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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Trends in Nontuberculous Mycobacteria Isolates and Lung 

Disease, 2009 - 2015  

 

 

Keun Bum Chung 

Medicine, Clinical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The incidence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 isolates and lung 

disease caused by NTM is increasing worldwide. In this study, we report recent trends 

in NTM isolation rate, and the trends in the incidence of NTM lung disease compared 

to that of pulmonary tuberculosis (caused by Mycobacterium tuberculosis [MTB]) at 

a referral hospital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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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We collected the data for mycobacterial isolates cultured from respiratory 

specimens between January 1, 2009 and December 31, 2015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 tertiary referral hospital in South Korea. The species of 

mycobacteria identified in cultures, as well as clinical information of the patients 

from whom NTM was cultured were obtained. The annual number of NTM isolates, 

the number of patients in whom NTM was isolated, and cases of newly diagnosed 

NTM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those for MTB.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12,670 NTM isolates were cultured from 

respiratory specimens. The annual number of new NTM cases increased from 1,530 

in 2009 to 2,169 in 2015, while the number of MTB cases decreased from 1,141 to 

839 (p for trend <0.001). The rate at which the species was identified from the NTM 

isolates increased from 25.75% in 2009 to 52.19% in 2015 (p for trend <0.001). 

Among NTM isolates, the most common species of isolated NTM was M. avium 

complex (MAC) (n=3,041, 61.19%), followed by M. abscessus complex (MABC) 

(n=1,103, 22.19%). The isolation rate of MAC increased, while that of MABC 

remained stable throughout the study period (p for trend <0.001).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NTM lung disease also increased, from 128 patients in 2009 to 162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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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5 (p for trend < 0.001). The majority of patients diagnosed with NTM lung 

disease throughout the study period were female (62.3%, p<0.001).   

 

Conclusions: The NTM isolation rate and the incidence of NTM lung disease has 

increased since 2009 in a tertiary referral center in South Korea. 

 

 

……………………………………… 

keywords : 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 MOTT, atypical 
mycobacteria 

Student Number : 201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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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결핵항산균(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은 폐결핵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과 나병균(M. leprae)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적으

로 환경에 존재하는 자유생물이다. 비결핵항산균은 현재까지 약 200여종

이 알려져 있고 흔히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시킬 있는 균은 10여종이 알

려져 있으나 드물게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균들을 종합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40여종에 이른다. 이 균들은 폭 넓은 감염성

을 가지고, 인간에게 있어 기회 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결핵

항산균은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대개 90% 이상에서 폐질

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결핵항산균은 고체 배지에서의 성장 속도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연 발육 항산균은 대개 7일 이후에 육안적으로 군체 

형성을 이루는 반면, 신속 발육 항산균은 대개 7일 이내에 군체 형성을 

이루게 된다. 지연 발육 항산균에는 대표적으로 M. avium complex (MAC)와 

M. kansasii가 있으며, 신속 발육 항산균은 대표적으로 M. abscessus complex 

(MABC)와 M. fortuitum이 존재한다.(1) 비결핵항산균은 지정학적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30여개 국가에서 2

만여 명의 비결핵항산균 검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M. avium 

complex (MAC)이 가장 흔한 것은 동일하였으나, 각 균종(菌種)별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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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위는 국가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2) 국내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의 원인균으로 M. avium complex 

(MAC)이 60-70%를 차지하나,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드문 원인균인 M. 

abscessus complex (MABC)가 20-30%로 두 번째를 차지한다는 점이 큰 차

이점이자 특징이다.(3)  

앞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비결핵항산균은 자연환경에 널리 분포하며, 

병원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은 토양이

나 하천, 상수도 등에 존재하는 균이 공기를 통해 호흡기에 감염되어 발

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호흡기

계 검체로부터 비결핵항산균이 분리, 배양되어도, 실제 비결핵항산균 폐

질환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군체 형성 혹은 오염에 의한 것인지 감별이 

필요하다.(1) 또한 사람 간의 전파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결핵항

산균에 감염된 환자는 폐결핵과 달리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의 진단은 2007년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ATS)와 미국감염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가 

정립한 임상 및 미생물학적 기준에 근거한 진단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된

다. 임상적 기준은 호흡기계 증상 및 이에 합당한 영상학적 소견에 근거

하며, 미생물학적 기준은 항산균 도말 검사와는 상관 없이 첫째, 최소한 

2회 이상 객담 검사에서 배양 양성을 보이거나 둘째, 최소한 기관지세척

액에서 1회 이상 배양 양성 혹은 셋째, 경기관지 폐생검 등을 통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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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이 양성이거나 조직검사에서 만성 육아종성 병변 등 항산균 감염의 

