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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일선병원에서 결핵으로 의심되어지는 환자의 객담이나 여타 검체는 항

산균 도말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액체배지와 고체

배지를 이용해 배양검사를 실시한다. 균은 고체배지보다 액체배지에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 액체배양에서 양성으

로 판정된 검체를 이용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하여 결핵균(MTB)인지 

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인지를 확인한다. 이때 NTM으로 판정된 검체가 고체

배지에서도 배양되면 고체배양된 검체를 결핵협회로 보내 NTM균의 동정을 

의뢰한다. 이는 NTM균의 동정이 일선병원에서 어렵기 때문이다. NTM 균의 

일반적인 동정검사법은 분리된 균의 형태와 각 균의 생화학적 특성을 이

용한 검사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

이다. NTM균의 신속하고 정확한 동정은 환자의 적절한 항생제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체배양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를 

직접 이용하여 분자생물학적인 NTM 동정법인 reverse blot 

hybridization(REBA)을 시행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REBA를 이용하여 MTB인지 NTM인지를 감별한 결과가 기존에 시행해 오던 

real-time PCR  검사 결과와 100% 일치하는 한편, REBA 결과로 동시에 

NTM 동정결과를 알 수 있어 MTB 및 NTM 감별결과와 NTM 균 동정검사가 한 

번의 실험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따라서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인 REBA를 

이용하면 기존의 검사법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검사법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선병원의 결핵 진단과정에 분자 진단법을 도입하는 것이 환자의 효과적

인 치료에 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핵심이 되는 말 : 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 역교잡법, 균동정, 분자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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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결핵은 인형결핵균인 Mycobacterium tuberculosis(MTB)에 의한 세계적

으로 가장 주요한 전염성 질환 중의 하나로 매년 800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300만 명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추정된다. 근래 

들어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이 증가하고 다제내성 결핵균과 광범위 내성 

결핵균이 등장하면서 심각한 보건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1) 한국에서 결

핵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2007년 결핵 신환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71.6

명이고 노령층과 20대의 신환자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2). 

   기존의 결핵균 감염의 진단에는 항산균 도말염색과 배양법을 주로 사

용하여 왔다. 항산균 도말염색은 빠른 시간 내에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

고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법

이다. 그러나 검사의 민감도가 낮고 MTB와 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NTM)을 

구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에는 항산균 도말염색에서 양성의 결

과를 보이면 대부분 MTB로 인한 결핵으로 간주하여 항결핵치료를 시행 하

였으나 최근 호흡기 검체에서 NTM의  분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MTB와 NTM의 감별이 중요시 되고 있다(3,4,5).

  NTM은 토양이나 물 등에 존재하며, 정상인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비

병원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후천성 면역결핍 환자에서 기회감염을 유발한

다는 것이 알려지고 면역적격자의 감염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 때문

에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3,4,6). 또한, NTM은 그 균종에 따라서 자

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생제 내성이 다르기 때문에 NTM 질환의 치료법은 

항결핵 치료법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 검체에서 MTB의 검출뿐만 

아니라 NTM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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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배지 등을 이용한 결핵균 배양법은 결핵균의 증식시간이 길어(18시

간) 미생물 병원균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

래 걸리고(3-4주 이상) 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양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Mycobacteria Growth Indicator Tube 960 system 

(MGIT; Becton Dickinson, Sparks, MD, USA)과 같이 액체배지를 이용한 

자동화검사법이 개발되어 1-2주 내에 배양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질병관리본부와 세계보건기구는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배양을 권

고하고 있다(7,8). 그러나 액체배양 또한 오염률이 높고 검사단가가 비싸

며 배양 양성 결과를 얻은 경우에도 MTB과 NTM을 감별 및 동정하기 위해

서 별도의 동정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는 양성으로 판정된 

액체배지의 배양액을  real-time PCR 등의 분자 진단법을 이용하여 MTB와 

NTM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액체배지에 배양된 검체로는 NTM 검체의 균동정이 어렵다. 왜냐

하면 기존의 NTM 균동정법은 균의 미생물학적 특징을 관찰하고 생화학적 

특성을 검사해야하므로 고체배지에서 배양된 균집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체배지에서 자란 균집락을 얻기 위해 여전히 배양 시간이 많이 소요된

다. 또한 서로 다른 균종이어도 유사한 생화학적 특성을 나타내거나 같은 

균종에 속하는 균주라도 다양한 생화학적 검사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 기

존의 NTM 균동정법으로는 정확한 균동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이

유로 현재 일선병원에서는 NTM 균동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액체배양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검체 중 NTM으로 의심되는 검체의 경우, 고체배지

