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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에서 Klebsiella pneumoniae 간농양에 합병된 
감염성 폐 색전증 1예

국립중앙의료원 내과1, 영상의학과2

이재령1⦁윤  엽2⦁정유나1⦁이희숙1⦁조기호1⦁정인아1

Klebsiella pneumoniae Liver Abscess Complicated With Septic Pulmonary Embolism

Jae Ryung Yi, MD1, Yeop Yoon, MD2, Yu Na Jung, MD1,
Hee Sook Lee, MD1, Gi Ho Jo, MD1, Ina Jeong, MD1

Departments of 1Internal Medicine and 2Radiology,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Klebsiella pneumoniae has been reported to be the most common pathogen causing pyogenic liver abscess. K. pneumo-
niae liver abscess occurs fairly often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and is commonly associated with metastatic infe-
ctions such as brain abscess, endophthalmitis, lung abscess, osteomyelitis, prostatitis, necrotizing fasciitis and infection 
in other sites. Although septic pulmonary embolism (SPE) is uncommon, it is a serious metastatic complication of K. 
pneumoniae liver abscess. Chest computed tomography (CT) scans are crucial in making the early diagnosis of SPE; howe- 
ver, it does not provide the basis for a definitive diagnosis. A 70-year-old man was referred to the Department of Pulmono- 
logy due to cough and an abnormal chest radiography. The chest CT scans revealed relatively well-demarcated, round
multiple nodules with peripheral preponderance, cavitary mass in the right upper lobe of the lung and low-density 
hepatic cystic masses. Bronchoscopic examination and percutaneous needle aspiration of the lung were performed, but 
there was no evidence of malignancy. Finally, K. pneumoniae was grown from a bronchial washing specimen and blood
culture. Intravenous carbapenem was administered over a 3-week period and follow-up CT scans showed improvement 
in both the lung and the liver. We report a case of K. pneumoniae liver abscess complicated with SPE requiring differ-
ential diagnosis of hematogenous metastatic malignancy on CT scans in an elderly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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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Klebsiella pneumoniae는 화농성 간농양의 흔한 원인 균

주로, 이러한 K. pneumoniae liver abscess의 경우 특징적으

로 당뇨병과 관련이 있으며, 균혈증과 더불어 다양한 전이성 

감염을 초래하여 뇌농양, 안내염, 폐농양, 골수염, 전립선 농

양 및 괴사성 근막염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감염성 폐 색전증은 K. pneumoniae 간농양의 흔하지는 않지

만, 심각한 전이성 합병증으로 대부분 50세 이하의 젊은 나이

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산화 단층촬영에

서 흔히 양측성으로 폐 변연부를 침범하는 다수의 종괴를 보

이며, 크기는 0.5-3.0 cm로 다양하지만, 대부분 2.0 cm 미만

이며 3.0 cm를 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중 일부는 종괴 내에 

공동을 형성하기도 한다3,4). 패혈성 폐 색전증의 경우 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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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st X-ray on ad- 
mission. There is approxi- 
mately a 4.0×3.0 cm sized 
cavitary lung mass in the 
right upper lung zone and 
multiple nodular consolida-
tions in both lungs.

Fig. 2. Contrast-enhanced computed tomography scans of 
the chest. (A) Multifocal variable sized subpleural round 
nodules, relatively well-demarcated and round, are seen in
both lungs. The largest mass with cavitation is 2.7 cm×4.0
cm sized, located in the right upper lobe of the lung. (B)
There is a 5.0 cm×4.0 cm and a 3.0 cm×2.0 cm sized septated,
low-density hepatic cystic masses in the caudate lobe and 
S4 of the liver.

늦어질 경우 치명적이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지만, 증상 및 

징후가 비특이적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조기 진단 및 감별이 

어렵다3).

