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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침입한 나균 (Mycobacterium leprae, M. leprae) 감염에 의
해 발생하는 한센병은 잠복기가 약 3～5 년인데, 감각이 소실된 피부 병변이나 신경손
상이 먼저 나타난다. 남녀 구분없이 어떤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피부병변과
손발 안면부의 말초신경염을 유발한다. 나균은 항산성균이고, 장경 2～8 ㎛, 단경 0.3 ㎛
이다.
한가지 균에 의해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균의 특정한 독성에 의한 것이라
기 보다는 균의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람의 면역반응에 따라, 결절이 나타
나고 균이 많은 나종형에서부터 소수의 피부병변과 균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결핵양형
의 양쪽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방법은 피부소견, 병리소견 등에 근거하여
5가지로 나누는 Ridley-Jopling 분류와 임상에서 피부도말검사를 실시하여 다균나
(multibacillary leprosy, MB), 균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희균나 (paucibacillary
leprosy, PB)의 2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원인균을 1873년 Hansen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나병이라는 명칭보다는 한센병이라는 명칭
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국내의 신환자는 매년 20명 내외가 발생하고, 약제내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리팜피신
을 위주로 한 항나제 복합요법 (multidrug theraphy：MDT)을 사용함에 따라 1～2년
간 치료와 3～5년간의 추적, 그 후 치료종결 여부를 판정한다. 최근의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는 다균나는 24개월, 희균나는 6개월 항나제 복합요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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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경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피부조직액의 도말을 항산성균 염색하여 균의 감소여부
를 확인하거나, PCR로 병소내 나균 DNA의 유무를 확인한다. 나균항원에 대한 체내
면역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프로민 검사를 하거나 보조적으로 PGL-1 항체가를 측
정할 수 도 있다 [1, 2, 3, 4, 6].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중에서 환자가 발견되기도 한다.
한센병 유병율이 1/10,000명 미만인 경우 한센병이 퇴치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한센
병 신환자 발생을 25명 내외에서 1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일본의 예로 볼 때, 아직
도 30～50 여년의 시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병원체
병원성 미생물중 가장 먼저 보고된 나균이지만, 현재까지 인공배지에서 증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알려진 독성물질이 없으며, 이분하는데 약 2주가 걸리는 성장이 느린 균이
다. 독성물질이 없기 때문에 serovar나 pathovar가 없고 어느 지역 어떤 상태의 환자에
서 발견되든지 간에 단일한 나균으로 인정하고 있다. 배지에서 증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기능이 결핍된 누우드마우스나 아열대지역에서 서식하는 아르마딜로
(Armadillo) 같은 실험동물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나균유전체 크기는 3.3 Mb이고 유전자는 2,720개이지만 약 1,100개가 pseudogene
이며, house keeping gene 1,100 여개를 제외하면, 300 여개가 미코박테리아 공통 유
전자이고, 나균에 특이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약 60 여개 뿐 일정도로 자체 독성
이 약한 균이다. 앞으로 이들 나균특이 유전자을 응용하여 간단한 진단시약이나, 나균
의 숙주세포내 생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임상증상
1. 한센병의 확진
한센병이라고 확진을 하려면 다음중 2 가지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1) 피부의 감각이
둔화된 퇴색한 반문, (2) 손, 발, 안면의 말초신경 부위의 감각소실과 근육위축, (3) 항산
성균 염색 양성 등이다. 즉 신경손상이 없으면 한센병이라고 진단해서는 안될 만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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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예외없이 신경손상을 일으킨다. 생검조직검사에서 항산성염색 양성이고, 조직병리
소견이 일치하거나, 나균 특이 PCR 양성인 경우는 한국에서는 한센병으로 확진할 수
있다.
그러나 한센병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한센병이라고 진단하지 말고 6개월 후 다시
진찰하거나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아직까
지 한국에서의 한센병 진단은 환자 본인에게 엄청난 충격과 사회적 격리 대상이 될 수
도 있는 질환이다.

2. 진찰방법과 임상
무엇보다도 환자의 전신을 진찰하되 자연광을 이용하여 가까이 그리고 약간 떨어져
서 상지, 하지, 체간 부위를 검사한다. 퇴색한 반문과 감각소실이 있는 경우는 병력 청
취가 중요하다. 자주 화상 또는 동상을 입었다거나, 찬물에 손을 넣었을 때 감각을 잘
모르는 부위, 땀이 나지 않는 부위가 있었다면 그 부위를 자세히 검사하여야 한다.