에 접종된 검체가 배양되기를 기다려 결핵협회와 같은 표준검사기관에 의

뢰하여 NTM 균동정을 시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적

은 비용으로 MTB와 NTM을 검출 및 동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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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분자진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를 이용한 결핵의 진단법들이 많

이 개발되었다(7,8,9).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PCR-제한효소절편다형

성(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PCR-역교잡법(reverse 

blot hybridization assay, REBA) 등의 기술이 MTB 및 NTM의 검출 및 동

정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이용한 다양한 진단키트들이 개발되어 상

용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배양 양성 검체를 이용하여 분자생물학적 마이코박

테리아동정검사법인 REBA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현재 일선병원에서 사용

하고 있는 검사법에 의해 얻어진 검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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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상 및 방법

1. 대상검체

  2009년 6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수원에 소재한 S병원에 내원한 총 

210명의 환자에서 분리된 275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체의 종류

는 흉막액 6검체, 기관지 세척액 116검체, 객담 150검체, 소변 2검체, 뇌

척수액 1검체 등이었고 이 검체를 액체배지에 배양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275개의 액체배양 검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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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종류  배지 수

흉막액 6 

기관지 세척액 116 

객담 150 

소변 2 

뇌척수액 1 

총 검체수 275 

      표 1.  액체배양된 검체의 종류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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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산균 도말염색 및 결핵균 배양검사 

 

항산균 도말염색은 Carbol-fuchsin을 이용한 Ziehl-Neelsen 염색법을 이

용하여 미국 질병 예방 통제국의 기준에 따라 판독하였다(ref). 액체배양

은  BACTEC MGIT 960 system (Becton Dickinson Microbiology Systems,

Sparks, Md, USA)의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배양하였고 고체배지는 3% 

Ogawa Medium(아산제약, korea) 배지를 사용하여 접종 후 37℃에서 

배양하여 콜로니의 형태로 판독하였다. BACTEC MGIT 960 system을 

이용한 경우에는 매주 배지를 관찰하고 최대 8주까지 배양한 후 O₂의 

감소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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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A 추출

DNA 추출은 액체배지에서 배양된 배양액 1 ㎖ 을 microcentrifuge tube

에 넣어 100℃에서 5 분간 가열하여 균을 사멸하고 10,770g로 5 분간 원

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microcentrifuge tube에 400 ㎕의 멸

균된 증류수를 넣고 혼합하여 다시 100℃에서 5 분간 가열하고 10,770g로 

5 분간 원심한 후 PCR 주형으로 사용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

지 동결시켜 보관하였다.

4. REBA를 이용한 마이코박테레아의 동정

MTB와 NTM의 감별 및 동정을 위해서 마이코박테리아의 종 특이 다형성이 

존재하는 rpoB 유전자 부위를 PCR로 증폭하고 종 특이 프로브가 부착된 

멤브레인과 반응하는 reverse blot hybridization assay의 원리를 기초

로 한 REBA Myco-ID(M&D, Korea) 키트를 사용하였다. 액체배양액으로부

터 분리된 DNA와 biotin이 표지된 primer를 포함한 PCR 반응액을 준비한 

후  종 특이 다형성이 존재하는 rpoB 유전자 부위의 증폭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pre-denaturation 과정으로 94℃에서 5 분간 반응 후, 

denaturation 과정으로 94℃ 30 초와 annealing/elongation과정으로 

65℃에서 30 초씩 각 과정을 45회 시행하고 최종 72℃에서 7 분간 실시하

여 rpoB 유전자 부위를 PCR로 증폭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을 이용하여 제조사가 제공한 실험방법에 따라 REBA를 

수행하였다. REBA의 과정은 간략히, PCR 산물과 동량의 DS를 섞은 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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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서 5분간 방치하여 변성시켰다. PCR 산물을 변성시키는 동안 종 특이

적인 Oligonucleotide probe가 부착된 REBA용 Membrane strip을 

Blotting tray에 놓고 HS ( Hybridization solution) 500 ㎕을 각 Well

에 분주했다. 변성된 PCR 산물과 HS 470 ㎕를 잘 섞은 후 Membrane이 들

어있는 Blotting tray에 넣고 50℃ 항온 수조에서 90회/1분 빈도로 교반

하여 30분 동안 혼성화 했다. 혼성화과정이 끝난 후 Hybridization 

mixture를 Aspirator로 완전히 제거한 후 세정액을 1 ㎖씩 분주하고 62℃ 

항온수조에서 90회/1분 빈도로 교반하여 10 분씩 2 회 세척하였다. AP 

Conjugate를 CDS로 1:2000배로 희석하여 준비했다. 세정액을 완전히 제

거하고 각 Well에 희석한 AP conjugate 1 ㎖ 씩 분주하고 25℃에서 90회

/1분 빈도로 교반하여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반응액을 완전히 제거했다. 