병리학적 증거가 있으면서 1회 이상 객담 또는 기관지세척액에서 배양 

양성이어야 한다.(1)  

전세계적으로 지난 2-30년 동안 검사실에서 비결핵항산균이 동정 및 

비결핵항산균에 의한 폐질환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여 왔으며(4-7), 이는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8) 1981년 국내에서 첫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이 보

고되었지만(9), 2000년대 이전까지는 객담 검체에서 분리, 배양되는 항산

균의 97-98%가 폐결핵균이었다.(10)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는 배양되는 

항산균에서 비결핵항산균의 비율이 20-30%로 늘어났으며, 이후 10여년 

동안에는 50-70%정도로 그 비율이 상승하였다.(8, 11-14) 비록 현재까지 

국내에서 비결핵항산균 폐질환 관련하여 모집단기반의 역학 연구가 진행

되지는 못한 실정이며, 앞서 언급한 자료들은 병원 단위 별로 이루어진 

연구들이었다. 

연구자들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결핵균의 분리 숫자가 비교적 일정하

였던 2002년에서 2008년까지 비결핵항산균의 분리와 그로 인한 폐질환의 

증가를 보고하였던 바 있다.(8)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2010년대 초반 

이후의 자료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결핵

항산균의 분리 건수와 이에 의한 폐질환 진단 건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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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서울대학

교병원에서 호흡기 검체(객담 및 기관지세척액)에서 배양된 비결핵항산균 

및 결핵균, 그리고 호흡기 검체로부터 비결핵항산균 및 결핵균이 배양된 

환자였다.  

 

2. 정의  

검체만을 대상으로 확인할 경우 환자의 중복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계

수(計數)하였다. 

실제 배양 양성의 증감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 경우, 동일 환자에서 검

사의 중복을 제외하여 배양 양성을 보인 검체에서 한 환자에서 여러 번 

검사 진행이 이루어진 경우, 1회로 간주하여 초회(初回)의 결과만을 반영

하였다.  

실제 폐질환의 경우 2007년 미국흉부학회와 미국감염학회의 진단 기준

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의무기록 및 흉부영상소

견을 검토하여 폐질환의 유무를 판단하였고, 해당 연도에 새롭게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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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3. 균주 배양 및 동정 

객담, 기관지세척액 등 호흡기계 검체를 4% 수산화나트륨(NaOH)으로 

제균하여 20분간 3000rpm으로 원심분리 하였다. 이후 Ziehl-Neelsen 방법

을 통하여 항산균도말검사를 시행하고(1), 검체를 BACTEC® MGIT 960(액

체배지)와 Ogawa 배지(고체배지)를 통해 배양하였다. MGIT를 이용한 검

체는 6주간, Ogawa 배지를 이용한 검체는 5% CO2가 포함된 대기에서 37℃

로 8주까지 배양하였다. 배양된 검체는 Gen-Probe® 방법을 통하여 결핵균

인지 비결핵항산균인지 구분하였다.(15)  

검체에서 DNA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체배지에 배양된 균은 멸균 백금

이로 1∼2개의 집락을 떼어낸 후 내장된 DNA 추출용액 50μL에 잘 풀고 

1분간 진탕 후 Heating block 에서 100℃로 10분간 가열한 후 13,000 rpm에

서 3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액체배지의 균은 진탕하여 고

르게 부유시킨 후 액체배지 1 mL를 채취하여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완전히 제거하고 멸균된 증류수 1 mL에 부유시켜 

1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2

회 반복 실시한 후 침전된 균을 고체배지에서의 추출방법과 동일하게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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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핵항산균이 배양된 경우, 추가적인 동정(Identification)을 위해 중합

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통하여 종(種)단위까지 분

류하였다.(16) 비결핵항산균의 동정을 위해 16S rRNA 유전자 전체의 염기

서열을 이용하였다. 증폭을 위한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염색체 DNA는 

Boiling lysis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비결핵항산균 16S rRNA 유전자 염기서

열의 분석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진행하였다. 