저자들은 72세 남자 환자의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에

서 악성과의 감별을 요하는 폐 병변을 보인 K. pneumoniae 

간농양에 합병된 패혈성 폐 색전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72세 남자

주  소: 마른 기침, 체중 감소

현병력: 한 달 전부터 지속된 마른 기침과 약 4 kg의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약 2주 전부터는 American Thoracic 

Society Grade 2의 호흡곤란이 동반되었으며, 객담이나 복통 

등의 다른 증상은 없었다. 환자는 내원 하루 전 타 병원 방문

하여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우측 폐 상부에 종괴 음영이 

관찰되어 본원 호흡기내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 15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경구혈당강

하제를 복용 중이었고,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다.

진찰 소견: 입원 당시 급성 병색이었으나 의식은 명료하였

고, 활력징후는 혈압이 115/80 mmHg, 체온은 36.7℃, 분당 심

박 수 100회, 호흡 수 20회로 빠른 맥을 보이고 있었다. 흉부 

청진상 호흡음 및 심음은 정상이었으며, 복부 촉진상 압통은 

없었다.

검사 소견: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8,300/mm3 (중성

구, 90.8%; 림프구, 7.9%; 단핵구, 0.9%); 혈색소, 14.8 mg/dL; 

혈소판, 283,000/mm3이었고 혈청생화학 검사에서 aspartate 

aminotransferase/alanine aminotransferase, 39/36 IU/L; alka- 

line phosphatase, 250 U/L; γ-glutamyl transpeptidase, 165 

IU/L; 총빌리루빈, 0.8 mg/dL; lactate dehydrogenase, 328

U/L이었고, 당은 420 mg/day, 당화 혈색소치는 11.5%, C-반

응성 단백질은 200 mg/dL로 상승되어 있었다. 종양 표지자 

검사에서 neuron specific enolase (NSE), 215.47 ng/mL (정

상치, 12 ng/mL 이하); tissue polypeptide antigen (TPA), 

79.6 U/L (정상치, 70 U/L 이하)로 상승되어 있었고, squamous 

cell cancer antigen, 1.4 ng/mL (정상치, 1.5 ng/mL 이하); car-

cinomebryonic antigen, 1.40 ng/mL (정상치, 7.0 ng/mL 이

하); α-Fetoprotein, 1.82 ng/dL (정상치, 10 ng/dL 이하)였으

며, 간염 표지자 검사상 hepatitis B surface (HBs) antigen, 

음성; Anti-HBs antibody (Ab), 양성; Antihepatitis C Ab, 음

성이었다. 입원 4일째 되는 날, 내원일에 시행한 혈액 배양 

3쌍 및 입원 2일째에 시행한 기관지 세척액 배양검사에서 K. 

pneumoniae가 검출되었다.

방사선학적 검사: 외래 방문하여 촬영한 단순 흉부사진에

서 우측 폐 상부에 약 4.0 cm×3.0 cm 크기의 공동성 종괴와 함

께 양 폐하에 다수의 폐 경결들이 관찰되었고(Fig. 1),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둥글며,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다양한 

크기의 다수의 흉막하 결절과 함께 우상엽에서 중심부에 공동

을 지닌 약 4.0 cm×2.7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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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llow-up computed tomography shows marked 
improved cavitary mass in the right upper lobe of the lung,
subpleural nodules in both lungs and cystic hepatic lesions 
after 2 weeks of antibiotics therapy.

꼬리엽과 4분절에 각각 약 5.0 cm×4.0 cm, 3.0 cm×2.0 cm 크

기의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2A, B).

치료 및 경과: 입원 직후 측정한 체온은 정상이었으나, 입원 

당일 39.8℃의 고열이 발생하였으며,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검

사에서 관찰된 간의 병변에 대해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

행하였고, 꼬리엽 및 4분절의 간농양이 의심되어 ceftriaxone 

및 metronidazole을 투여하였다. 또한 혈장 당 농도 및 당화 

혈색소를 고려하여 이전의 경구혈당강하제 대신 하루 2회 중

간형 인슐린을 분할 요법으로 조절하였다. 입원 2일째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기관지내시경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