각 Well에 Tris-buffered saline (TBS, pH 7.5)을 1 ㎖씩 분주하고 실온

에서 1분씩 2회 닦아주었다. NBT, BCIP, TS가 함유된 염색시약에 1:50배

로 희석하고 이를 각 well에 1 ㎖씩 분주한 후, 실온에서 5-10분간 발색

반응을 하였다. 발색반응이 끝나면 반응액을 제거하고 증류수를 넣어 반

응을 중지시켰다. 반응이 끝난 Membrane strip을 잘 말려 판독지에 붙여 

결과를 판독하여 MTB와 NTM의 감별 및 동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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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성적 및 결과

1. 액체배양 양성판정 검체

액체배양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275 검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였다. 각각의 검체가 액체배지에 접종되어 양성으로 판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검체마다 다양하여 5-10일이 걸린 검체가 62검체, 10-20일이 149

검체, 21-30일이 50검체, 31일 이상 걸린 검체가 14검체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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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기간 양성 검체 수

5-10 일 62 

10-20 일 149 

21-30 일 50 

31 일 이상 14

전체 검체 수 275

표 2. 액체배지에 배양된 검체가 양성으로 판정되기까지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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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배양 양성판정 검체의 MTB 및 NTM 감별

액체배양에서 양성으로 나온 각 검체는 real-time PCR (AdvanSure 

MTB/NTM real-time PCR Kit, LG life science company, korea)에 의해 

MTB 혹은 NTM으로 감별된 검체를 사용하였다. 액체배양 양성 검체에서의 

NTM 비율은 28.4%(78/275)로 국내에서 분리되는 NTM의 분리비율 30%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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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time PCR 결과

동정 결과 검체 수

MTB 197

NTM 78

총 검체 수 275

표 3. 액체배양 검체의 Real time PCR 검사 후 MTB/NTM 감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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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BA에 의한 마이코박테리아 균동정

  액체배양 검체 가운데 NTM으로 판정된 검체를 대상으로 분자진단법의 

하나인 PCR-REBA를 이용하여 마이코박테리아의 균동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EBA Myco-ID(M&D, Korea)를 사용하였다. REBA Myco-ID(M&D, 

Korea)는 종 특이 다형성이 존재하는 rpoB 유전자 부위를 PCR로 증폭하고 

얻어진 산물을 REBA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결핵균인 MTB와  19종의 주요 

NTM을 검출 및 동정할 수 있는 분자진단법이다. 19종의 NTM 은 M. avium, 

M. intracellulare, M. scrofulaceum, M. abscessus, M. terrae, 

M. massiliense, M. chelonae, M. fortuitumcomplex, M. ulcerans, 

M. marinum, M. kansasii, M. genavense, M. simiae, M. gordonae, 

M. nonchromogenicum, M. celatum, M. szulgai, M. mucogenicum, 

M. aubagnense로 호흡기 검체에서 높은 빈도로 분리되는 대부분의 균종과 

오염균종을 포함한다.

  NTM균종에 대한 동정결과의 판독예시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1번 lane의 

경우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마이코박테리아가 아닌 다른 종의 균이 포

함된 경우이며 2번 lane같이 마이코박테리아 공통 Probe의 시그널만 보이

는 경우는 MTB나 19종의 주요 NTM이 아닌 마이코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경

우를 나타내며, lane 3에서 19에서와 같이 그림의 왼쪽에 세로로 배열된 

Probe의 위치와 일치하는 부분에 발색반응이 나타나면 검체에 해당 균종

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독한다(그림 1). 

  실제 액체배양액으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REBA Myco-ID를 수행한 결과

이다. 그림 3의 판독 예에 따라서 결과를 판정하였다(그림 2). 