 

4. 통계적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 비결핵항산균의 배양 건수와 초회(初回) 배양 양

성 환자 및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임

상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배양 건수 및 환자수를 연도에 따른 Poisson 회

귀 분석을 통하여 P for trend를 확인하였다.  STATA (version 12)를 이용하였

으며 P <0.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1. 연도별 비결핵항산균 배양 건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총 12,670건의 검

체에서 비결핵항산균이 배양되었고, 결핵균은 총 6,438건의 검체에서 균

주가 배양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였을 때, 비결핵항산균 배양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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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9년 1,530건에서 2015년 2,169건으로 증가했고 반면 결핵균 배양 

건수는 동일 기간 동안 1,141건에서 839건으로 감소하였다. (각각 P for 

trend <0.001) (Figure 1) 비결핵항산균 및 결핵균 배양 건수 모두 이전 연구

에서 마지막 연도(2008년)에 확인되었던 건수에 비해 모두 증가된 수치를 

보였다. 

해당 기간 동안 비결핵항산균이 배양되어 추가적인 동정 검사

(Identification)이 이루어진 검체는 총 4,970건이었다. (Table 1) 하지만 이는 

전체 비결핵항산균 양성 검체의 39.22%에 불과했다. 그러나 비결핵항산

균 배양 양성 검체에서 동정 검사가 이루어진 비율은 2009년 25.75%에서 

2015년 52.19%로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for trend  

<0.001) 

또한 전체 비결핵항산균 배양 건수뿐만 아니라 지연 발육 항산균 배양 

건수와 신속 발육 항산균 배양 건수 모두 연도에 따라 증가했다. (각각 P 

for trend  <0.001) 

동정 검사가 이루어진 비결핵항산균 검체 중 가장 흔한 균종은 M. 

avium complex(MAC) (3,041건, 61.19%)였으며 다음으로 M. abscessus 

complex(MABC) (1,103건, 22.19%)가 차지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관찰하였

을 때, M. avium complex(MAC)은 2009년 240건에서 2015년 726건으로 상승

하며 유의한 변화를 보였던 반면 (P for trend <0.001), M. abscessus 

complex(MABC) 는 동일 기간 동안 74건에서 222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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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변화의 경향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P for trend = 0.678) (Figure 2) 

2. 연도별 비결핵항산균 배양 환자 

해당 기간 동안 비결핵항산균이 1회 이상 배양되어 동정 완료된 인원

을 비결핵항산균 배양 환자로 정의하였으며, 총 2,192명이었다. 동일 기간 

동안 폐결핵환자는 2,166명이 확인되었다. (Table 2) 연도에 따라 비결핵항

산균 양성자는 2009년 309명에서 2015년 38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폐결핵

환자는 405명에서 249명으로 감소했다. (각각 P for trend  <0.001)  

균종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에도 지연 발육 항산균과 이를 대표하는 M. 

avium complex(MAC) 양성자 모두 연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각각 P for 

trend <0.001) 반면 신속 발육 항산균 양성자는 연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P for trend = 0.287), 이를 대표하는 M. abscessus 

complex(MABC) 양성자의 경우 2009년 65명에서 2015년 43명으로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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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비결핵항산균 폐질환 환자수 

해당 기간 동안 2007년 미국흉부학회와 미국감염학회의 진단 기준에 

따라 새롭게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는 총 989명이었으며, 

2009년 128명에서 2015년 16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관

찰되지 않았다. (P for trend = 0.104) 이는 동일 기간 동안 폐결핵환자가 유

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Table 3) 균종에 따

라 분석하였을 경우, M. avium complex(MAC) 폐질환자 수는 동일기간 동안 

87명에서 12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P for trend <0.001), M. abscessus 

complex(MABC) 폐질환자는 2009년과 2015년 27명으로 동일하였다. (P for 

trend = 0.714)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자는 여성(617명, 62.39%)이 남성(372명, 37.61%)에 

비해 많았으며, 진단 당시 연령도 여성(67±11.2세)이 남성(60.5±11.0세)보

다 높았다. (각각 p<0.001) (Table 3)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은 같은 기간에 

폐결핵 환자에서 남성(1,312명, 60.57%)이 많고, 진단 당시 연령(남 

56±17.7세, 여51±20.0세)이 더 낮은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모두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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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고찰 

비결핵항산균의 분리, 배양과 이에 의한 폐질환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

대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4-8) 이 연구

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9년 이후 7년 동안 호흡기검체에서 비결

핵항산균 배양 건수가 증가했으며, 매년 새로 진단되는 비결핵항산균 폐

질환자수도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비결핵항산균 양성 검체에서 동정 검사가 시

