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Klebsiella pneumoniae is a common pathogen of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and commonly
isolated in hospital aquired urinary tract infection, septicemia, pneumonia, intra-abdominal
infections. Klebsiella pneumoniae infections tend to develop  bacteremia and metastatic infection
at other sites through the blood stream. Metastatic infections at other sites, such as
endophthalmitis, suppurative meningitis, brain abscess, necrotizing fasciitis, and osteomyelitis
usually have poor prognosis and remain permanent impairments. Thus, It i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arly and appropriate antibiotics treatment. A 62-year-old man with fever,
dyspnea was admitted. We treated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and blood culture revealed the
pathogen was K. pneumoniae. Despite daily parenteral injection of antibiotics, he complained
severe headache and abdominal pain. Computed tomography of abdomen and brain showed
metastatic liver abscess and brain abscess. We successfully treated the patient with antibiotics
therapy. We report here a K. pneumoniae infection initially manifestating pneumonia and
developed metastatic liver and brain abscess that were treated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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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은 인체 내

에서 다양한 부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주이

다. 임상적으로는 간농양, 폐렴, 전립선염, 신우신

염, 연부조직 농양 등을 잘 일으키며 혈행성 전이를

통해 패혈성 병변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원격 감염이 동반될 때 높은 사망률과 치명적인 합

병증이 발생하는 등 예후가 불량하므로 조기 진단

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당뇨병을

동반한 간농양 환자에서 폐렴간균의 동정이 증가하

고 있고[1] 대만에서는 화농성 간농양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폐렴간균을 보고할 만큼 그 발생 빈도

가 증가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도 폐렴간균에

의해 발생한 간농양으로 뇌염, 안구내염 등의 전이

성 병변이 동반된 예를 보고한 경우는 많이 있다

[3-6]. 하지만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을 원발성으

로 하여 타 장기에서 혈행성 전이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들은 폐렴간균에 의한 지역사

회 폐렴에서 혈행성 전이에 의한 간농양, 뇌농양이

동반되어 합병증 없이 치료된 예를 경험하 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2세 남자가 내원 2일 전부터 발생한 전신의 열

감, 오한 및 호흡곤란과 내원 2시간 전부터의 의식

저하로 입원하 다. 환자는 약 20년 전 당뇨병 진

단 후 경구 혈당강하제 복용 중이었으며 약 10년

전부터 전립선비대증으로 경구제 복용 중이었다.

사회력상 음주력이나 흡연력은 없었으며 5년 전 타

병원에서 급성 담낭염으로 복강경 하 담낭절제술

시행 받은 바 있었다.

내원 당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환자는 급성

병색을 보 고 혈압은 100/60 mmHg, 맥박 수는

분당 104회, 호흡수는 분당 19회, 체온은 36.4℃

이었으며 의식은 혼미하 다. 양측 폐 하부에서 흉

부 수포음이 청진 되었으며 갈비 척추각 압통은 없

었고 복부는 약간 팽만되었고 압통, 반발통은 관찰

되지 않았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 검사 상 백혈

구 11,000/mm3, 혈색소 12.6 g/dL, 헤마토크릿

34.7%, 혈소판 16,000/mm3 고 ESR 40 mm/hr,

CRP >19 mg/dL로 상승하여 있었다. 혈액응고 검

사 상 prothrombin time 19.4초, INR 1.58,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46.7초로

연장된 소견을 보 다.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혈중

요소질소 68.1 mg/dL, 크레아티닌 6.03 mg/dL, 총

빌리루빈 5.40 mg/dL, aspartate aminotransferase

1,366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999

IU/L로 증가되어 있었고 총 단백 6.31 g/dL, 알부

민 3.61 g/dL, Na 129 mEq/L, K 4.93 mEq/L,

Cl 93.4 mEq/L 다. 

입원 당시 호흡곤란이 심해지며 흉부 단순 촬

상 양측 폐 하부에 폐렴 소견이 있어 기관 내 삽

관 후 기계 호흡을 시작하 다. 의식 저하와 간 기

능 검사 이상에 대해 시행한 뇌 자기공명 상과 복

부 전산화 단층촬 상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Fig. 1). 입원 후 지역사회 폐렴과

패혈성 쇼크에 대하여 경험적 항생제로 ceftriaxone,

levofloxacin, clinidamycin을 정맥 투여하기 시작

하 으며 신부전에 대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CRRT)을 유지하 다. 혈액에서 시행한 균 배양

