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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제 치료 시작 후 성호흡부 이 발생한 폐결핵 환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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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cute respiratory failure can occur paradoxically on initiation of anti-tuberculosis (TB) treatment in 

patients with pulmonary TB.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clinical features of anti-TB treatment induced acute 

respiratory failure.

  Methods: We reviewed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of 8 patients with pulmonary tuberculosis (5 

men and 3 women; mean age, 55 ± 15.5 years) who developed acute respiratory failure following initiation of anti- 

TB medication and thus required mechanical ventilation (MV)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Results: The interval between initiation of anti-TB medication and development of MV-requiring acute respiratory 

failure was 2－14 days (mean, 4.4 ± 4.39 days), and the duration of MV was 1－18 days (mean, 7.1 ± 7.03 

days). At admission, body temperature and serum levels of lactate dehydrogenase and C-reactive protein were in-

creased. Serum levels of protein, albumin and creatinine were 5.8 ± 0.98, 2.3 ± 0.5 and 1.8 ± 2.58 mg/ml, 

respectively. Radiographs characterized both lung involvements in all patients. Consolidation with the associated nod-

ule was noted in 7 patients, ground glass opacity in 2, and cavitary lesion in 4. Micronodular lesion in the lungs, 

suggesting miliary tuberculosis lesion, was noted in 1 patient. At ICU admissions, the ranges of the APACHE II 

and SOFA scores were 17－38 (mean, 28.2 ± 7.26) and 6－14 (mean, 10.1 ± 2.74). The mean lung injury score 

was 2.8 ± 0.5. Overall, 6 patients died owing to septic shock and multiorgan failure. 

  Conclusions: On initiation of treatment for pulmonary TB, acute respiratory failure can paradoxically occur in pa-

tients with extensive lung parenchymal involvement and high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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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결핵은 효과 인 항결핵제들이 차례로 개발되어 약제들

을 히 조합하여 치료하면 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폐

결핵 환자에서 항결핵약제를 투여하면 2−3주 후에 증상이 

호 되며, 흉부 방사선 소견도 서서히 호 되면서 2−4개월 

뒤에는 부분 안정화가 된다.[1] 하지만 일부분의 환자에서

는 치료 에 기존에 존재하는 병변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역설  반응이라 한다.[2,3] 

부분은 약제의 변경 없이 치료를 지속하면 시간이 경과되

면서 호 을 보이지만 드물게 성호흡부 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7] 연구자 등은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결핵 치료 시작과 함께 성호흡부 이 발생한 

환자들의 임상 , 방사선학  특징을 알아보고 련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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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linical Features of 8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Who Developed Acute Respiratory Failure after Initiation of Anti-TB 

Treatment

Patient 

No.
Sex Age

Clinical 

presentation

Underlying 

disease

Interval between TB 

medication with 

respiratory failure 

(days)

Duration 

of MV 

(days)

Outcome
Cause of 

death
AFB stain

Drug 

sensitivity

1 F 66 General weakness, 

Anorexia, Chill, 

Cold sweating 

DM, HT 4 16 S − ＋ −

2 M 54 Cough, Sputum, 

Dyspnea, General 

weakness

DM, HT 14 2 S − ＋ −

3 M 60 Poor oral intake, 

General weakness, 

Dyspnea

CVA, DM 2 18 D Multi-organ failure ＋ −

4 M 54 General weakness, 

Poor oral intake

Alcoholism 2 4 D Multi-organ failure ＋ Sen

5 M 71 Fever with chill, 

Dyspnea, Cough

Ureter cancer 2 12 D Multi-organ failure ＋ −
6 M 43 Cough, Sputum, 

Weight loss

Alcoholism 2 1 D Multi-organ failure ＋ −
7 F 28 Cough, sputum, 

Fever, Dyspnea, 

Weight loss

− 2 2 D Multi-organ failure ＋ Sen

8 F 69 General weakness, 

Diarrhea

− 5 2 D Multi-organ failure ＋ −

HT: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MV: mechanical ventilation; D: died; S: survived; TB: tuberculosis; AFB: acid fast bacilli; Se: 

sensitive.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상  방법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경상 학교병원에 내