3. 감각신경 검사
감각검사는 과거에는 핀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요즈음은 4 g, 5 g, 10 g 등의 각기
무게가 다른 나일론 섬유를 사용하여 감각신경 소실 부위를 검사한다 (가톨릭의대 한센
병연구소 등 한센병전문기관에서 얻을 수 있음). light touch sensation은 솜의 끝을
말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4. 운동신경 검사
주로 손발의 운동신경을 검사한다. little finger in (척골신경, 5번째 손가락을 외측으
로 움직였다가 4번째 손가락에 밀착시킨다), straight thumb up (정중신경, 엄지를 위
로 들어올린다), wrist back (요골신경, 손등을 뒤로 제낀다), foot up (비골신경, 발등
을 뒤로 제낀다), foot out (비골신경, 발을 옆으로 돌린다) 등을 검사한다. 안면신경
손상은 눈이 감기지 않는 토안의 유무로 알 수 있고, 눈의 측면부위에서 각막반사 (눈깜
짝거림)을 확인하여 삼차신경을 검사한다. 이 때 손과 발의 상처와 갈라진 곳들을 함께
검사하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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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경손상의 각 단계
먼저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혈류가 늦어지고, 땀이 잘 나지 않게 되어, 피부의 각질층
이 두꺼워지고, 감각신경, 운동신경의 순으로 손상이 시작된다.
1) 1단계 신경침습：피하신경의 비후, 압통, 신경통이 있지만, 기능소실은 없다.
2) 2단계 신경손상：발한소실, 감각소실, 근육양화, 신경마비, 등이 관찰되지만 신경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
3) 3단계 신경파괴：1년이상이 경과한 완전한 신경마비, 신경파괴가 나타나고 신경
기능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주로 손의 척골신경 (4, 5번 손가락의 감각소실과, 갈
고리손), 정중신경 (손바닥의 감각소실과 엄지손가락의 갈고리손), 요골신경 (수
하수), 발의 총비골신경 (갈고리발), 후경골신경 (족하수), 얼굴의 안면신경 (토안)
등을 침범한다.

6. 병형의 분류
병형의 분류는 임상적 소견을 이용하여 나균의 수가 많고, 병변이 다수이며, 결절이
있는 다균나 (조직학적으로는 중간군나, 근나종형나, 나종형나), 나균이 광학현미경상
에서 보이지 않지만 병변이 있는 희균나 (결핵양형, 근결핵양형나)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부정군나 (indeterminate leprosy)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고,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년후 체내의 면역 방어상태에 따라서 결핵양형나, 나종형나로 이행할 수도 있다.

1) 결핵양형나 (tuberculoid leprosy, TT)
나균에 대한 체내의 세포매개성면역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로 퇴색한 반문이 편측성
으로 2～3개 나타나지만 감각소실은 뚜렷하다. 반문부위에 털이 소실되고, 치료하지 않으
면 서서히 병변이 커진다. 조직은 결핵의 소견과 유사하여 상피양세포 또는 Langhans
giant cell이 관찰된다. 육아종을 둘러싼 림프구 침윤이 보이지만 결핵과 달리 건락화괴
사는 없다. 생검조직에서 현미경적 방법으로는 나균을 관찰할 수 없지만 PCR에서 나균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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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종형나 (lepromatous leprosy, LL)
나균에 대한 세포매개성면역반응이 거의 없어서 균이 다량으로 증식한다. 비강 점막
의 나균은 비강을 통하여 공기중에 배출된다. 피부병소는 양측성으로 다수 관찰되고,
심한 경우는 체온이 낮은 사지, 눈 및 눈 주위에 결절이 많이 보인다. 넓은 부위에 지각
마비가 있으나 운동신경 기능은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 조직은 나균을 탐식한 대식세포
로 꽉 차있는 상태이고 치료에 따라서 균의 수가 감소된다. 그러나 체내에서 살해된 균,
균의 조각들을 제거하는데는 5～8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3) 중간군나 (borderline leprosy, BB)
결핵양형과 나종형나의 중간에 속하며, 피부소견도 다양하다. 방어기전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근결핵양형나 (BT)이고 결핵양형에 비하여 병소수가 많고, 나균지수도
높다. 세포매개성면역이 약한 경우에는 근나종형나 (BL)가 되고, 나균지수는 3～4 이
다. 그러나 병소는 비대칭적이다.