검사에서는 ampicillin을 제외한 ciprofloxacin, 모든

세대의 cephalosporin, carbapenem, aminoglycoside

등의 항생제에 모두 감수성을 보이는 폐렴간균

(Klebsiella pneumoniae)이 동정되었다. 입원 6

일 째, 환자는 복통과 두통 및 어지럼증 호소하 으

며 혈액검사 상 지속적인 간 기능 검사 이상 소견

보여 뇌 전산화 단층촬 및 복부 전산화 단층촬

을 다시 시행하 다. 뇌 전산화 단층촬 상 우측

기저핵부의 경색 및 우측뇌실, 우측 해마부에 고 신호

강도를 보이는 출혈성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패혈성

색전증(septic embolism)의 가능성 커 추적검사 시

행하기로 하 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 에서는 간 우

엽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10 cm × 6.5 cm × 10

cm 크기의 다방성(multiseptated)의 불규칙한 형

태의 농양이 새로 관찰되었고(Fig. 2) 이에 대해 경

피적 배액술을 시행하 다. 간 농양에서 시행한 균

배양검사에서는 혈액 배양 검사에서와 같은 폐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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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동정되어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 및 패혈증으

로 인한 전이성 간농양과 뇌농양을 의심할 수 있었

다. 이후 호전을 보이지 않는 폐렴에 대해

ceftriaxone 대신 cefepime으로 항생제를 변경하

여 유지하 다. 이후 의식 수준과 호흡곤란 호전되

면서 기관 내 삽관 제거하 고 혈액검사 상 관찰되

었던 백혈구 증가증, 간 기능 이상 및 신부전 소견

도 회복되었다. 입원 45일 째 다시 시행한 뇌 자기

공명 상에서 우측 기저핵부에 외곽부 조 증강과

동반된 부종, 우측 기저핵부 및 우측 해마부에 출혈

을 동반하고 있는 결절성 병변으로 패혈성 색전증

소견이 있었고 복부 전산화 단층촬 추적검사에서

는 현저히 호전된 간농양(8 cm→3.5 cm)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환자는 총 50여 일간 항생제

256 계명의대학술지 제30권 2호 2011

Fig. 1. Initial radiologic findings. (A) Chest PA shows bilateral pneumonic infiltration, (B) Brain MR reveals
no focal abnormality, (C) Abdomen CT shows no intrahepatic lesion.

Fig. 2. Follow up imaging studies on 6th hospital day. (A) Chest PA shows no improvement of pneumonic
infiltration, (B) Brain CT reveals high density in the right hippocampal body of the right lateral
ventricle(blck arrow), (C) Abdomen CT shows newly developed large size (10×6.5×10 cm)
multiseptated lobulating irregular shape abscess in right lobe of liver (S5, S6) (white arrow).



치료 후 폐렴, 뇌농양과 간농양이 회복되어 특이 합

병증 없이 퇴원하 다. 퇴원 6개월 후 외래에서 시

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 추적검사 상에서는 치유

된 농양의 흔적만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은 인체에서

구강 및 장내에 존재하는 정상세균총의 일종이다.

이는 인체 내에서 다양한 부위에 감염을 잘 일으키

며 주로 간농양, 요로감염, 폐렴, 전립선염, 신우신

염 등을 일으킨다. 이에 의한 감염은 대부분 병원

내 감염(hospital acquired infection)으로 나타나

나 폐렴이나 요로감염,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간농양이 지역사회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2]. 폐렴간균에 의한 간농양은 비 폐렴간균 간농

양보다 사망률, 재발률이 낮은 편이다. 또한, 폐렴

간균에 의한 폐렴은 다른 원인균에 의한 지역사회

폐렴에 비해 그 발생률이 낮다. 하지만 폐렴간균 감

염은 안구내염, 뇌막염, 폐농양 등의 치명적인 원격

감염을 잘 일으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

과 빠른 치료가 필수적이다[3].

폐렴간균은 만성 음주자, 또는 기저 질환으로

당뇨, 심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가진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지역사회 폐렴의 원인균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7].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특히 그 발생률

이 낮게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 남아프리카나 아시

아 지역, 특히 대만에서는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의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고 그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8].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은

발열, 기침, 객담,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고 흉부 단순 촬 에서 대엽성 폐렴의 형태

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세균성 폐렴과 감별이 어

렵다. 하지만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

성 음주자에서 발생하거나 패혈증으로 진행하면 예

후가 매우 나빠 사망률이 50-100%로 보고되고

있다[9].

폐렴간균 감염 및 이에 의한 균혈증은 위에서와

같이 당뇨병, 만성 음주자, 기저 악성종양, 간담도

계 질환, 심한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스테로이드 치

료, 신부전 환자 등, 숙주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

우에서 그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8].

