mycobacterium 감염

을 조기에 진단하고 균종을 감별하는데 효과적인지 연구하여 신속

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32,33

. 

PCR-RFLP 방법은 Mycobacterium spp.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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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으로 Mycobacterium spp.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고

유하며 종에 따른 차이가 없는 유전자인 rpoB 유전자를 이용하게 

된다
34-36

. 이는 rpoB 유전자의 conserved region (189 bp)의 한 부분

을 primer로 만들어 rpoB 유전자를 인식하는 DNA를 얻고 variable 

region (171 bp)의  PCR-RFLP를 이용해 Mycobacterium 감염 진

단 및 원인 균주를 감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우선 기존에 동정된 Mycobacterium spp.의 PCR-RFLP pattern

이 실제 Mycobacterium spp.의 종과 같음을 확인하여 PCR-RFLP 

방법이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그 원인 균종을 감별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세포 수에 따른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객담에 혼합된 균 

분리의 PCR 결과는 5 CFU/ml에서도 가능함을 보고 PCR-RFLP 방

법이 Mycobacterium 감염 의심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이 될 수 있

음을 보았다.

   이에 그림 3에서 나타난 것처럼 Mycobacterium 감염이 의심되

는 환자의 검체에서 DNA를 추출하여 PCR을 통해 rpoB 유전자 있

음을 보고 Mycobacterium 감염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 다. 

   우선 그림 4과 표 4에서 보듯이 배양 검사 양성인 경우와 

PCR-RFLP 결과가 모두 일치하 다. 즉, PCR을 통해 

Mycobcterium 감염 양성이 배양 검사 결과와 일치함을 일차적으로 

확인하 고, 그 종이 각각  M. tuberculosis, M. avium임을 확인하

다. 이는 배양 검사를 통한 Mycobacterium 감염 여부 진단이 상

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에서 훨씬 경제적인 PCR-RFLP과 일치하며, 

비정형 결핵 확진 환자의 경우 PCR-RFLP를 통해 균종을 더 명확

히 구분 지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염기서열 분석에서도 

Mycobacterium spp.의 같은 균종이 나왔음을 확인하 고 이에 

PCR-RFLP 방법을 통한 검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림 5와 표 5에서 보듯이 조직 검사 양성인 경우와 PCR-RF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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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서로 일치하 다. 즉, PCR을 통해 Mycobacterium 감염 양

성이 조직 검사 결과와 일치함을 일차적으로 확인하 고, 그 중 

sample 3, 4에서 균종이 M. intracellulare임을 확인하 다. 이는 치

료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호전된 정도를 보았을 때의 결과와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원인 균종의 감별에 

있어서 조직 검사 뿐 아니라 PCR-RFLP에서도 그 검사 결과가 일

치하며 PCR-RFLP가 조직 검사 시 M. tuberculosis 혹은 atypical 

mycobacteria 감염 의사 환자를 M. intracellulare로 더욱 구체적이

고 확실한 균종으로 감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그리고 염기서열 분석에서도 같은 균종이 나왔음을 확인하

고 이에 PCR-RFLP 방법을 통한 검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PCR-RFLP 결과와 서

로 일치하 다. 즉, PCR을 통해 Mycobcterium 감염 양성 혹은 음

성 여부가 임상 진단과 일치함을 일차적으로 확인하 고, sample 7

에서 균종이 M. tuberculosis임을 확인하 다. 이는 치료제를 사용

하여 환자의 호전된 정도를 보았을 때의 결과와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원인 균종의 감별에 있어서 

임상 진단뿐만 아니라 PCR-RFLP에서도 그 검사 결과가 일치하

으며, sample 9-11의 Mycobacterium 비감염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도 임상 진단을 더욱 확실케 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염기서열 분석에서도 Mycobacterium spp.의 같은 균종이 나

왔음을 확인하 고 이에 PCR-RFLP 방법을 통한 검사 결과를 뒷받

침 해 주었다.

   전체적으로 11명의 환자를 통해 알아본 Mycobacterium 감염 양

성 혹은 음성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배양 검사, 조직 검사 및 임상 

진단이 PCR-RFLP의 결과와 모두 일치하 다. 그리고 PCR-RFLP 

방법을 통한 균종의 감별은 배양 검사 2건 모두, 조직 검사 4건 중 

2건, 임상 진단에서 2건 중 1건의 검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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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PCR-RFLP가 균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분자생물

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좋은 실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균종을 감별하기 위한 PCR 시행 시 기술적인 면에서 간

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법적인 면에서 이러한 것들만 잘 

고려한다면 PCR-RFLP 방법이 Mycobacterium 감염 의심 환자의 

진단 및 원인 균종을 신속하게 규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은 임상 진단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것은 Mycobacterium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에 충

분하진 않아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 경우 진단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이 바로 PCR-RFLP이다. Mycobacterium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말 검경 검사와 배양 검사 결과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너무 긴 시간

이 소요되며, 그 결과 또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에 지금까지의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이 임상 진단에 많이 의존했다면 그 임

상적 진단을 뒷받침하며, 더 나아가 원인 균종까지 감별할 수 있는 

PCR-RFLP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PCR-RFLP를 이용하여 균이 배양되기 전에 임상 검체로

부터 직접 Mycobacterium 감염 여부 및 그 원인 균종을 조기 진단

함으로써 지금까지 수 주 이상 걸렸던 진단 및 균종 감별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가능하게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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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 및 균종 감별은 현재까지 생화학적 