원하여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1차 항결핵약제로 치료를 시

작하면서 경과를 찰하는 에 임상  그리고 방사선 소

견에서 악화를 보여 성호흡부 이 발생하 고 기계호흡

기를 유지가 필요했던 환자를 후향 으로 조사하 다. 상 

환자는 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만을 상으로 하 고 호흡

부 으로 기계환기기를 유지하고 이후 폐결핵으로 진단된 

경우는 제외하 다. 한 기존의 폐병변이 악화될 수 있는 

다른 원인인 심인성 폐부종이나 감염 등이 검사상에서 확

인된 경우는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 역설  반응은 임상

으로는 기존의 호흡기 증상이 심해져서 호흡부 이 생긴 

경우만을 포함하 고 방사선 으로는 기존의 폐 병변이 심

해지거나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것으로 하 다.

　폐결핵의 진단은 흉부 방사선상의 이상과 호흡기 검체에

서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동정된 경우로 한정하 고 

상 환자의 임상  특징을 알아보기 해 주요 증상과 기

 질환의 여부, 진찰  검사실 소견을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 다. 한 이와 련된 문헌을 검색하여 고찰하 다.

결      과

　폐결핵으로 환자실에서 기계환기기를 유지한 환자는 총 

42명이었으며 이  항결핵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임상 , 

방사선학 소견에서 악화를 보여 성호흡부 이 발생한 것

으로 생각된 환자는 총 8명(남：여 = 5：3)으로 평균연령은 

55 ± 15.5 (28−71세)이었다. 제외된 34명의 환자에서 28명

은 호흡부 으로 기계환기기를 유지한 후 객담 는 기도 

분비물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 는 결핵균이 배양되었고, 4

명은 방사선 소견이 악화된 증거가 없었으며, 1명은 다량의 

각 로 기계환기기를 유지하 고, 1명은 스트 스성 심근증

으로 사망하여 제외하 다. 모든 환자에서 객담 항산균 도

말 양성이었고 기  질환으로 3명은 당뇨와 고 압, 1명은 

요도암이 있었고 4명의 환자는 알코올 독 는 의존증이 

있었다. 과거 결핵의 병력은 모두 없었다. 입원일과 결핵약

제 투여일 사이의 간격은 0−7일(평균 1.75일)이었으며 약제 

복용 후 성호흡부 으로 기계호흡기를 용한 시간 간격

은 평균 4.4 ± 4.39 (2−14일)이었다. 기계호흡기 용기간

은 평균 7.1 ± 7.03 (1−18일)이었다(Table 1). 약제 내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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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aboratory Finding of 8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Who Developed Acute Respiratory Failure after Initiation of 

Anti-TB Treatment

Patient 

No.

WBC 

(×10
3
/mm

3
)

Platelet 

(×10
3
/mm

3
)

Protein/albumin

 (mg/dl)

LDH

(mg/dl)
CRP

Creatinine 

(mg/dl) 
pH

PaO2

(mmHg)

PaCO2

(mmHg)

1 14.98 397 6.2/3.1 622 92.9 0.9 7.45 63 29

2 10.90 1,098 6.6/1.9 268.6 1.8 7.55 82 28

3 3.88 61 5.2/1.9 547 87.8 1.1 7.45 78 16

4 9.39 253 7.8/2.6 254 61.2 8.12 7.41 98 31

5 10.93 398 5.4/2.0 160 172.6 1.32 7.35 81 31

6 6.50 296 4.9/1.8 444 187.1 0.49 7.57 64 32

7 10.92 537 5.2/2.9 1,561 183.6 0.7 7.52 53 29

8 11.21 442 5.3/2.5 239 38.4 0.73 7.52 94 22

WBC: white cell count; LDH: lactic dehydrogenase; CRP: C-reactive protein.