은 없었다. 우상엽 전 분절에서 기관지 세척을 시행하였고, 

세포병리 검사에서 다형핵 백혈구 및 림프구 침윤을 포함한 

광범위한 괴사만이 관찰되었다. 입원 3일째 발열은 소실되었

으며, 폐의 우상엽의 종괴에 대해 경피적 침흡인술을 시행하

였고, 세포병리 검사에서 다형핵 백혈구 및 림프구의 침윤과 

함께 광범위한 괴사 외에 암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입원 4일

째 다시 39.6℃의 고열이 발생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혈

액 배양 3쌍 및 기관지 세척액 배양 검사에서 K. pneumoniae

가 검출되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ampicillin과 piper-

acillin을 제외한 모든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여 ceftriaxone을 

유지하였으나, 이후에도 발열이 반복되어 입원 7일째 항생제

는 meropenem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에서 우상엽 종괴의 크기는 점차 감소 소견을 보였으며, 입원 

14일째 추적 관찰을 위하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

다.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우상엽 종괴 및 양 폐하의 흉막

하 결절 크기의 감소와 함께 간 꼬리엽 농양의 액화(liquefa- 

ction) 소견이 관찰되었고(Fig. 3), C-반응성 단백질은 42

mg/dL까지 감소하였으며, 첫 혈액 배양 양성 이후 입원 5일

째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에서 균은 동정되지 않았다. 환자는 

특별히 시력 저하 및 안통 등의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으나, 

당뇨병성 막망병증 및 K. pneumoniae에 의한 안내염에 대한 

검사를 위해 안과에 의뢰되었으며,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해 

안과에서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다. 또한 혈당 조절은 양호하

여 하루 1회 중간형 인슐린 단독 요법으로 변경하였고, mer-

openem 투여 후 임상 증상도 모두 호전되어 levofloxacin 

경구로 변경하여 퇴원하였으며,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화농성 간농양을 일으키는 원인균의 40-80% 가 K. pneu-

moniae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3.5-20%에서 전이성 감염

을 일으킨다2,5). 원발성 K. pneumoniae 간농양에 의한 전이

성 감염은 invasive K. pneumoniae liver abscess syndrome

으로 흔히 알려져 있으며, 이는 특히 대만에서 주로 보고되었

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6,7). 간농양으로 

입원한 2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만의 연구에서8) 전이성 

감염은 총 24명에서 동반되었으며, 이 중 10명에서 폐 침범을 

보였는데, 8명은 감염성 폐 색전증이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폐농양과 폐렴이었다. 또한 원발성 폐 농양과 합병된 감염성 

폐 색전증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9), 이러한 

감염성 폐 색전증의 경우 방사선학적으로 폐의 변연부에 위치

하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다수의 폐 종괴의 형태를 나타냈다.

화농성 간농양은 최근 노인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5

년 Ha 등5)의 보고에 따르면 화농성 간농양의 발생은 60대와 

70대가 가장 많았고, 시대에 따라 호발 연령이 고령화되는 것

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와 고령에서 흔한 담

도계를 통한 상행성 감염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K. pneumoniae의 경우 담도계 질환 보다는 뚜

렷한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없었던 특발성 간농양에서 더 많이 

배양되었으며2,5), 최근 노인 균혈증 환자에서 K. pneumoniae

가 높은 동정률을 보이고 있어8)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 K. 

pneumoniae에 의한 특발성 간농양의 위험도는 높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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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K. pneumoniae 간농양은 특징적으로 당뇨병 또는 내당능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아직까지 당뇨병과 간농양의 관계에 

관해 정립된 바는 없으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중성구의 부착

성, 화학주성 및 탐식 작용이 감소되어 있어 감염에 대한 감수

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Lin10) 등도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혈당 조절이 불량한 군에서 그러한 작용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점을 통해 고혈당이 K. pnemoniae 간농양 발생의 위험

인자임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서 간농양에 의한 전이성 감염을 더 잘 초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7), 이러한 환자의 치료에 있어 혈당 조

절은 매우 중요하며,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K. pneumoniae 간농양이 의심될 경우 전이성 병변의 유무에 

대해 평가해 보아야 하겠다.

