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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결핵성 십이지장누공으로 발견된 후천면역결핍증후군 1예
국립경찰병원 내과

김현근ㆍ최순욱ㆍ안주영ㆍ박상준ㆍ김윤권ㆍ김소연ㆍ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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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Keun Kim, M.D., Soon Uk Choi, M.D., Ju Young Ahn, M.D. Sang Jun Park, M.D.
Youn Kwon Kim, M.D., Soyon Kim, M.D. and Jae Hyun Cho,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National Police Hospital, Seoul, Korea

Extrapulmonary tuberculosis, such as intestinal tuberculosis, has become more common with the increase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Howeve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testinal tuberculosis are often
delayed because the symptoms are nonspecific and diverse. We experienced a case of AIDS with intestinal tuberculosis that manifested as a duodenal fistula. The presence of AIDS should be suspected in patients who have
extrapulmonary tuberculosis with atypical presentations.
Key Words :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Tuberculosis, Gastrointestinal, Intestinal fistula
외 결핵 중 장/복막결핵의 비율은 9.7%로 미국에 비해 높은

서

론

편이다(3).
하지만 결핵 약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결핵균의 출현과 함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께 1980년대 중반 HIV 감염의 확산으로 미국에서는 결핵의

HIV) 감염은 국내의 경우 1985년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HIV

유병률이 다시 증가하게 되었고(2), 과거에 비해 장결핵을

감염자 및 후천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o De-

포함한 폐외 결핵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3, 4). 폐외

ficiency Syndrome, AIDS)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결핵은 임상 양상이 다양하고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 진단

2008년 12월말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HIV 누적 감염

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장결핵은 최근의 미생물학, 영상의

인수는 6,120명에 이르고 있다. HIV 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학, 내시경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결핵의 진단이 간과되거나

면역기능 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기회감염의 증례 보

지연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고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장 많이 진단된 AIDS

저자들은 십이지장 누공을 동반한 장결핵을 진단하고 치

정의질환은 결핵, 폐포자충 폐렴, 식도 칸디다증 순으로 보고

료하던 환자에서 후천면역결핍증후군이 있었음을 발견한 증

되었다(1).

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장결핵은 비교적 흔한 폐외 결핵 중 하나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저온 살균의 보급, 그리고 결핵 약제의 개발에 의해 선

증

례

진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그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06년 전체 폐외 결핵 중 장결핵의 비율은

37세 남자가 1개월 전부터 복통, 발열과 함께 매일 소량의

4.8%로 나타났고(2), 국내에서는 2008년 보고에 따르면 폐

설사가 지속되고 3개월 동안 10 kg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어
외래에 내원하였다. 약 10년 전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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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특이 과거력은 없었다. 직업은 헤어디자이너였고,
미혼이며 동성애자이었다. 내원 당시 활력 증후는 혈압 124/
76 mmHg, 맥박 109회/분, 체온은 38.2 ˚C이었고, 키는 170
cm, 몸무게는 49.2 kg, 신체비만지수는 17이었다. 만성 병

색을 보였고, 경부와 액와부에 만져지는 종물이나 림프절 비

kaline phosphatase 67 mg/dL, 총 빌리루빈은 0.85 mg/

대는 없었다. 복부 촉진에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압통은 있었

dL로 정상 범위에 있었으나 총 단백질은 6.6 g/dL, 알부민은

으나 간과 비장의 종대는 관찰되지 않았다. 당시 시행한 말초

2.4 g/dL로 저알부민증이 있었다. 단순 흉부 및 복부 X-선검

3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3,500/mm (다핵형 백혈구 82%, 림

사에서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상부 위장관 조영술

프구 7%), 혈색소 8.2 mg/dL, 혈소판 129,000/mm3이었다.

에서 십이지장의 제 2부와 제 3부 사이에서 불규칙하고 직선

혈청 BUN과 Cr은 각각 7.3 mg/dL와 0.7 mg/dL이었으며

형 모양의 조영제 누출이 관찰되었다(Fig. 1).

