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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공이 발생한 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 장열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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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c Fever with Bowel Perforation Caused by Nontyphoidal Group D Salmon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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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of enteric fever and bowel perforation caused by nontyphoidal Salmonella spp. is extremely
rare. We report a case of a 28-year-old man who suffered from enteric fever with complicated a small
bowel perforation, which is a known complication of S. typhi and S. paratyphi infections. The culprit
later proved to be nontyphoidal group D Salmonella spp. in ou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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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에 의한 장천공은 아직 국

서

론

내에서는 보고 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비장티푸스성 D
군 살모넬라에 의한 장열에 동반된 장천공 1례를 경험하

살모넬라 감염의 임상 증후군은 장염, 균혈증, 장열

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nteric fever), 국소적인 감염, 무증상의 보균 상태로 나
타날 수 있다. 그 중 설사를 동반한 장염이 가장 흔한 임

증

례

상 증후군이다. 장열은 발열, 두통, 복통, 상대적 서맥, 비
장 비대, 백혈구 감소증 등을 보이는 급성 질환이다. 살모

병 력 : 28세 남자가 1개월간 지속된 발열과 두통으로

넬라 중 장열을 일으키는 병원체로는 Salmonella typhi가

응급실로 내워하였다. 발열은 서서히 시작되었고 두통과

대표적이다. S. paratyphi A, S. schottmuelleri, S. hirs-

안구통이 동반되었다. 하루 3회 정도의 물 설사를 하고

chfeldii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열을 일으킬 수 있다.

있었고 간혹은 피가 섞이는 일도 있었다. 발병 초기에 개

장열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회맹장(ileocecal) 부위 림프

인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

조직의 비후, 궤양, 괴사로 인해 3-10%의 환자에게 합병

없이 지내던 중 1주 전부터 발열과 두통이 악화되었다고

증으로 장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

하였으며, 전신 무력감, 피로감, 호흡 곤란, 우상복부 불편

는 소견은 발열의 재발, 복통, 장출혈 등이다.

감, 구역 등이 동반되었다. 오한, 어지러움, 기침, 가래, 배

최근 선진국에서 S. typhi나 S. paratyphi의 사람 대 사

뇨 장애 등은 없었다.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람 감염은 감소하고 있지만 날 음식 섭취의 증가, 축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발병 전에 국내 여행이나 해

가공품의 증가와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의 증가로 인

외 여행을 한 적은 없었다. 과거에 특이 질환을 앓은 적

해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증이 증가하고 있다(1).

은 없으며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동물과의 접촉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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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진 : 환자는 급성 병색이었으나 의식은 명료하
였다. 활력 징후는 혈압 100/60 mmHg, 맥박수 88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8.9°C였다. 결막은 창백하였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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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황달이 관찰되었다. 혀는 말라 있었고 피부와 흉부 검

다시 결장반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발열과 혈변이 소

진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복부는 부드러웠고 복막 자극

실되어 23병일에 퇴원하였다.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간이 3횡지 만져졌고 압통이 있

병리 소견 : 회맹 장막 표면은 미만성으로 섬유소양 화

었다. 비장의 둔탁음이 증가되어 있었고 이동 둔탁음이

농성 삼출물로 덮여 있었고, 장간막과 유착되어 있었다.

관찰되었다. 늑척추각 압통은 없었다.

말단 회장 점막에 여러 개의 불규칙한 궤양 병소를 관찰
3

검사 소견 : 일반 혈액 검사는 백혈구 8,800/mm (중성

할 수 있었고, 이중 3부위는 천공되어 있었다. 회맹판에

구 68%, 림프구 19%), 혈색소 7.9 g/dL, 혈소판 76,000/

서 3 cm 근위부는 궤양성 괴사 및 천공이 너무 심하여

3

mm 였고, BUN은 42 mg/dL, Creatinine은 5.9 mg/dL였

회장벽이 거의 절단된 상태였다(Figure 1). 말단 회장부

다. 동맥혈가스분석은 pH가 7.39, PaCO2 24 mmHg,

위의 Peyer 반에 다발성 점막 궤양과 괴사를 형성하였고,

－

PaCO2 80 mmHg, HCO3

14.6 mmol/L이었다. 혈중 콜레

미세 농양과 소육아종성 병소를 동반하였다. Peyer 반에

스테롤 70 IU/L, 총단백 4.3 g/dL, 알부민 2.3 g/dL, 총빌

침윤된 염증세포들은 주로 대식 세포들로서 이중 일부는

리루빈 1.8 mg/dL, ALP 375 IU/L였고, AST와 ALT는

적혈구를 탐식하고 있었으며, 중성구는 궤양 기저부에서

각각 202 IU/L 및 67 IU/L였다. LDH는 1,474 IU/L로 증

섬유소양 괴사와 함께 관찰 되었다(Figure 2). 장간막 림

가되어 있었다. 대변도말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수 관찰되

프절은 최대 지름 1.0 cm 정도로 커져 있었고 다발성 괴

었으며 잠혈반응 양성을 보였다. Widal 검사, HIV 항체

사내지 소육아종성 병소를 형성하고 있었다. 괴사성 육아

검사는 음성이었다. 흉부 X선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경 과 : 임상적으로 장열 혹은 간담관도계의 감염에 의
한 패혈증과 탈수에 의한 급성 신부전으로 생각하고 혈
액, 소변, 대변 배양 검사를 시행한 후 ciprofloxacin (100
mg을 하루 2회, 4일 동안, 정주)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소변과 대변에서 동정된 병원균은 없었다. 5병일에 혈액
배양검사에서 ciprofloxacin에 중등도의 감수성을 보이는
D군 살모넬라가 동정되었다. 이후 항생제를 ceftriaxone
(2.0 g을 매일 1회, 14일간, 정주)으로 변경하였다. 5병일
에 발열은 지속되었고 혈변이 시작되었다. 6병일에 갑자
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복부 전체에 압통과 반발통
이 관찰되었다. 흉부 X선 사진과 복부 CT에서 간과 비장