Table 3.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8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Who Developed Acute Respiratory Failure after Initiation of 

Anti-TB Treatment

Patient

No.
APACHE II SOFA LIS

Steroid

use
Antibiotics Blood culture

Endobronchial 

aspirate culture

1 17 6 2.33 Y Piperacillin and tazobactam ＋ Ciprofloxacin/Vancomycin 

＋ Meropenem

No growth No growth

2 31 10 2.66 N Cefepime ＋ Ciprofloxacin No growth No growth

3 29 12 2 Y Piperacillin and Tazobactam ＋ Amikacin No growth No growth

4 25 14 2.66 N Ceftriaxone ＋ Clindamycin No growth No growth

5 21 8 3.33 Y Ceftriaxone ＋ Azithromycin/Piperacillin and Tazobactam 

＋ Ciprofloxacin/Imipenem and Cilastatin ＋ Vancomycin 

＋ Fluconazole

No growth No growth

6 28 13 3 N Cefepime ＋ Azithromycin/Piperacillin and Tazobactam ＋ 

Ciprofloxacin

No growth No growth

7 38 8 3.33 N Moxifloxacin No growth No growth

8 37 10 3.33 Y Piperacillin and Tazobactam ＋ Ciprofloxacin/Imipenem and 

Cilastatin ＋ Vancomycin

No growth No growth

APACHE II: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LIS: lung injury score; WBC: 

white cell count; LDH: lactic dehydrogenase; CRP: C-reactive protein.

를 시행한 2명의 환자에서는 일차 결핵약제에 모두 감수성

을 보 다. 

　내원 당시 체온은 37.9 ± 1.26oC (36.1−40oC), LDH는 

546.7 ± 478.69 mg/ml (239−1,561), CRP는 136.5 ± 78.46 

mg/L (38.4−268.6)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단백질과 알부민은 

각각 5.8 ± 0.98 mg/dl (4.9−7.8), 2.3 ± 0.5 mg/dl (1.8−3.1), 

크 아티닌은 1.9 ± 2.54 mg/dl (0.7−8.12)이었다. 소 은 

435.2 ± 303.58 × 10
3/ml (61−1,098)이었고 동맥  가스 검

사는 7.49 ± 0.07 (7.35−7.57), PaO2는 76.6 ± 15.63 mmHg 

(53−98), PaCO2는 27.2 ± 5.49 mmHg (16−31)이었다(Table 

2). 7명의 환자에서 HIV 항체 검사를 시행하 고 모두 음성

이었다.

　 환자실 입원 당시 평균 APHACHE II[8], SOFA 수[9]

는 각각 28.2 ± 7.26 (17−38), 10.1 ± 2.74 (4−14)이었으며 

Murray 폐손상 수[10]는 평균 2.8 ± 0.5 (2−3.33)이었다. 6

명의 환자에서 사망하 고 사망원인으로는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 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경험  항생제를 사용하

고 기도흡인물과 액배양은 모두 음성이었다. 폐결핵에 

한 치료는 모두에서 일차 항결핵약제로 INH, RFP, EMB, 

PZA를 투여하 고 스테로이드는 4명의 환자에서 사용하

고 사용한 환자 모두 사망하 다(Table 3).

　방사선 소견으로 모든 환자에서 양측성 병변을 보 고 

경화성 병변과 결 을 동시에 보인 경우는 7 (Fig. 1, 2), 

간유리 음  음 은 2명의 환자에서 찰되었으며 공동성 

병변(Fig. 2)은 4명의 환자에서, 종격동 임 선 비 는 1 명

의 환자에서 찰되었고 속립성결핵의 형태(Fig. 3)를 보인 

경우도 1명이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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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 1. A 66-year-old woman was admitted because of general weakness, poor oral intake and febrile sensation for a week. (A) Chest 

radiograph showed numerous tiny nodules in both lungs. But there was no consolidation and cavitary lesion in the lungs. (B) The CT 

scan also showed multiple tiny nodules in the upper lung field, especially in the right side. (C) Four days later after anti-tuberculosis 

mediation, her respiratory condition was getting worse and the chest radiograph showed bilateral consolidation in the lung. (D) Seven 

days after mechanical ventilation, her respiratory condition was improved and the chest radiograph also showed marked decreased 

consolidation in both lungs.

