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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ominal tuberculosis is a rare disease, about 5% of extra-pulmonary tuberculosis. 
However, the diagnosis of abdominal tuberculosis is difficult, because of its atypical symp-
toms and signs, and ambiguous results upon physical examination. When abdominal tuber-
culosis is combined with abdominal injury, the diagnosis will be especially complex. We 
present our experience of abdominal tuberculosis associated with abdominal trauma. (J Acute 
Care Surg 2017;7: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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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복부결핵은 위장관, 복막, 림프절, 복부장기를 침범하는 폐외 

결핵의 일종으로 비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감별진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증례는 교통사고 후에 

복부외상으로 인한 혈복강이 의심되어 수술하였으나 후에 복부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로, 복부결핵의 특성과 초기 진단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증례

사고 이전 특이증상이나 과거력이 없었던 25세 중국인 여자가 

한국 여행 중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승합차와 정면충

돌하여 항공이송을 통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로 내원하

였다. 내원 당시 환자의 의식은 혼미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

며 초기 혈압은 197/150 mmHg, 맥박수 135회/분, 체온 38.2도였

다. 이학적 검사에서 복벽에 안전벨트 자국(seat belt sign)이 관찰

되었고 복부가 팽만되어 있었으며 전반에 걸쳐 압통이 있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7,820/mm
2

, 혈색소는 10.0 g/dl였다. 내원 

직후 시행한 복부 초음파(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in trauma, FAST)에서 Morrison’s pouch, splenorenal recess, 

perivesical space, 양쪽 paracolic gutter에 체액저류가 관찰되었으

며, 추가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복강 내 체액의 

Hounsfield scale은 0에서 ＋30까지 확인되어, 출혈과 복수가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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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Abdominopelvic com-

puted tomography scan showed left 

lung contusion (black arrows), (B) 

splenic injury (black arrow), and (C, 

D) large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peritoneal cavity (white arrows).

된 양상으로 관찰되었으며,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개복술을 시

행하였다(Fig. 1). 개복했을 때 장액성의 혈액이 섞인 복수가 다량 

관찰되었다. 대망은 찢어져 있어 손상된 대망에서 출혈 부위가 

관찰되어 지혈을 시행하였다. 복벽 및 복강 내 전 장기에 걸쳐 

결절이 관찰되어 악성 병변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직병리검사와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외 다른 장기에 천공이나 손상은 

없었다. 응급개복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수술 후 

2일째부터 생체 징후가 안정되었으며, 수술 후 3일째부터 의식 

상태가 회복되었다. 세포병리검사 결과에서 악성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조직병리검사에서 건락성 괴사가 동반된 만성 육아종

성 염증이 관찰되어 복부결핵을 의심하였고, 수술 6일째부터 결

핵치료를 위한 4제요법(isoniazid, ethambutol, rifampin, 

pyrazinamide)을 시작하였다. 수술 후 10일째에 일반병실로 전원 

후에 식이 증량하면서 경과관찰하였고 수술 후 18일째 결핵균에 

대한 polymerase chain reaction에서 양성소견을 보여 복부결핵으

로 확진되었다. 그 후로 4제요법 유지하였고 발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 수술 후 28일째 발열이 결핵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심되어 약제 조합을 streptomycin, ethambutol로 교체하였다. 

수술 후 31일째에 환자는 감염내과로 전과되었으며 수술 후 46일

째에 외래에서 결핵치료하기로 결정하고 퇴원하였다.

고찰

복부결핵은 급성 경과 또는 만성 경과를 보일 수 있으며, 우연

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1].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으로 약 67%의 

환자에서 확인된다[2]. 복부결핵 환자의 약 30%는 저온발열, 피

로, 야간발한, 체중감소 등의 전신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복부결핵

은 다양한 질병의 임상양상과 비슷한 질병 경과를 보이며 이는 

진단을 모호하게 만든다[1]. 위를 침범할 경우 위궤양, 위암과 

비슷한 임상증상을 보이며[3], 드물게 췌장을 침범할 경우 췌장암

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4]. 장을 침범할 경우에는 크론병과 유사

한 임상증상을 보여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복막을 침범하는 

복부결핵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릿짚 색(straw-colored)의 

복수가 관찰되는 복수형(ascitic type)과 내장 사이 유착을 보이는 

섬유형(fibrous type), 내장 사이 유착이 장액이 포함된 강(cavity)

