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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leprosy with a variant lepra reaction with skin lesions and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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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prosy is multi-organ infectious disease affecting mainly the skin and nerves. Since the symptoms and physical 
findings depend on the stage of the disease and level of infection, case diagnosis and detection are not always clear or 
consistent. In certain individuals, leprosy may present acutely, and this is called a lepra reaction. Lepra reactions, which 
occur during or before this disease, are acute episodes that are divided into type 1 and 2 lepra reactions. We report a 
case of borderline lepromatous leprosy with recurrent pustular skin lesions and fever. A 60-year-old female was 
hospitalized for fever, iridocyclitis, and a skin rash. The patient had a type 2 lepra reaction manifest with fever, neuritis, 
arthritis, iridocyclitis, and pustular skin lesions. Leprosy was confirmed histologically and bacteriologically from a biopsy 
of the skin lesions. (Korean J Med 75:S904-S9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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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B.C. 6세기부터 고대 인도 문헌에 처음 기술된 나병

(leprosy)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발생하는 치

명적이지 않은 전신성 만성육아종성 감염 질환으로 임상 증

상은 피부, 말초 신경계, 상기도, 눈, 고환, 내부 장기 등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큰 신경 줄기에서부터 미세한 피부 신

경에 이르는 말초 신경에 대한 나균의 독특한 친화성과 어

떤 면역학적으로 매개된 반응 상태들이 나병의 병적 상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들이다1). 
1981년 국제 보건 기구에서 발표한 나병 환자는 1,200만 

명이었다. 그 후 다약제치료가 시행되었고, 2000년 나병의 

유병율은 60만명으로 극적으로 감소하였다1, 2). 하지만 여전

히 매년 70만 명의 새로운 나병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나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함에 따

라 환자들도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신체 불구나 눈에 보이는 다른 임상 증상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2, 3). 나병에 감염된 환자에 있어서 피부발

진, 발열, 관절통 등의 비정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임상 증상들은 나병에 특이한 것이 아니므로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나병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상

황에서 피부발진을 동반한 고열로 내원한 60세 여자 환자에

서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된 나병을 1예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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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he lost the vision in her right eye and developed
iridocyclitis of the left eye, which was treated at a local clinic. 
She had nodular skin lesions on her forehead and nose.

Figure 2. She had an erythematous papular rash affecting
the anterior chest, neck, and entire body.

증     례

환  자: 이○○, 여자 60세 

주  소: 3주 동안 지속된 39℃ 이상의 고열 및 전신적인 

피부 발진

과거력 및 가족력: 2003년과 2004년 불명열과 피부 발진

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당시 발열

의 원인은 알지 못하고 증상 호전 되어 퇴원한 과거력이 있

었다. 좌안은 포도막염으로 안과 추적관찰 및 치료 중인 상

태였으며 4년 전 우안의 시력은 상실된 상태였다. 수년 전

부터 양 하지의 감각이 떨어졌으며, 관절통과 하지 부종을 

자주 호소하였고, 1년 전에 뜨거운 물로 족욕을 하던 중 온

도를 감지하지 못하여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받은 과거력

이 있었다.
현병력: 내원 3주 전부터 39℃ 이상의 고열 및 전신적인 

피부 발진 소견보여 개인 병원에 입원하여 발열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및 항생제 치료하였으나 발열의 원인을 찾지 못

하고 증상이 지속되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 위해 본원으

로 전원되었다.
이학적 소견: 입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혈압은 

100/60 mmHg, 맥박수 60회/분, 체온 38.9℃이었다. 환자는 

급성 병색을 보였으며 우안은 시력 소실 소견을 보였고(그
림 1),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공막에 황달은 관찰되지 않

았다. 피부는 앞가슴과 목, 얼굴과 사지에 붉은 색의 약 0.5 
cm 가량의 다수의 소낭과 농포를 포함한 발진 소견과 피부 

각화 소견(그림 2, 3)이 관찰되었다. 이마와 코에 다수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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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rythematous, desquamating rash affecting 
the fingers and dorsum of the hands. The muscles of the 
hands and feet were atrophic. Bilaterally, there were 
contractures and limitation of movement of all fingers 
and toes. There were claw-hand deformities.