고      찰

　본 연구는 심한 병변의 폐결핵 환자에서 치료를 시작하

면서 성 악화를 보여 호흡부 이 생긴 증례로 일반 인 

폐결핵 환자의 경과와는 다른 임상  경과를 보인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항결핵제 치료 시작과 함께 역설 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이로 인한 호흡부  발생하

다는 문헌보고를 찾을 수 있다.[4-7,11-13] Ellis과 Webb[5]

은 결핵으로 사망한 60명의 환자를 후향 으로 조사한 결과 

16명의 환자에서 치료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이유없이 호

흡부 으로 갑자기 사망하 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Agawel 

등[4]의 보고에서도 폐결핵으로 호흡부 이 생긴 16 에서 

4명은 치료의 시작과 함께 호흡부 이 발생하 고 기계환

기와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반 으로 결핵 치료 에 기존에 존재하는 병변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역설  반응은[2,3] 치료 

후 2주가 경과한 다음 임상 으로나 방사선학 으로 악화

를 보이는 일시 인 상으로 언 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련 문헌에서는 치료 시작과 함께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후도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1,12] Akira 

와 Sakatani[13]의 보고에서는 1−11주(평균 24일)에 발생하

다고 보고하 지만 Subhash 등[7]은 항결핵 치료 후 3일

째에 Onwubalili 등[6]이 보고한 2증례에서도 치료를 시작한 

바로 당일 날 임상 으로 악화를 보여 호흡부 이 생긴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부분의 환자는 치료 후 

약 48−72시간 정도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심해졌으며 

이후 경과가 악화되어 기계환기기를 유지하게 되었다. 증

의 결핵이라 하더라도 한 항결핵약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호 을 보이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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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ient 6. A 43-year-old man was admitted because of dyspnea on exertion, poor oral intake and cough with sputum for a month. (A) 

Chest radiograph showed multiple cavitary lesions and consolidations especially in the right upper lobe. (B) The CT scan also showed 

multifocal cavitary lesion and consolidation with centrilobular nodules in the right lung. (C) Two days after initiation with anti-tuberculosis 

mediation, infiltrative change was extended in the right lower lobe. (D) His respiratory failure was getting worse and the patient was intubated 

and applied with mechanical ventilation. He died with shock and multiple organ failure on the 3
rd

 days. 

상의 환자는 치료와 함께 호 되는 통상 인 경과가 아닌 

다른 임상경과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환자에서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뿐 만 아니라 발열, 신쇄약감, 체  감소와 

같은 신증상이 동반되었고 청 단백질의 감소, CRP의 

증가, 폐병변의 양측성 침범 등 심한 종성 결핵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즉 증의 결핵 감염이 있는 환자에서 이런 

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핵을 포함

한 증의 감염이 있게 되면 면역 용(immune tolerance)[14]

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는 임상증상이 심하지 않다가 치료의 시작과 함께 균의 사

멸과 함께 유리된 단백질이 이상 과민 반응을 유발하여 일

시 으로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처음 

진단될 당시에 폐병변이 심한 경우는 일시 으로 폐병변이 

악화되는 경우라도 기  폐병변이 심하기 때문에 기계호흡

기를 유지할 정도의 심한 호흡부 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HIV 음성인 폐결핵 환자에서 역설  반응의 

험인자에 한 Cheng 등[15]의 연구에서도 알부민증이

나 림 구의 하가 역설  반응의 발생과 련있다고 보

고하고 있지만 호흡부 의 발생에 한 언 은 없었다.