전체 275검체의 REBA Myco-ID의 결과와 병원의 검사 결과를 비교한 표이

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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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MTB로 판정된 197 검체는 모두 MTB로 판정되었고, NTM이었던 

78검체 중, 76검체는 NTM으로, 2검체는 MTB와 NTM 혼합균주로 확인되었

다. 이 두 검체는 병원의 real-time PCR 결과 NTM으로 판정되었으나 REBA 

Myco-ID 실험 결과, 한 검체는 MTB와 M. celatum, M. szulgai이 섞여있

는 경우였으며 다른 한 검체는 MTB와 M. gordonae, M. mucogenicum이 섞

여 있는 경우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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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REBA를 이용한 NTM 균종의 판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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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림 2. REBA를 이용한 NTM 균종의 판독결과.

(1) 번 M. avium, M. mucogenicum  (2, 4, 5, 7, 8, 9, 10, 11, 14, 17, 

19) 번 MTB  (3) 번  M. avium, M. intracellulare  (6) 번 M. kansasii  

(13, 16) 번  M. intracellulare  (18) 번  M. mucogenicum, M. 

gordonae, M. intracellu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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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CR 결과 REBA Myco-ID 결과

MTB 197 MTB 197

NTM 78 NTM 76

　 　 MTB/NTM 2

총 검체 수 275 　 275

표 4. Real-time PCR을 이용한 감별결과와 REBA를 이용한 결과의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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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CR결과
REBA Myco-ID 결과

NTM MTB, M. celatum, M. szulgai

NTM MTB, M. gordonae, M. mucogenicum

표 5. REBA에 의해 MTB와 NTM 혼합검체로 판정된 검체의 균동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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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TM균종의 검출분포

  76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PCR-REBA를 이용한 NTM 동정을 수행하여 확인

된 NTM 검출분포를 정리한 표이다. 액체배양검체를 대상으로 한 NTM의 동

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76검체 중 M. intracellulare가 29검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M. avium이 15검체 (19.8%)

로 나타났고, M. massiliense가 6검체(7.9%),M. fortuitum가 5검체

(6.6%), M. gordonae가 4검체 (5.3%), M. abscessus가 3검체(3.9%), 

M. kansasii, M. chelonae, M. scrofulaceum, M. mucogenicum가 각각 1

검체(1.3%)로 나타났다. 8검체는 M. intracellulare와 M. massiliense가 

4검체(5.3%), M. avium M. intracellulare와 M. avium M. massiliense,

그리고 M. avium와 M. mucogenicum,그리고 M. intracellulare와 M. 

mucogenicum 등의 2개의 균주가 동시에 중복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각각 

1검체(1.3%)였으며, 1검체(1.3%)에서는 M. intracellulare, 

M. gordonae, M. mucogenicum로 3개의 균종의 혼합감염이 검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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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M 검출분포 결과

Isolates No %

M.intracellulare 29 38.2

M.avium 15 19.8

M.massiliense 6 7.9

M.fortuitum 5 6.6

M.gordonae 4 5.3

M.abssessus 3 3.9

M.kansasii 1 1.3

M.scrofulaceum 1 1.3

M.chelonae 1 1.3

M.mucogenicum 1 1.3

M.indicus  pranii 1 1.3

M.intracellulare,  M.massiliense 4 5.3

M.avium,  M.intracellulare 1 1.3

M.avium,  M.massiliense 1 1.3

M.avium,  M.mucogenicum 1 1.3

M.intracellulare,  M.mucogenicum 1 1.3

M.intracellulare, M.gordonae, M.mucogenicum 1 1.3

　 76 100

표 6. REBA검사법을 이용한 NTM 검체의 동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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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국내의 경우 결핵의 유병률이 높고 NTM 질환의 빈도가 낮아 항산균 도

말 양성일 경우 대부분 결핵으로 간주하고 항결핵제 치료를 시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NTM의 분리율 및 NTM 질환이 증

가하고 있고, NTM은 면역기능저하자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진단이 

쉽지 않으며, 약제 내성율이 높아 치료가 어렵고 재발율도 높다(9).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NTM을 구별할 수 있는 진단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일선병원에서 MTB 및 NTM 감염의 진단에는 항산균 도말염색과 

배양법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항산균 도말염색은 검사의 민감도가 낮고 

MTB와 NTM을 구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배양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

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방

법을 이용한 검사법들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11,12). 