특히, 폐렴간균 균혈증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는 36%가 당뇨병, 26%가 악성종양이

있는 환자 던 것으로 보고할 만큼 당뇨병은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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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aging studies just before discharge on 45 th hospital day. (A) Chest PA shows no more active lesion in
both lung field, (B) Brain MR reveals improvement of previous abscess, (C) Abdomen CT shows
marked decreased size of previous abscess (10 cm×3.5 cm) in liver.



간균 감염과 연관성이 크다[10]. 최근에는 폐렴간

균 단독 균주에 의한 간농양과 당뇨병과의 연관성

이 주목받으면서 독자적인 임상 증후군으로 등장할

정도이다[1,11,12]. 이처럼 당뇨병 환자에서 폐렴

간균 감염이 쉽게 발생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

혀진 바가 없으나 당뇨병이 중성구의 화학주성

(chemotaxis)과 포식 작용(phagocytosis)을 방

해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1].

전이성 병변은 폐렴간균 감염 중에서도 주로 간

농양 환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이다. 폐렴

간균 간농양 환자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

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900례 이상의 보고가 있

었으며 이 중 11-12%에서 전이성 병변을 갖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13-15]. 우리나라에서는

290명의 폐렴간균 간농양 환자 중 8.7%에서 전이

성 감염이 동반된 것이 보고된 바 있다[16]. 전이

성 감염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구내염으로 간

농양 환자의 3-7.8%에서 안구내염이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졌고, 그 외에도 폐렴, 중추신경계 감염,

전립선염, 신우신염의 형태로 전이성 병변이 발생

할 수 있다[17]. 이와 같은 전이성 병변은 대부분

간농양에서 혈행성 전이를 일으켜 진행한다. 하지

만 원발 감염부위가 간농양 외에 폐렴, 복막염이거

나 그 원발 감염부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후가

훨씬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18].

폐렴간균 간농양 환자에서 발생한 전이성 병변

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증례 보고가 있으며

다발성 전이를 보인 경우에 대한 보고도 있다. 하지

만 간농양 이외에서 시작된 폐렴간균 감염 및 전이

성 병변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특히

이 증례에서와같이 폐렴에서 시작된 전이성 병변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또 국내에서 증례 보고 된

간농양 이외에서 시작된 전이성 감염은 그 전이 부

위가 모두 한 부위 다[3-6].

이번 증례에서는 간농양이 아닌 폐렴간균성 폐

렴에서 감염이 시작되어 혈행성 전이를 일으켰으며

그 전이성 병변이 2곳 이상으로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양된 폐렴간균이 ampicillin을

제외한 모든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있어 폐렴

및 간농양을 유발한 폐렴간균이 지역사회에서 발생

한 균임을 추측할 수 있다. 환자는 처음 내원 당시

폐렴 및 패혈증 소견을 보 고 병의 경과 중에 간농

양과 뇌농양이 발생하 으며 세균배양검사 상 폐렴

간균이 확인된 경우이다. 이는 폐렴간균이 전이성

병변을 일으키는 특성 및 이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

치료 후 전체적인 경과와 비슷하게 호전을 보 던

점에서 폐렴간균의 혈행성 전이에 의한 간농양과

뇌농양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또한 당뇨병은 만성

간 질환과 더불어 국내에서 폐렴간균 감염의 흔한

위험인자로서[1,12] 이 증례에서도 간담관계의 기

저 질환 없이 당뇨병이 있는 환자 다. 저자들은 당

뇨병 환자에서 폐렴간균에 의한 감염이 지역사회

폐렴을 원발부위로 하여 혈행성 전이에 의해 간농

양과 뇌농양을 동반하 으며 조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통해 합병증 없이 치료된 예를 보고하는 바

이다. 따라서 만성 간 질환, 당뇨병 등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폐렴에서는 환자가

복부 압통, 두통, 의식 장애, 시력 저하 등 폐렴 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폐렴간균성 폐렴의 다장기

감염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조속한 진단 및 치료

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치명적 합병증을 예방하

여야 하겠다. 

요 약

폐렴간균에 의한 감염은 혈행성 전이를 통해 타

장기에 원격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간농양

에서 시작한 전이성 병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보

고가 있다. 저자들은 당뇨병 환자에서 폐렴간균성

폐렴을 원발성으로 하여 이차적으로 간농양, 뇌농

양이 동반된 예를 경험하 으며 이를 합병증 없이

치료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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