절성 피부 병변이 관찰되었다. 흉부 청진상 호흡음은 정상

이었고, 수포음이나 천명음은 들리지 않았으며 심음은 규칙

적이었으나 빈맥 소견 보였으며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 진찰 소견상 부드럽고 편평하였으며 체간 비만은 경미

하게 관찰되었으며 장음은 약간 감소되었으며 복부에 압통

과 반발통 소견은 없었고, 장기 비대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

다. 양쪽 늑골 척추각에 동통은 없었으며 양측 하지에 함요 

부종은 없었다. 양손 손가락 말단은 갈퀴손(Clawhand) 양상

으로 움직임이 어려웠으며 위축 소견과 감각 저하 소견이 

관찰되었다(그림 3). 양 하지의 감각 저하 소견도 관찰되었

다.
검사실 소견: 말초 혈액 검사상 백혈구 44,900/mm3 (호중

구 95.2%, 림프구 2.2%, 단핵구 2.3%, 호산구 0.2%), 혈색소 

9.2 g/dL, 헤마토크리트 27.7%, 혈소판 270,000/mm3, ESR 52 
mm/hr이었고, 말초혈액도말 검사에서 정구성 정색소성 빈

혈 소견을 보였다. 혈청 전해질 검사상 Na+ 126.2 mmol/dL, 

K+ 2.2 mmol/dL, Cl- 92.0 mmol/dL이었다. 혈청 생화학 검사

상 AST/ALT/ALP 54/14/306 IU/L, 총 빌리루빈 1.28 mg/dL, 
Amylase/Lipase 10/22 IU/L, BUN 5.8 mg/dL, Cr 0.6 mg/dL, 
총 단백/알부민 6.2/1.7 g/dL, 총 콜레스테롤 61 mg/dL, 
glucose 143 mg/dL 이었다. 소변 검사상 RBC/WBC 3～/2～
3/HPF이었다. 혈액배양 검사 및 피부 병변에서의 균 배양 

검사는 음성이었다. 혈청학적 검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항체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는 음성이었고, 
VDRL, anti-HIV도 음성이었다. 류마티스양 인자 및 항핵항

체도 음성이었다.
방사선 검사: 흉부 방사선상 특이소견 없었으며 복부 초

음파 검사상 지방간과 담낭석 소견 외에 특이한 소견 없었

다.
치료 및 결과: 환자는 지속적인 고열과 백혈구 증가소견

을 보여 SIRS에 준하여 항생제 치료 시행하였으며 항생제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열 

소견을 보였다. 포도막염, 피부 발진 및 고열의 원인을 규명

하는 과정에서 피부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부 조직 검

사상 피부의 혈관 주위로 포말성 대식세포, 유상피 조직구, 
중성구와 다수의 림프구의 침윤으로 육아종의 형성이 관찰

되었다. 랑거한스 거대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1～10개의 

간균이 고배율 시야에서 관찰되었으며 항산성 간균에 대한 

항산균 염색은 양성이었다. 이에 경계형 나병종(borderline 
lepromatous)으로 진단되었다(그림 4). 전신에 나타난 다발성 

홍반성 발진과 지속되는 고열, 심한 백혈구 증가증 등의 제 2
형 나반응을 보여 나병으로 진단된 환자는 항나제와 전신적 

스테로이드로 치료하여 임상적으로 호전을 보였으며 이후 한

국 한센 복지 협회 의료 기관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이다.

고     찰

나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발병하는 치명

적이지 않은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임상 증상은 단순한 피

부 색조 이상부터 말초 신경 조직, 상기도 점막, 안구, 고환, 
기타 장기 등을 침범하여 나타난다. 나병의 유병률은 1981
년 국제 보건 기구에서 발표한 나병 환자는 1,200만 명이었

다. 1982년 다약제 치료가 시작되었고, 1991년 세계 보건회

의에서 다약제 치료가 체결되면서 백만명 이상의 나병 환자

들이 완치되었으며 2000년 나병의 유병율은 60만 명으로 극

적으로 감소하였다1, 2). 우리나라에서도 항나제의 복합치료 

및 나병에 대한 계몽,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새로 발

병된 환자의 발생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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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ction showing dermal perivascular infiltration of foamy macrophages, 
epithelioid histiocytes, neutrophils, and a few lymphocytes, forming vague granulomas. 
AFB stain is positive for acid-fast bacilli, 1-10 bacilli per HPF (BI=3)

우리나라 나환자는 약 150,000명으로 추정되었으나, 복합나

화학요법을 시행한 결과 1999년 말 보고된 통계 자료에 따

르면, 신환자 발생률은 21명, 유병률 704명, 관리 등록자 

18,689명으로 현저히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4). 하지만 여전

히 세계적으로 매년 70만명의 새로운 나병 환자들이 보고되

고 있으며, 나병은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그

로 인한 신체적인 장애는 물론 사회적, 정신적인 위축과 장

애를 유발하므로 국제 보건 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공공 

의료 과제이다.
 나병의 분포를 보면 전 세계 증례들의 약 80%가 인도,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네팔, 동남 

아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분포하고 있다2).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에 대한 자연적인 면역이 되어서 

노출이 되더라도 발병이 되지는 않는다. 나병은 20대와 30
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장 심한 임상 형태를 보이는 