4) 부정군나 (Indeterminated leprosy, I)
위의 3가지 type 모두 부정군나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부정군나의 진단은 위에서 언
급한 바 있는 나균, 피부병소, 신경손상의 소견 중 2가지는 있어야 진단하므로 참으로
확진이 어려운바이고, 특히 국내에서 부정군나 진단은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정
군나라고 진단하려고 할때는 6개월 이상 3년까지의 추적이 필요하다.

7. 나반응
체내 나균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균과 체내 면역시스템 사이에 면역학적 균형이 파괴되
어 전신적 급성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신경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중간
군, 나종형나 등에서 치료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치료 도중, 치료 후에 자주 관찰된다.
Clofazimine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한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시력
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마비, 신경염 등이 발생한다.

1) 제 1형 반응 (reversal reaction)
중간군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MB, PB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은 부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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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있던 병소부위에 더 진한 홍반, 결절이 생기고, 피하에 자주 침범하는 신경들의
신경염과 신경주위의 부종, 육아종이 발생으로 신경통이 심하다. 부종부위는 괴사될 수
도 있다. 신경염의 통증은 참을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다. 조직학적으로는 부종,
상피양세포 육아종, 림프구 유입이 있다. 따라서 제 1형 반응은 CMI 가 증가되어 있는
형태이다. CMI 증가는 조직의 파괴를 동반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나종형나로 이행할
수 있다. 제 1형 반응을 upgrading, downgrading 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prednisolone 투여는 신경부종을 막고 신경염을 치료할 수 있다.
2) 나성결절 홍반, 제 2형 나반응 (erythema nodosum leprosum, ENL)
근나종 또는 나종형나 환자에서 자주 발생한다. 나균항원에 대한 체내 항체의 복합체
가 나균이 많은 피하결절, 신경, 림프절, 고환 등에 침착하여 혈관반응과 결절을 만든다.
눈에 생기는 홍채염은 안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 후에도 오랜 기간 나타나지만, 피
부도말검사에서 나균이 음성으로 되었을 때는 나성결절 홍반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홍반 또는 결절은 적색이고, 통증이 있다. 안면을 포함하여 어느 곳에나 나타날 수 있
고, 발생후 약 7～10일 경에 소실된다.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결절들이 발생한다. 주기
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심한 경우 2년 후에도 발생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휴식과 아
스피린으로 치료가 되지만, 신경염,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prednisolone 으로 치료
한다.

역 학
국내에 생존하는 한센병 등록자는 모두 16,801 명이다. 이중 활동성은 518명이고, 비
활동성은 16,283명이다 (2003년 12월 기준). 매년 신환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50명 내외
이지만 이중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신환자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20명 내외이다. WHO
기준으로는 현재 활동성인 518명만 나환자이고, 나머지는 12개월 또는 6개월의 MDT
가 종료된 사람 즉 과거에 한센병에 걸린적이 있는 병력자일 뿐이다. 이 기준을 따르면
국내 한센병 유병율은 518명/4,860만명으로 0.17이 되고 유병율이 1미만인 상태이므로
국내 한센병은 퇴치된 상태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센병은 신경손상이 주 병리소견이며, 나균이 없어진 후에도 신경손상은 면역병리학
적 기전에 의하여 지속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센병 환자 및 병력자의 신경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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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한 신체적 재활과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외국에서 유입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병하는 한센병 환자들
도 소수 관찰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발병하였다고 해도, 전염원이
어디 였는가를 규명하는 분자역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5]. 국내에서 발병한 외국
인들의 전염원은 한국내 보다는 동남아시아였다. 기존 약제들인 DDS는 50년간 사용하
여 왔고, 리팜피신 역시 20년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활용한 약
제내성 균주의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센병의 기본 치료 방침은 재가치료와 통원치료이다. 다균나 환자라고 하더라도 리
팜피신 1회 복용으로 균의 전염성이 소실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격리수용할 필요가 없
다. 미국의 경우 몰로카이 수용소를 폐쇄하여 더 이상의 입소환자는 없고, 과거의 수용
소를 국립공원법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시설을 갖추었던
미국 루이지아나주의 카빌요양소 역시 1994년에 폐쇄하였으며, 행동이 부자유한 병력
자들이 30 여명 정도 살고 있다. 미국의 병력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일반인들과 같이
섞어 살고 있으며, 한센병으로 인한 후유증인 신경손상에 대한 재활치료와 입원치료를
위하여 입원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한센병력자의 신체적, 의학적 재활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의식구조에 깊이 자리한 편견과 격리를 넘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인
권적 재활이 필요한 시기이다.