본 증례의 경우에도 고혈당 및 혈액배양 검사상 K. pneu-

moniae가 동정되어 간농양 및 전이성 폐 감염을 의심하였으

나, 흡연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영상학적으로 악성을 시사

하는 소견과 더불어 암 표지자의 상승이 동반되어 악성 종양을 

배제할 수 없었다. 폐암 표지자의 경우 아직 논란의 여지는 

많으나, 최근 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는데, NSE는 폐암 중에서도 주로 소세포 폐암의 진단이나 치

료 후 추적 관찰을 위해 측정되고 있다. 본 증례와 같이 NSE가 

100 ng/mL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 경우 소세포 폐암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지만, 폐결핵을 포함한 기타 다른 감염성 폐질

환에서도 중등도의 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TPA의 경우 광범위한 상피성 악성 종양에 대한 종

양 표지자로서 폐암의 진단에 이용되고 있으나, 30% 이상의 

위양성률이 보고되고 있으므로13) 해석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K. pneumoniae 화농성 간농양에 의한 패혈성 폐 색전증

은 즉각적이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이 중요한데14), Taiwan

에서 보고된 K. pneumoniae 간농양 160예의 항균제 감수성 

검사에 따르면 ampicillin 및 ticarcillin/carbenicillin 이 외의 

모든 항생제에 감수성을 나타냈으며, piperacillin에 대해서는 

다양한 감수성을 나타냈다15). 본 증례에서도 amipicillin 및 

piperacillin 이외의 모든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였으나, ceph-

alosporin 투여 후에도 고열이 반복되어 항생제를 변경하였으

며, 첫 혈액배양에서 K. pneumoniae가 동정된 후 입원 5일

째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에서 균이 음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ceftriaxone 투여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보고에 따르

면 패혈성 폐 색전증의 경우 해열기 및 흉부방사선 사진이 호

전되는 평균기간이 대략 2주 정도 소요되며,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보다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3), 화농

성 간농양에 있어서 적절한 항생제와 더불어 경피적 배액술이 

주된 치료이며5), 본 증례에서도 항생제 투여와 함께 이러한 

배액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열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간농양의 위치가 꼬리엽에 존재하여 해부학적으로 접

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꼬리엽 주변을 둘러싸는 3

개의 간문은 중요한 구조물로, 침습적 시술은 잠재적으로 위

험성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였다16).

패혈성 폐 색전증의 경우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일반

적으로 변연부에 위치한 다발성의 쐐기모양 결절 병변 및 공

동형성과 결절 내 공기 기관조영 혹은 “feeding vessel sign”을 

확인함으로써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4,17), Lee 등3)의 보

고에 따르면 1.0 cm 이하 크기의 결절이 63.1%에서, 1.0-1.9

cm 크기도 28%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다발성 폐 결절을 

보이는 패혈성 폐 색전증의 경우 악성 폐 전이, 결핵, 폐 실질 

내 공동을 만드는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하며, 악성 폐 전이에 

의한 다발성 폐 결절의 경우 주로 흉막하에 위치하고, 결절의 

형태는 둥글며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약 5%에서 공동 형성

을 동반한다18).

본 증례의 경우 비록 고령의 흡연가에서 감별을 요하는 폐 

병변이 동반되었으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었고 간농양

과 동반되었으므로 간농양에 의한 전이성 감염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고려했다면 침습적인 검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비록 K. pneumoniae 균혈증

은 확인되었으나, 간농양의 배양 및 폐의 침 흡입술을 통한 

K. pneumoniae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점으

로 남는다.

패혈성 폐 색전증의 예후는 대상 환자들의 원발 질환 및 

면역 상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나 국내 보고

에서는 14.3%의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3). 따라서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로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3,4), 즉각적이

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과 함께 원발병소의 제거가 중요하

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지닌 노인 환자에서 간농양과 함

께 흉부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악성과의 감별을 요하는 병변이 

있는 경우, 비록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동반되어 있다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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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K. pneumoniae 간농양에 의한 전이성 폐 감염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주의깊게 고려해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방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

행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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