을 형성하는 포낭형(encysted type)으로 나타난다[5]. 또한 복부결

핵으로 인한 장폐색, 급성 장간막 림프절염, 복막염 등은 급성복증

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복부결핵은 침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고 동일 장기에 발생하는 다른 질병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오진되기 쉽다. 복부결핵은 

이처럼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복부외상과 동반이 되는 

경우 급성기에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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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의 경우 환자는 초기 혈압은 높게 유지되었으나 이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불안정성을 보였다. 복통이 있으면서 

응급 외상 초음파에서 다량의 복강 내 체액저류가 확인되었으며, 

복부에 안전벨트 자국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초기 외상 환자에

서의 응급개복술의 적응증에 합당하였다. Eastern Association 

for the Surgery of Trauma (EAST) guideline에서는 복부 외상 

환자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면서 응급 FAST가 양성인 경우에

는 응급개복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6]. 따라서 본 증례는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복부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이며, 이것은 급성기의 외상 환자에서 동반된 복부결핵을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례라고 생각된다. 과거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복부 둔상 환자에서 

초음파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적 복막 세척술(diagnostic 

peritoneal lavage, DPL)을 시행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6], 본 증례의 경우에는 DPL이 대망의 출혈로 인해 양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것 역시 진단적 한계가 있다. 

복부결핵을 초기에 특이적으로 진단하는 표지자는 아직 개발

되지 않았다. 복수가 있을 때 수술 전 진단을 위한 도구로 복수 

내 adenosine deaminase (ADA) 농도를 측정하면 결핵성 복수를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감별할 수 있다고 한다[7]. 본 증례에서 

복강을 열었을 때 나온 복수의 ADA 농도를 측정했다면 더 빠르

게 결핵성 복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결핵치료요법을 좀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복부결핵을 진단할 수 있었으나, 급성 복통을 보이면서 다량의 

복강내 체액저류가 확인되는 외상 환자가 있을 때에는 감별진단

으로써 복부결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201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는 

약 30만 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관광 목적으로 오는 중국인 수는 연간 약 18,000명으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8]. 이 증례의 환자는 중국인이었는데, 

중국은 결핵 유병률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국가이며[9], 그 

중 10% 가량이 폐외 결핵에 해당하므로[10], 중국 환자가 내원하

였을 때 결핵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겠다.

결론

복부결핵은 임상증상이 모호하여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다. 복

부외상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다량의 체액 저류가 확인되는 경우 

복부결핵으로 인한 급성 복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려

해보아야 하겠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1. Pattanayak S, Behuria S. Is abdominal tuberculosis a surgical 

problem? Ann R Coll Surg Engl 2015;97:414-9. 

2. Burke KA, Patel A, Jayaratnam A, Thiruppathy K, Snooks 

SJ. Diagnosing abdominal tuberculosis in the acute abdomen. 

Int J Surg 2014;12:494-9. 

3. Kapoor VK. Abdominal tuberculosis. Postgrad Med J 1998; 

74:459-67.

4. Sharma V, Rana SS, Kumar A, Bhasin DK. Pancreatic tuber-

culosis. J Gastroenterol Hepatol 2016;31:310-8.

5. Ahmed ME, Hassan MA. Abdominal tuberculosis. Ann R 

Coll Surg Engl 1994;76:75-9.

6. Hoff WS, Holevar M, Nagy KK, Patterson L, Young JS, 

Arrillaga A, et al. Practice management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blunt abdominal trauma: the East practice man-

agement guidelines work group. J Trauma 2002;53:602-15.

7. Tao L, Ning HJ, Nie HM, Guo XY, Qin SY, Jiang HX. 

Diagnostic value of adenosine deaminase in ascites for tuber-

culosis ascites: a meta-analysis. Diagn Microbiol Infect Dis 

2014;79:102-7. 

8. Ministry of Justice. Statistics of foreign residents [Internet]. 

Daejeon: Statics Korea; c2014 [cited 2014].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 

cd=2756.

9. Zumla A, George A, Sharma V, Herbert RH; Baroness 

Masham of Ilton, Oxley A, Oliver M. The WHO 2014 glob-

al tuberculosis report--further to go. Lancet Glob Health 

2015;3:e10-2. 

10. Wang X, Yang Z, Fu Y, Zhang G, Wang X, Zhang Y, et al. 

Insight to the epidemiology and risk factors of extrapul-

monary tuberculosis in Tianjin, China during 2006-2011. 

PLoS One 2014;9:e11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