　Onwubalili 등[6]의 보고에는 이런 상이 모두 알코올

독 환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3명의 환자가 알코올 독이 있는 환자이었으며 알코올의 

과량 장기간의 섭취가 병인에 향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Onwubalili 등[6]은 알코올이 T-림 구의 기능을 하

시키고 치료에 의해 림 구의 기능이 회복되면 비정상 인 

면역 반응에 의해 이런 상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다. 

　본 연구 환자의 방사선 소견은 양측성의 심한 폐침윤이 

찰되고 경화성 병변  공동, 심소엽성 결 이 동반된 

경우가 부분으로 방사선 소견으로만 폐결핵을 진단이 가

능할 정도로 특징 인 소견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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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tient 7. A 28-year-old woman was admitted because of dyspnea on exertion, febrile illness and cough with sputum for three weeks. 

(A) Chest radiograph showed numerous micronodules in the both lung fields. (B) The CT scan also showed scattered military sized nodule 

with ground glass opacity in the both lung fields and some focal centrilobular consolidation in the left upper lobe. (C) Two days after 

initiation with anti-tuberculosis mediation, infiltrative change was extended in the both lung. (D) Her respiratory failure was getting worse 

and the patient was intubated and applied with mechanical ventilation. She died with shock and multiple organ failure on the 4
th
 days. 

Table 4. The Radiologic Finding of 8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Who Developed Acute Respiratory Failure after Initiation of Anti-TB 

Treatment

Patient No. Chest X-ray and CT finding

1 Numerous tiny nodules in both lungs and focal consolidation in lingular segment. Bilateral pleural effusion and dependent 

lung atelectasis

2 Multifocal consolidation in both lungs and cavitary lesions in both upper lobes 

3 Multiple patchy consolidations, cavities, centrilobular nodules and tree-in-bud appearance in both lungs, upper lobe predomi-

nance

4 Cavitary lesions with surrounding centrilobular nodules in both upper lobes and huge cavity in right upper lobe

5 Multiple cavitary consolidations and centrilobular nodules and tree-in-bud appearance in both lungs. Loculated pleural effusion 

in right side

6 Multifocal consolidation and centrilobular nodules with ground glass appearance in both lungs 

7 Numerous small sized nodular lesions with ground glass appearance in both lungs 

8 Multifocal consolidation with ground glass appearance and random small centrilobular nodules in both l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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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6명의 환자에서 사망을 하여 높은 사망률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kira와 Sakatani[13]의 연구에서

는 5명에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Subbah 등[7]

의 증례에서도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분의 환

자에서 양측성의 진행된 폐병변을 보이고 진단 당시 신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었고 이런 경우

에 호흡부 으로 기계환기기를 유지하여 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상 환자  결핵약제에 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한 2명의 환자에서는 모든 약제에 해 감수성을 가졌

다. 2명의 환자 결과로 단하기는 힘들지만 환자의 호흡부

의 진행이 약제 내성과의 련성이 낮다고 추측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환자와 같이 치료 시작과 함께 성악화를 보

이는 경우에 한 한 치료지침은 제시된 것이 없으나 

과민반응과 같은 면역학  기 이 여한다는 가설에 의거

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 있다. Cheng 등[15]은 2명의 

환자에서 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결과 폐침윤과 발열이 

모두 호 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Akira와 Sakatani[13]의 

연구에서는 5명의 환자 모두에서 신 스테로이드를 사용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효과에 한 언 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4명의 환자에서 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 지

만 모두 사망하여 효과에 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본 연구는 소수의 환자를 상으로 단일 기 에서 조사

한 연구이고 종성 결핵이라 하더라고 역설  반응으로 

호흡부 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와 비교하지 

않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결론 으로 심한 폐결핵 환자에서 치료시작과 함께 비정

상 으로 성호흡부 은 생길 수 있는 상이며 임상의는 

이에 한 지식과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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