전해질은 Na 135 mmol/L, K 3.6 mmol/L, Cl 99 mmol/L이

상부 위장관 천공 의심 하에 입원하였고, 생체징후가 안정

었다. 간 기능 검사에서 AST 34 IU/L, ALT 28 IU/L, al-

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우선 금식 및 비경구적 영양법을
시행하면서 경험적 항생제로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다. 입
원 후 시행한 혈액 및 소변 배양 검사와 소변 및 객담의 결핵균
도말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보존적 치료에도 별다른 증
상의 호전 없이 발열이 지속되었다. 발열의 원인을 찾던 중 시
행한 혈액 검사에서 anti-HIV ELISA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발견되었고 Western blot 검사에서도 양성 소견이 확인되었
다. 혈액 검사에서 CD4 림프구 수는 122/mm3이었고, HIV
RNA의 역가는 21,328 copies/mL였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십이지장의 제 2부에 넓은 기저부와 불규칙한 경계를 가진 궤
양이 발견(Fig. 2)되어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에
서 육아종성의 괴사성 염증성 침윤과 함께 항산균이 확인되
었고(Fig. 3) Mycobacterium tuberculosis PCR 검사는 양
성이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는 간샘창자인대, 문맥
대정맥공간, 복강축, 후대정맥공간, 대동정맥공간, 창자간막
뿌리, 창자간막에 다발성 림프절종대가 관찰되었다(Fig 4).
환자는 방사선학적, 내시경 조직검사 소견을 통해 십이지
장 누공을 동반한 장결핵으로 진단하였다. 내시경에서 얻은
조직의 PCR 검사로 비결핵 항산균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

Figure 1. Small bowel series. Small bowel series show leakage of contrast media between the 2nd and 3rd portion of
the duodenum.

한 이후 환자는 isoniazid 300 mg qd, rifabutin 450 mg qd,
ethambutol 1,200 mg qd, pyrazinamide 500 mg qd로 항

Figure 2. Gastroduodenoscopy. Gastroduodenoscopy shows an ulcer with broad
base which has an irregular and dirty margin on the 2nd portion of duo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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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4. Abdominopelvic computed tomography. Abdominopelvic computed tomography shows many rim-enhancing
nodules along hepatoduodenal ligament, portocaval space,
celiac axis, retrocaval space, aortocaval space, mesenteric
root, and mesentery.

고

찰

결핵은 미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그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요한 공중보건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질환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AIDS가 확산되던 시기인 1980년대 중

B

반부터 1992년까지 결핵의 유병률이 다시 증가하였고 과거

Figure 3. Histologic findings of duodenal ulcer. A) Few
granulomas composed of epithelioid histiocytes with/
without tiny central necrosis are shown in submucosa and
lamina propria (H&E stain, X100). B) Acid-fast bacilli are
found with acid fast staining (Ziehl-Neelsen stain, X400).

결핵제 복용을 시작하였다. 결핵 치료를 시작한 지 15일이 경
과할 때까지 38˚C 이상의 열이 발생하고 복통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었다. 기타 다른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 검사
에서도 특이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결핵 치료 후 나타난
paradoxical reaction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결핵 약
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prednisolone을 경구로 40mg qd
병용 투여하였으며(5), 1달간 치료 후 복통과 발열은 호전되
었다. 장결핵의 진단 및 치료 과정 중에 HIV 감염을 확인하
고, 장결핵을 치료하면서 환자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확인
한 후 zidovudine 300 mg bid, lamivudine 300 mg qd, efavirenz 600 mg qd로 항에이즈 약제를 시작하였다. 환자는
치료 이후에도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
퇴원하였으며, 이후 상기 항에이즈 약제로 약물 복용을 지속
하면서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중이다.

에 비해 폐외 결핵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등 결핵의 양상이 이
전과 다르게 변화하면서 결핵균과 HIV의 동시감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HIV 감염이 비활동성 결핵
균 감염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시키는 가장 큰 위험 인자로
확인되었으며(6), 미국질병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모든 결핵 환자에서
HIV 검사를 시행하고 모든 결핵 환자는 HIV 선별 검사를 시
행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다(7, 8).
AIDS 환자에서의 결핵은 임상적으로 폐외 결핵이나 파종
성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진행이 빠르며, 복강내 림프절
병증 및 농양이 잘 발생하고, 투베르쿨린 검사에서 음성 소견
을 보이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특히 AIDS와
결핵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폐외 결핵이 50% 이상에서 관찰
되는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그 빈도가 높다(4). 폐외 결핵은
체내 어느 기관에서도 발병 가능하지만 기관별 발생 빈도를
보면 미국의 경우 림프절, 늑막, 골격계, 비뇨기계, 파종성, 수
막, 소화기계 순으로 흔하다고 하며(2), 이 중 AIDS 환자의
경우는 림프절 침범(림프절병증)과 흉막 침범(결핵성 흉막
염)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소화기계 및 복막의 결핵은 1980년대 중반 HIV 감염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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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기 시작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

청학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결핵에 합당한 임상 양상을

소화기계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이는 경우 결핵약으로 시험적 치료를 시도해보는 경우도

폐결핵을 유발한 감염된 객담을 삼키거나 폐결핵 또는 속립

있다(9).