검사나 배양검사에 의존해 왔는데, 배양 검사의 경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고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현재로선 실제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자학

적 진단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전자 분석을 이

용한 진단법인 rpoB 유전자에 대한 PRA-RFLP 방법을 이용하여 

임상 검체로부터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그 원인 균종 감별

을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1. 기존에 동정된 M. avium, M. chelonae, M. fortuitum, M. 

gordonae, M. intracellulare, M. kansasii, M. tuberculosis에서 얻

은 DNA로 PCR을 실시한 후  제한효소로 절단한 Mycobacterium 

spp.의 PCR-RFLP pattern이 실제 Mycobacterium spp.의 균종과 

같음을 확인하 고, 이는 PCR-RFLP 방법이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원인 균종을 감별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 다.

 2. 도말 검경 검사와 배양 검사에서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

던 sample에서 PCR을 통한 균의 확인 시 25 CFU/ml에서도 균 분

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이는 PCR-RFLP 방법이 

Mycobacterium 감염 및 원인 균종 감별을 진단하는 유용한 대안일 

수 있고 이를 통해 Mycobacterium spp.을 진단하는 실험실적 정도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의 질적 향상과 수준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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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ycobacterium 감염이 의심되거나 그 균종을 감별하기 위한 환

자의 검체에서 DNA 추출한 후, PCR을 통해 검체에서 rpoB gene

이 있음을 보고 감염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 다.

 4. Mycobacterium 감염 여부 및 원인 균종을 감별하기 위해 배양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 PCR-RFLP를 실시하 고 그 결과는 모

두 일치하 다. 또한 배양 검사에서 atypical mycobacteria 감염 확

진 환자의 경우, PCR-RFLP를 통해 M. avium으로 그 균종을 더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었으며 이로써  PCR-RFLP가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균종 감별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염기서열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PCR-RFLP를 통한 검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5.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원인 균종을 감별하기 위해 조직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 PCR-RFLP를 실시하 는데 PCR과 조

직 검사 결과 모두에서 Mycobacterium 감염 양성 결과가 모두 일

치하 다. 게다가 조직 검사 시 M.  tuberculosis 혹은 atypical 

mycobacteria 감염 의사 환자를 PCR-RFLP를 통해 M. 

intracellulare로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균종을 감별하 으며 이는 

염기서열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PCR-RFLP를 통한 검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6. Mycobacterium 감염 진단 및 원인 균종을 감별하기 위해 임상

적으로 Mycobacterium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PCR-RFLP를 실시

하 는데 임상 진단 모두에서 Mycobacterium 감염 양성 혹은 음성 

결과가 모두 일치하 다. 또한 임상 진단 결과가 PCR-RFLP를 통

해서도 M. tuburculosis임을 확인하여 감염 환자 진단을 더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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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더불어 염기서열 분

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PCR-RFLP를 통한 검사 결과를 뒷받

침해 주었다.

 따라서 11명의 환자에 있어서 Mycobacterium 감염 양성 혹은 음

성을 감별하는데  배양 검사, 조직 검사 및 임상 진단이 PCR-RFLP

의 결과와 모두 일치했다. 그리고 PCR-RFLP 방법을 통한 균종의 

감별은 배양 검사 2건 모두, 조직 검사 4건 중 2건, 임상 진단에서 

2건 중 1건의 검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

으로 현재 수 주 이상 소요되고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배양 검사나 

생화학적 검사에 의존한 Mycobacterium 감염의 진단을 PCR-RFLP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진단 및 원인 균종을 조기에 규명하 으며, 이

를 통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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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gnosis and species identification of 

mycobacterial infections by PCR-RFLP

 Min Hee Ha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une Myung Kim)

  Mycobacterial infection is one of the major public health 

problems in the world. Identification of Mycobacterium spp. in 

clinical specimens is primarily based on culture and biochemical 

tests. These conventional tests take several weeks and sometimes 

fail to provide precise identification. In contrast to these 

techniques,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PCR-RFLP) offers an  easy, rapid, and inexpensive way to 

identify Mycobacterium spp.  PCR-RFLP technique is a rapid 

method for identifying the species of Mycobacterium spp. from 

clinical specimens. 

  In this study, I evaluated the usefulness of PCR-RFLP for 

rapid diagnosis and species identification of Mycobacterium spp. 

from clinical specimens. 

  Conserved gene of RNA polymerase of Mycobacterium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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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mplified by PCR. The amplified 360 bp region of rpoB was 

digested with restriction enzymes MspI or HaeIII. And the 

PCR-RFLP patterns of each Mycobacterium spp. were 

determined. PCR-RFLP patterns of  Mycobacterium spp. isolated 

from several clinical samples were compared with restriction 

fragment band patterns of control. 

  Mycobacterium spp. isolated from clinical samples were 

identified as M. tuberculosis, M. fortuitum, M. intracellulare, or 

M. avium. And the results of PCR-RFLP were nearly identical to 

those of culture, biopsy, clinical diagnosis, or sequencing.

  In conclusion, PCR-RFLP is a rapid and useful method for the 

identification of Mycobacterium spp. from clinical specimens. This 

study suggest that this method would contribute to the rapid 

diagnosis and treatment of mycobacterial infections in clinical 

setting. 

  Key words : mycobacterial infection, M. tuberculosis, atypical 

mycobacteria, PCR-RF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