예방 및 관리
1.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처방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항나제복합요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리팜핀, DDS,
Clofazimine (lamprene, B663)을 복합하여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다균나는 2년, 희균
나는 6개월 치료한다. DDS, 또는 리핌핀 내성인 경우에는 ROM (rifampicin,
Ofloxacin, Minocyclin)을 월 1회 사용한다. Clofazimine은 부작용이 피부착색이기 때
문에 환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6～24 개월 이내에 착색이 제거된다.
Rifampicin은 소변, 눈물 등이 붉은 색으로 나오고, 감기 비슷한 증상과 간장해
(SGOT, SGPT 의 증가)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1개월에 600 ㎎의 용량으로는 부작용
이 생기지 않는다. DDS는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지만, 심한 것은 아니다. DDS 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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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모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이다.

2. 나반응의 치료
나반응이라고 생각되면 어느 경우에나 prednisolone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성인 1일
최대량은 체중 Kg 당 1 ㎎ 이다. 그러나 대개는 증상에 따라 30 또는 40 ㎎에서 시작하
여 용량을 줄여나간다. 세계보건기구는 제 1형 나반응의 경우 3개월에 걸친 감량을 권
고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량하면 된다. 그러나 1일 1회로 하는 것이 좋다.
40 ㎎/일 1회, 아침에 복용, 처음 1～2주간 시행 후, 30 ㎎/일 1회 3, 4주째,
20 ㎎/일 1회 5, 6주째, 15 ㎎/일 1회 7, 8주째, 10 ㎎/일 1회 9, 10주째
5 ㎎/일 1회 11, 12주째
잘 낫지 않는 경우는 신경부종, 신경염 부위의 감압수술이 필요하다.
나성결절홍반 (ENL) 의 경우 thalidomide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기관
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다. ENL 의 경우 clofazimine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라면, 1일 300 ㎎을 4～6 주간 시행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차후 수개월간 200 ㎎,
그리고 나서 100 ㎎으로 유지한다.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ENL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
는 clofazimine은 적어도 6 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나반응을 치료할 때, 중요한 점은
항나제복합요법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안과적 치료
과거 국내에서 한센병은 실명의 원인 중 하나였다. 전안부의 각막윤부와 각막신경에
육아종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안면신경의 일부에 손상이 발생하면 토
안이 생기고, 제 5번 뇌신경의 안부 분지가 손상되면 각막마비가 발생하므로 환자가 눈
이 빨갛게 되거나 통증이 있으면 안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하지 않으면 녹내장, 실
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토안에 대한 수술을 미용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안과적
합병증을 막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나반응에서는 포도막염, 홍채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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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의 예방과 상처의 관리
과거와 달리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와 추적으로 예전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자율신경의 손상으로 손과 발이 땀이 안
나고, 피부의 각질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처와 궤양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상처를 적
절히 치료하는 것이 장애를 막아주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 된다. 습기를 유지하기
위한 바세린 도포, 궤양부 또는 뭉쳐진 굳은살의 각질제거를 포함한 상처치료는 환자
본인, 가족에게 잘 교육시켜야 한다.

실험실 진단
1. 피부도말검사 [slist smear test, 피부소상절개 도말법, 세균검사]
가장 많이 쓰는 검사이다. 보통 1년에 1～2회 검사한다. 신환자, 치료중인 환자, 그리
고 병력자 모두에서 검사한다. 피하의 조직액, 비강분비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쪽 귓불과 대표적 병변 등 6 군데에서 조직액을 채취하여 항산성균 염
색을 하는 것이 진단의 기본방법이다. AFB 양성과 피부소견이 일치하면 한센병으로
확진한다. 이때, 가능하면 나균에 특이한 PCR을 함께 시행하여 항산성균이 다른 미코
박테리아가 아니라 나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더욱 좋다. 세균지수 (bacterial index,
BI), 형태지수 (morphological index, MI)의 계산은 치료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좋
은 방법이다. 가끔 NTM (nontubercubom mycobacterium)에 속하는 다른 균들과 감
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AFB 염색은 모든 미코박테리아가 양성이기 때문에, 나
균에 특이한 PCR을 이용하여 결핵 등의 미코박테리아와 감별할 필요가 있다.
세균지수：항산성균 염색후 유침검경한 결과,
6+ 나균의 덩어리 또는 시야에서 1000개 이상의 나균이 평균시야에서 관찰될 때
5+ 100에서 1000개의 나균이 평균시야에서 관찰될 때
4+ 10에서 100개의 나균이 평균시야에서 관찰될 때
3+ 1에서 10개의 나균이 평균시야에서 관찰될 때
2+ 1에서 10개의 나균이 10개의 시야에서 관찰될 때
1+ 1에서 10개의 나균이 100개의 시야에서 관찰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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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생존 나균을 측정하기 위한 형태지수 (Morphological
Index)를 계측할 수도 있다. 세균지수의 판독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양성과 음성
이라는 용어를 쓸 때 주의하여야 한다. 신환자의 경우, 한센병의 형태중 나종형나나
중간군나의 경우는 세균지수가 1+에서 6+까지 나타나 진단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결핵양형나 환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세균지수가 음성이라는 점이다. 세균지수가 양성
이라면 한센병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미경적인 세균지수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나균이 체내에 존재하는 결핵양형나의 경우는 세균지수를 정하는 검사의 한
계미만으로 나균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고, 이 또한 한센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다. 인데, 항나제복합요법 기간에 따라서 세균지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균
지수 5+ 이상의 환자에서 세균지수가 0 으로 되는 시간은 약 5～6년이 경과되어야 한
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나제 복합요법은 1년 또는 2년만 시행하지만 세균
지수는 양성인 채로 1년에 log 1 정도로 서서히 균이 제거된다. 따라서 치료중이거나
치료 후인 사람에서 세균지수가 1+, 2+ 라는 사실이 전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2. 병리조직학적 검사
한센병의 진단, 분류, 예후 판정에 필수적인 검사이다.