  결핵 진단에 있어서 PCR 검사는 특히 배양 양성 검체에서 민감도와 특

이도가 매우 높아 항산균 도말 양성이면서 PCR 음성이면 대부분 NTM 가능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NTM 폐질환 빈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항산균 도말 

양성에서 PCR이 양성일 경우 폐결핵으로 잠정 진단하고, 음성일 경우는 

PCR 억제 물질이 있는지 확인 후 다시 음성으로 나오면 NTM에 감염된 것

으로 잠정 진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3). 현재. 이 지침에 따라 NTM 감

염을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 NTM을 구분할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6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수원에 소재한 

S병원에 내원한 총 210명의 환자에서 분리된 275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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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흉막액, 기관지 세척액, 객담, 소변, 뇌척수액 5종류의 275 검체를 

MGIT 960 system에서 배양하고 Real time PCR로 판정하여 나온 결과를 

확인하였다. 5-10일 만에 배양결과가 나온 검체는 60 검체 11-20일 만에 

배양결과가 나온 검체는 159 검체, 21-30일 만에 배양결과는 42 검체, 31

일 이상은 14 검체였다. MGIT 배양결과 MTB 197검체, NTM 78 검체의 결과

를 보였다. 

  액체배양검체로부터 DNA를 분리한 후, MTB-ID를 수행하여 MTB와 NTM을 

검출한 결과, MTB 192검체, NTM 73검체, TB/NTM 10검체로 판정되었다. 

동일한 검체의 REBA Myco-ID로 균 동정을 수행한 결과 MTB 197검체, NTM 

76검체, TB/NTM 2 검체로 판정되었다. MTB-ID와 REBA myco-ID의 실험 결

과의 차이는 MTB-ID에서의 위양성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MTB-ID는 MTB를 검출하기 위해서 MTB 특이 부위인 RD과 IS6110 부위를 증

폭한다. IS6110 부위는 MTB와 MTB complex인 M. bovis 등에만 존재한다

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 NTM의 경우 IS6110과 유사한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S6110을 증폭하는 PCR 검사의 경우 일부 위양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분자생물학적 진단법인 REBA Myco-ID를 수행한 결과, 

병원의 검사결과 MTB로 판정된 197 검체는 모두 MTB로 판정되었고, NTM이

었던 78검체 중, 76검체는 NTM으로, 2검체는 MTB와 NTM 혼합감염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 중 병원의 검사결과 NTM으로 판정되었으나 REBA 

Myco-ID에서는 MTB, M. celatum, M. szulgai이 섞여있는 경우와 MTB, 

M. gordonae, M. mucogenicum이 섞여있는 경우로 판정된 검체가 2검체였

다(표 5). 

M. mucogenicum, M. gordonae는 결핵균 진단을 위한 배양검사에서 빈번

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염균주로 알려져 있다.  M. szulgai에 의한 폐

질환은 폐결핵과 병변 구분이 어려우며 호흡기 검체에서 검출되는 균주로 



- 24 -

알려져 있으며 M. celatum은 국내에서 자주 분리되는 균주는 아니지만 

HIV환자에서 감염을 일으키며 효과적인 항결핵제인 리팜핀에 내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균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균주들과 MTB의 분별

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PCR과 같은 분자생물학적 진단법들은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와 균주의 역학적 특성 때문에 항산균 도말과 배양 검사를 완전히 대

체 할 수는 없고 임상 소견을 참조 하여 결과를 해석할 것이 권고되고 있

다(14,15). 따라서 이 두 검체의 경우 임상의의 소견이나 치료현황 및 치

료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follow-up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분자생물학적 진단법, 특히 REBA Myco-ID는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분자진단키트의 임상적 유용성이 매우 높

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NTM으로 판정된 76개의 액체배양검체를 대상으로 하여 REBA Myco-ID를 

수행하여 확인된 NTM 검출분포를 보면 전체 76검체 중 

M. intracellulare가 29검체(38.2%), M. avium이 15검체 (19.8%), 

M. massiliense가 6검체(7.9%), M. fortuitum가 5검체(6.6%), 

M. gordonae가 4검체 (5.3%), M. abscessus가 3검체(3.9%), 

M. kansasii, M. scrofulaceum, M. chelonae, M. mucogenicum가 각각 1

검체(1.3%)로 나타났고 8검체에서는 두 종류이상의 NTM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NTM 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균인 M. avium complex (MAC) 60~8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도 

NTM 폐질환 원인균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M. massiliense와 M. abscessus를 포함한 M. abscessus complex의 분포

비율도 9검체 (11.8%)로 MAC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M. abscessus complex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된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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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기존의 병원에서 배양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너무 오랜 기

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분자생물학적 진단법을 병행함으로 원인균

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고 NTM균의 분리 동

정 또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 및 동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

한 검사 방법들이 체계화 된다면 환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약물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6 -

제 5 장   참 고 문 헌

1. Scientific committee in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 National survey of mycobacterial diseases 

other than tuberculosis in Korea. Tuberc Respir Dis 1995;42:277-94.