나병종 나병은 남자에서 두 배 이상 높고, 소아에서는 드물

다. 나병의 전파경로는 아직도 불확실하며, 여러 경로로 추

측되는데, 코 비말 감염, 감염된 토양과의 접촉, 심지어 곤

충 매개체 등이 가장 중요한 경로로 고려되어 왔다. 유행 국

가에서는 50%에 달하는 나병 환자들이 감염된 사람과의 긴

밀한 접촉 병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유를 잘 모르지만 

비 유행 지역에서의 나환자들에서는 단지 10% 정도에서만 

그러한 접촉이 확인되고 있다.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잠복기는 2～40년으로 

다양하지만 대개 5～7년 정도이다. 나병은 나균에 대한 개체

가 나타내는 면역반응에 따라 병형이 다양하여 결핵(tuber-
culoid, TT)형에서부터 경계형 결핵(borderline tuberculoid, 
BT), 중간-경계형(mid-borderline, BB), 경계형 나병종 (bor-
derline lepromatous, BL), 나병종(lepromatous, LL) 형에 이르

는 질병의 스펙트럼을 보인다. 나병의 진단은 대개 일반적

으로 특징적인 피부 병변과 피부의 조직 병리 소견으로 진

단한다.
나반응(Lepra reaction)은 나균 항원에 대한 급성과민 반응

으로 항생제, 감염, 임신 등 으로 기존의 면역균형이 깨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병소의 발적, 부종, 동통, 기능상실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 반응의 일부는 때때로 진단과 항균제 

치료에 앞서서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 결절의 발생과 신경

학적 결함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5). 치료 전에 나타나는 나반응은 의학적 관심을 촉진시켜 

나병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90% 이상

은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나타나고, 보통 치료를 시작한지 

약 2년 이내에 발생한다. 나반응에는 세포 면역의 변화로 

발생하는 제1형 나반응과 체액 면역의 변화로 생기는 제2형 

나반응이 있다. 제2형 나반응인 나병 결절 홍반(eryt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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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sum leproticum, ENL)은 나병의 스펙트럼 중 나병종형 

극단으로 치우친 환자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며, 이 그룹의 

거의 50%에서 발생한다. 나병 결절 홍반에서는 혈중 종양괴

사인자(tumor nectosis factor) 치의 상승을 볼 수 있으며, 이 

종양괴사인자는 이 증후군의 병리생물학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한다. 나병 결절 홍반은 면역복합체의 침착 때문에 발

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Th2 사이토카인이 활성되는 양상

을 보이고, IL-6와 IL-8이 증가한 소견을 보인다. 그러나 나

병 결절 홍반 조직에서 보면 지연형 과민성 반응의 표지자

로 생각되는 상피 세포의 HLA Dr 구조 항원이 존재하고 극

단의 나병종 질환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의 IL-2와 INF-γ가 관찰되는 것을 볼 때 또 다른 기전

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6). 
나병 결절 홍반의 가장 흔한 특징은 다발성 홍반성 압통

을 동반하는 붉은 구진의 무리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구진 

내에서의 염증 소견을 보인다. 이 구진들은 수일에 걸쳐 저

절로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만성적으로 재발하기도 한다. 
나병 결절 홍반은 경하게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심하게 퍼

져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는 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6, 7). 
그 외에도 새로운 병변의 반의 형성 및 소결절과 함께 전신

적인 발열, 권태감, 신경염, 림프절염, 전경골 골막염, 관절

통, 포도막염, 부종, 고환염과 사구체 신염 등을 경험 할 수 

있으며 빈혈, 백혈구 증가증과 간기능 검사의 이상 등이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나반응에 나타나는 발열의 경우 수개

월간 지속될 수 있으며, 고열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한 환자에서는 고열과 함께 피부 발진, 권태

감, 관절통, 포도막염, 하지 부종, 백혈구 증가증을 보였으

며, 피부 병변은 소낭과 농포를 포함한 발진과 피부 각화 소

견을 보였고, 피부 발진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으며, 다
른 위치에 새로운 발진이 발생하는 등 피부 병변이 이동하

는 양상을 보였다. 
다장기 연관된 비정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 다

발성 피부 궤양, 반구진성 발진, 발열, 양측성 폐침윤, 빈혈 

및 말초 신경염 등의 임상 증세는 나병에 특이한 것이 아니

므로 원인 진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 나병의 

빈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부 병변을 동

반한 발열로 내원한 환자에 있어서 나병을 감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요     약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과 치료약제

의 개발, 지속적인 나관리 사업 등으로 우리나라에 나병의 

빈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반성 결절 등

의 피부 병변과 고열이 동반된 나반응을 보인 나병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지속적인 고열과 피부 병변

으로 내원한 환자에 있어서 나병을 감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심 단어: 나병; 나반응;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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