행한 비율은 7년 간 평균적으로 40%에 미치지 못하였다. 비결핵항산균은 

한 환자에서도 자주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반복적인 동정 검사 진

행이 필요하다.(17) 비록 연도가 거듭될수록 동정 검사 진행의 비율이 증

가하였지만, 절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비결핵항산균 배양 검체나 폐질환자의 원인 균종(菌種)에서 M. avium 

complex(MAC)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M. abscessus 

complex(MABC)가 차지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M. avium complex(MAC)이 

대략 60-70%, M. abscessus complex(MABC)이 대략 20-30%를 차지하는 것으

로 알려진 국내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었다.(8, 13, 18, 19)  

배양된 검체에서 M. avium complex(MAC)의 비중이 높아가는 양상을 보

였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단, M. avium complex(MAC)에서 M. 

avium (51.30%)과 M. intracellulare (45.68%) 외의 다른 균종(0.02%)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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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으며 이는 다른 국내의 보고와는 일치하는 부분이었으나(20-23), 이는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서 M. chimaera가 M. avium complex(MAC) 폐질환의 

20%까지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던 바와는 매우 다른 부분이다.(24) 또한 분

리되는 검체에서 M. gordonae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일부 유럽 지

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다. (25-27) 결

과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대로 비결핵항산균의 지정학적 차이가 존재한다

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인 차이가 

시도 지역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28) 균종의 차이를 보

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자의 거주 지역까지도 감안하여 

분류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신속 발육 항산균에서 M. abscessus와 M. 

massiliense의 비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21-23), 본 연구에

서는 M. massiliense의 배양이 2009년에는 9건, 2010년에는 18건으로 같은 

시기의 M. abscessus의 건수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두 

종 간의 비율도 일정하지 않게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 대상 기간 중인 

2011년 신속 발육 균종의 분류 체계가 변경되면서 이에 임상가 혹은 검

사 판독자에게 혼란이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겠다.(29) 

국내 상황의 전체를 반영할 수는 없는 단일 기관이지만 국내를 대표하

는 3차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결핵균의 배양 및 질환자의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며, 우리나라 연간 결핵발생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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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만명 당 97.0명에서 2015년 10만명 당 63.2명까지 줄어든 것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30, 31) 또한 비결핵항산균의 증가는 결핵균

의 감소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이전 보고와도 일치한다. (5)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자에서 여성

의 비율이 높고, 결핵환자보다 진단 시 평균 연령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32),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결핵항산균 폐

질환의 유병률 또한 증가하는 소견을 보고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

의 연구(5) 등과 고려하여 보았을 때 국내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됨으로써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의 중요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후향적 연구이고, 

모집단 기반의 연구가 아니라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단일 기관의 자료로

써 내원하는 환자 군이 국내의 상황을 완전히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점

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결핵항산균 배양 검체에서 동정 검사가 진행되는 

비율이 낮음을 들 수 있겠다. 2015년에 이르러서도 절반 정도에서만 진행

이 되는 점을 보았을 때 여전히 임상가들이 비결핵항산균의 중요성을 간

과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최근의 비결핵항산균의 경향을 확인

하였고, 이전 연구(8)와 더불어 단일 기관에서 총 14년간 비결핵항산균의 

분리 빈도 및 폐질환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

한 비결핵항산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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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질환 발생의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그 중요성이 보다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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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nual number of isolation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 and Mycobacterium tuberculosis. Isolation of NTM has been 

increasing (P for trend <0.001) while that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s 

decreasing (P for trend <0.001)  

 
 
Abbreviations: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MTB (M. 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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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nual number of isolation of each species of NTM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P for 
trend 