3. 레프로민검사 [미쯔다반응, Mitsuda reaction]
나균에 대한 세포매개성면역의 여부를 검사한다. 결핵의 튜베르쿨린과 달리 진단적
가치는 없다. SPF (specific pathogen free) 상태에서 사육한 누드마우스에서 증식시
킨 약제내성이 없는 표준 나균주를 고압 멸균한 후 방부제 처리하여 피하에 0.1㎖ 주사
한다. 2～3일의 Fernandez 반응 (조기반응)과 4주 후의 Mitsuda 반응 (만기반응)으로
나누어서 관찰한다.
개발 당시에는 나환자를 진단하는데 사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나종형 나환자는 음성
이고, 세포매개성면역이 어느 정도 있는 결핵양형 나환자는 양성으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1) 나균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들, 의료진이나
유행지역의 사람들, 환자 가족들, (2) 레프로민검사 또는 튜베르쿨린 검사를 받은 경우,
(3) 정상인 등이다. 음성의 경우는 (1) 나종형나환자, (2) 정상인 등이다. 따라서 진단적
가치는 없지만 나환자에서 병형이 분류양성은 정상인의 경우나 BCG 접종, 희균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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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성이고, 다균나는 음성이다. 따라서 진단적 가치는 없으나 다균나 환자가 치료도
중이나 치료 후 음성에서 양성으로 반전한 경우는 재발하는 경우 Fernandez 반응은
이미 나균에 의하여 형성된 지연형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Mitsuda 반응은 나균에 대한
감염자의 세포성 면역의 생성능을 관찰하는 것이다.
레프로민 양성인 사람이 음성인 사람에 비하여 한센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린 경우
라도 결핵양형이었다는 예후적 의미가 있고, 레프로민을 여러차례 접종하여 레프로민
음성이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성인 사람보다 한센병 발병율이 낮았다.

4. 나균특이 DNA 검출을 위한 PCR 검사
나균에 특이한 DNA 서열을 증폭시켜 조직 또는 조직액내의 나균의 유무를 확인
한다.

5. 항균 약제내성을 검사하기 위한 분자생물학적 검사
DDS, rifampicin, ofloxacin 등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는 나균 유전자를 검색하는
PCR-SSCP, PCR-heteroduplex 방법 등이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6. 신경검사
위에서 설명한 감각신경, 운동신경의 검사는 진단에 필수적이다.

7. PGL-1 항체검사
나균의 균막 성분인 phenolic glycolipid-1 에 대한 항체를 검사한다. 다균나는 양성
이지만, 희균나에서는 정상인에서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진단적 가치는 없다. 한국, 일
본, 미국 같이 한센병 환자 발생이 적은 곳에서는 치료 전․후의 변동을 비교하는 정도
의 의미가 있지만, 항체가 자체로 치료정도를 판정할 수는 없다. 기존의 피부도말검사,
조직학적검사, 신경검사, PCR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나균감염이 유행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집단조사를 할 때는 의미가 있다. PGL-1 항체가가 높다는 의미는 나
균항원이 체내에 존재한다는 뜻이 되지만, 그러나 임상소견과, 피부도말검사, PCR 검
사 등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항체가는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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