2. 질병관리본부, 2007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3. Koh WJ, Kwon OJ, Yu CM, Jeon K, Suh GY, Chung MP, et al. 

Recovery    rate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 from 

acid-fast-bacilli smearpositive sputum specimens. Tuberc Respir Dis 

2003;54:22-32.

4. Lee JY, Choi HJ, Lee H, Joung EY, Huh JW, Oh YM, et al.   

Recovery rate and characteristics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isolates in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Tuberc Respir Dis 2005. 

58:385-91.

5. Scientific committee in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 National survey of mycobacterial diseases 

other than tuberculosis in Korea. Tuberc Respir Dis 1995;42:277-94.

6. Lew WJ Tuberculosis situation in Korea. Tuberc Respir Dis 

1999;46:301-10.



- 27 -

7. Cho SN. Current issues on molecular and immunological diagnosis 

of tuberculosis. Yonsei Med J 2007;48:347-59.

8. Woods GL. Molecular techniques in mycobacterial detection. Arch 

Pathol Lab Med 2001;125:122-6.

9. Cho SN and Brennan PJ. Tuberculosis: diagnostics. Tuberculosis. 

2007;87:S14-7.

10. Pfyffer GE. Mycobacterium: general characteristics, laboratory 

detection, and staining procedures. In: Murray PR, Baron EJ, 

Jorgensen JH, Pfaller MA, Yolken RH. Manual of Clinical 

Microbiology. 9th ed. Washington DC: ASM press, 2007: 543-572.

11. Choi WS, Shin SY, Kim JO, Kim MS, Lee HK. Usefulness of 

automated PCR test for the detec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fresh biopsy tissues. Tuberc Respir Dis 2006;61:54-9.

12. Lee J, Kim Y, Park J, Ko W, Yang D, Kim S, et al. Clinical 

utility of bronchial washing PCR for IS6110 and Amplicor for the 

rapid diagnosis of active pulmonary tuberculosis in smear negative 

patients. Tuberc Respir Dis 2001;50:213-21

1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Update: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for tuberculosis. MMWR Morb Mortal 



- 28 -

Wkly Rep 2000;49:593-4

14. Michos AG, Daikos GL, Tzanetou K, Theodoridou M, Moschovi M, 

Nicolaidou P, et al. Detec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DNA in 

respiratory and nonrespiratory specimens by the Amplicor MTB PCR. 

Diagn Microbiol Infect Dis 2006;54:121-6.

15. Piersimoni C and Scarparo C. Relevance of commercial 

amplification methods for direct detec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in clinical samples. J Clin Microbiol 

2003;41:5355-65.



- 29 -

Abstract

Rapid Identification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 by 

reverse blot hybridization assay using specimen grown in 

liquid culture

                       Kim, Do Geyun

                       Dep. of Biomedical Lif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andard diagnostic algorithm for tuberculosis in  

general clinics is acid fast bacilli staining and culture using 

solid and liquid media. Since mycobacteria grow faster in liquid 

than solid media, liquid culture gives faster results than solid 

culture. So, when the liquid culture results are determined to be 

positive, the DNA extracted from the positive liquid culture is 

subjected for real-time PCR for Mycobacterium tuberculosis (MTB)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 detection. If the result is 

determined to be NTM, the solid culture of the same specimen is 

sent to the reference center for NTM identification. The 

conventional mycobacteria identification requires microb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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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iochemical tests, but it takes long time and extensive labor 

but still lacks accuracy of the tests.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be done in the peripheral clinical settings.  In oder 

to tes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 molecular biological test in 

the clinical settings, the reverse blot hybridization assay (REBA) 

for mycobacterial species identification was applied in this stud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sults of MTB and NTM 

differentiation by real-time PCR was 100% consistent with the 

results by REBA. In addition, mycobacterial species identification 

was done simultaneously with MTN/NTM differentiation. Therefore, it 

seems that REBA can be useful in clinical settings for rapid and 

accurate mycobacterial identificat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pplication of molecular 

biological diagnostic tool such as REBA can be useful for prompt 

and accurate regimen selection for effective patient care.

 

key words : nontuberculous mycobacteria, reverse blot hybridization 

assay, species identification, molecular diagno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