S
l
o
w 
G
r
o
w
e
r 

MAC 

M. avium 156 180 185 186 228 273 352 1,560  

M. intracellulare 84 122 171 196 195 281 340 1,389  

Other MAC 0 0 4 17 16 21 34 92  

Subtotal 240 302 360 399 439 575 726 3,041 <0.001 

M. kansasii 6 12 21 11 9 13 16 88  

M. gordonae 19 17 8 10 9 12 9 84  

Others 8 19 16 23 18 25 42 151  

Subtotal 273 350 405 443 475 625 793 3,364 <0.001 

R
a
p
i
d 
G
r
o
w
e
r 

MABC 

M. abscessus 65 88 71 73 67 107 139 681  

M. massiliense 9 47 62 77 89 126 83 422  

Subtotal 74 135 133 150 156 233 222 1,103 0.678 

M. fortuitum 6 16 25 16 13 12 31 119  

M. conceptionense 0 5 8 11 6 1 10 40  

Others 15 15 32 29 24 27 45 188  

Subtotal 95 171 198 206 199 273 308 1,450 <0.001 

Failed to Identify 13 16 18 16 5 23 30 121  

Not NTM 13 13 5 1 0 2 1 35  

Total requested 394 550 626 666 679 923 1,132 4,970 <0.001 

Not requested 1,149 1,126 1,133 996 1,069 1,224 1,038 7,735  

Total NTM 1,530 1,663 1,754 1,661 1,748 2,145 2,169 12,670 <0.001 

 
Abbreviations: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MAC (M. avium complex), 
MABC (M. abscessus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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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nual number of isolation of each NTM species. Isolation of M. 

avium complex (MAC) has been increasing (P for trend <0.001) while M. 

abscessus complex (MABC) did not increase (P for trend = 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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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nual number of patients in whom NTM or MTB was isolated at 

least onc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P for 
trend 

S
l

o
w 

 
G
r
o
w
e
r 

MAC 

M.avium 133 113 92 100 110 124 134 806 

 M.intracellulare 65 66 93 74 83 101 106 588 

Other MAC 0 0 2 10 8 5 11 36 

Subtotal 198 179 187 184 201 230 251 1,430 <0.001 

M.kansasii 5 9 7 6 5 3 7 42 

 

Others 21 23 20 26 22 20 28 160 

Subtotal 224 211 214 216 228 253 286 1,632 <0.001 

R
a
p
i

d 
 

G
r
o
w
e
r 

MABC 

M.abscessus 56 38 20 21 12 15 21 218 

 

M.massiliense 9 18 24 27 24 31 22 120 

Subtotal 65 56 44 48 36 46 43 338 <0.001 

M.fortuitum 5 10 11 4 7 7 19 63 

 

Others 15 14 30 28 19 15 37 158 

Subtotal 85 81 85 80 62 68 99 560 0.287 

M.tuberculosis 405 327 342 329 261 253 249 2,166 <0.001 

Total 714 618 641 625 551 574 634 4,357  

Abbreviations: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MTB (M. tuberculosis) 



18 

 

Table 3. Comparison of sex and age betwee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NTM lung disease and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pulmonary TB. 

Abbreviations: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MTB (M. tuberculosis) 

 

Year 

NTM MTB 

Number of 
patients Age Number of 

patients Age 

Total 
Male 

Total 
Male 

Female Female 

2009 128 

42 
(32.81%) 66 (44-93) 

405 

247 
(60.99%) 55 (12-90) 

86 
(67.19%) 59 (27-81) 158 

(39.01%) 47 (10-90) 

2010 151 

54 
(35.76%) 69 (43-86) 

327 

189 
(57.80%) 56 (3-90) 

97 
(64.24%) 61 (28-82) 138 

(42.20%) 51 (6-95) 

2011 131 

51 
(38.93%) 67 (25-87) 

342 

193 
(56.43%) 54 (0-90) 

80 
(61.07%) 62 (29-84) 149 

(43.57%) 51.5 (10-90) 

2012 125 

55 
(44.00%) 62 (28-81) 

329 

199 
(60.49%) 59 (15-89) 

70 
(56.00%) 59 (37-82) 130 

(39.51%) 51 (16-85) 

2013 130 

53 
(40.77%) 66 (28-85) 

261 

171 
(65.52%) 56 (12-93) 

77 
(59.23%) 60 (19-89) 90 

(34.48%) 55 (14-100) 

2014 162 

58 
(35.80%) 70 (50-85) 

253 

151 
(59.68%) 58 (17-103) 

104 
(64.20%) 62 (34-89) 102 

(40.32%) 54 (17-87) 

2015 162 

59 
(36.42%) 68 (28-90) 

249 

162 
(65.06%) 57 (14-92) 

103 
(63.58%) 60 (37-82) 87 

(34.94%) 53 (16-90) 

Total 989 

372 
(37.61%) 67 (25-93) 

2,166 

1,312 
(60.57%) 56 (0-103) 

617 
(62.39%) 60.5 (19-89) 854 

(39.43%) 51 (6-100) 

P for 
trend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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