성 결핵으로부터 혈행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위장관에 도달

대장 및 회장 말단부에 발생한 결핵의 진단에는 내시경을

한 결핵균은 점막을 지나 점막밑 조직층에 도달하여 염증 반

통한 조직 검사가 가장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일

응을 일으켜 점막하 부종, 염증 세포의 침윤 및 림프절 비대

반적으로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경우 장결핵에

등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림프관염, 동맥내막염, 섬유화로

합당한 조직 결과와 배양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30-

진행하여 점막 궤양, 건락 육아종과 장관의 협착이 나타나게

80% 정도이고 결핵균 도말 검사의 민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

되며, 그 결과 폐쇄, 천공 및 누공의 형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

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처럼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 결과의

하게 된다(11).

민감도가 낮은 원인은 육아종의 위치가 주로 점막하조직의

결핵은 소화기계의 어느 곳이든 발생이 가능하지만 전체

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8). 한편 장

위장관 결핵의 70% 이상이 회장 부위와 공장 부위에서 발견

결핵의 진단 목적으로 결핵균의 검출을 위해 조직 검체의

되며, 본 증례처럼 십이지장을 침범하는 경우는 1% 이내로

PCR 검사를 시행해볼 수 있는데, 장결핵에서는 검사의 특이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십이지장 결핵에 의한 가장

도가 높은 반면 민감도가 낮아 장결핵을 크론병과 감별하는

흔한 증상은 복통, 발열, 체중 감소, 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

데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하지만, 임상적으로 결핵이 의

사로 알려져 있으며(13), 보고된 증례에 따르면 감염 부위의

심되는 경우 보조 진단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

폐쇄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소화불량

다(18). 따라서 장결핵의 진단을 위한 목적으로 내시경을 통

증상 및 드물게는 천공 및 누공의 형태로도 나타난다(14).

한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경우 조직학적 진단 및 배양 검사와 함

위장관 결핵의 진단은 결핵이 흔한 지역에서도 진단율이

께 PCR 검사를 시행해볼 수 있겠으며(19), 본 증례의 경우처

50%에 불과할 정도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

럼 AIDS 환자에서 조직의 결핵균 도말 검사가 양성인 경우

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적인 의심뿐만 아니라 검사실, 방

비결핵 항산균 감염과의 감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선, 내시경, 조직학, 미생물학 검사 등의 다양한 진단적인

보인다.

도구가 필요하다. 특히 HIV에 감염된 환자에서는 면역력 저

AIDS 환자에서의 결핵 치료는 일반적인 경우의 결핵 치료

하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결핵 균혈증이나 폐외 결핵에 의

와 거의 동일하며, isoniazid (INH), rifampin (RIF) (또는

한 비특이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게 되므로, HIV에 감염된 환

rifabutin), pyrazinamide (PZA), ethambutol (EMB)을 2

자에서 원인 불명의 열이 지속될 경우 폐외 결핵에 대한 진단

개월 동안 사용한 뒤 이후 4개월 동안 INH, RIF (또는 rifa-

적인 검사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15).

butin)으로 유지하게 된다. 적정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위장관 결핵에서 발생하는 흔한 검사실 이상 소견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6개월간의 표준 요법 치

경증 내지 중등도의 빈혈, 적혈구침강속도의 상승, 말초 혈액

료에 잘 반응하나 치료반응이 느리거나(치료 시작 후 2개월

의 백혈구증가증, 염기성인산분해효소 또는 아미노전이효소

동안 배양 검사상 양성) 적정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의 상승, 그리고 저알부민혈증 등이 있다(9). 진단을 위한 대

미국질병통제센터에서는 7개월(총 9개월) 치료를 권고하고

표적인 방사선학적 도구로는 복부 초음파와 전산화 단층 촬

있다(20). 본 증례의 경우는 항결핵 표준 요법을 6개월간 시

영이 있으며, 장결핵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방사선학적

행하였으며, 이후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중이다.

이상 소견은 림프절병증으로 알려져 있다(16). 전산화 단층

본 증례는 드물다고 알려진 십이지장 누공을 동반한 장결

촬영과 상부 위장관 조영술에서는 결핵의 경과와 발생 위치

핵을 진단하고 치료하던 환자에서 그 원인을 찾던 중 후천면

에 따라 점막 궤양, 협착, 소결절 형성, 덩어리로 된 병변과 누

역결핍증후군을 발견하였던 예이다. 본 증례와 같이 비정형

공을 관찰할 수 있다.

적인 임상상을 보이는 폐외결핵 환자에서는 결핵에 대한 치

소장 및 대장 부위의 결핵은 임상 소견 및 방사선학적, 내
시경 소견상 크론병과 유사한 소견을 보일 수 있어 진단 과정

료반응이 좋지 않을 경우 후천면역결핍증후군의 가능성을 의
심하고 감별진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에서 주의가 요구되며, 종양 및 아메바 감염, Yernisia 감염,
히스토플라스마증 및 충수주위농양과의 감별도 필요하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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