A

의 비대 소견과 함께 장천공 소견이 관찰되어, 응급 수술
을 시행하였다. 회맹장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도 발열과
혈변이 지속되어 연결 부위의 누출로 생각하고 11병일에

B

Figure 1. The terminal ileum demonstrated multiple ulcers
along the Peyer's patches with focal perf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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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The microscopic finding reveals ulcerative necrotizing transmural inflammation with micro abscess formation
in the terminal ileum (H&E, ×40). (B) The necrotic lymphoid
patches reveals many macrophages, occasionally phagocyting
red cells, and rare neutrophils (H&E, ×200).

종성 부위의 특수 염색(Ziehl-Neelsen 염색) 검사에서 항

국한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이들 감염 중

산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결핵균에 대한 중합효소 연쇄

극히 일부는 침습적이며 치명적일 수 있는데, 노인, 만성

반응 검사도 음성이었다.

질환자, 면역억제 요법을 받고 있는 자, 위절제술을 받은

균동정 : 혈액배양균의 생화학적 검사에서 비장티푸스

자 등에게 장열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합병증이 생

성 D군 살모넬라로 동정되었다.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길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7). 이런 합병증에는 패혈증,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는 ciprofloxacin에 중등도의 감수

파종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 신부전, 장천공을 동반한 복

성이었고, ampicillin, cefotaxime, cephalothin, gentamicin

막염 등이 있다. 성인의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균혈증은

에 감수성이었다. 국립보건원 장내세균과에 균동정을 위

원발성 균혈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폐 등 소장 외 기관

한 확인 검사를 의뢰하였다. 항혈청을 이용한 응집반응을

을 침범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이로 인한 사망률도 증

시행하여 균주의 혈청형을 분석하였다. O항원에 대한 항

가하게 된다(8, 9).

혈청(Serotest, Thailand) 응집반응검사에서 group D로

본 증례는 일반적인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과 달

분류되었다. H 항원에 대한 항혈청(Difco, USA) 응집반

리, 과거력이나 병력과 사회력에서 방어 기전에 특별한

응검사에서 H1 항원은 g로 분류되었으나 H2 항원은 반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 장열과 비슷한 임상 양상

응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

으로 발생하였으며 균혈증과 회맹장 부위의 천공을 동반

(분류할 수 없는 혈청형)로 동정되었다.

하였다. 음식과 연관된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 수 없었다.
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에 의한 장열과 그 합병증

고

찰

으로, Omer 등(6)은 심부정맥 혈전증과 말단 회장의 천
공 1례를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김 등이 독성 결장 1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증은 S. typhi와 S. paratyphi를

례를 보고 하였다(10). 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 감염

제외한 살모넬라 속의 혈청형에 의한 질병이다. 대략

에 의한 장천공은 극히 드문 합병증으로, 특히 본 증례와

2,000개의 혈청형이 사람과 동물에서 병을 유발할 수 있

같이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젊은 남자

다. 사람의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원은 대부분 음식

에게 장천공이 발생한 것은 주목 할만하다.

과 관련되어 있으며 육류, 가금, 달걀, 낙농 제품 등의 오

Fisker 등(11)은 1991년에서 1999년 동안 발생한 비장

염이 원인이 되어 잘 익히지 않고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증 3,328례를 분석하였다. 대상

수 있다(2).

환자 중 952명이 입원하여 29%의 입원율을 보였는데 연

선진국에서는 비장티푸스 살모넬라 균혈증이 최근 급

령에 따른 입원율은 5세미만에서 27% (421명 중 115명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3).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비장티푸

입원), 5세 이상 59세까지 22% (2311명 중 515명 입원)인

스성 살모넬라 감염의 위험 인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반면 60세 이상은 54% (596명 중 322명 입원)로 가장 높

수 있는데, 생태학적(목축업의 집중화 및 거대 생산과 사

았다. 합병증은 7%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장외 합병증은

료의 분배), 인구학적(인구의 노령화와 면역부전 환자의

4%였다. 또한 건강한 사람에게도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증가), 행동학적(날 음식 소비의 증가와 외식의 증가), 기

감염이 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술적(식료품의 집중적 생산과 대량화) 인자 등을 들 수

본 증례는 초기부터 장열에 의한 균혈증을 의심하고

(4). 우리 나라 또한 국민들의 위생 관념이 높아졌음에도

균 배양 검사와 함께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와 수액 요법

불구하고 장티푸스 및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매년 산발

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경과 중 합병증으로 장

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

천공이 발생하였다. 응급 수술후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하여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5).

완치되었으나 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에 의해 장열이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증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S.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천공이 합병된 것은 주목할 만한

enteritidis이다. S. enteritidis로 인한 장염은 일반적으로

드문 예로 생각된다. 향후 건강한 성인에서 발생한 비장

유병 기간이 짧고 장내에 국한되며 특별한 치료 없이 저

티푸스성 살모넬라의 감염증의 경우에도 그 침습성이나

절로 치유가 된다. Omer 등(6)의 보고에 따르면 대변에

합병증의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야 하겠다.

서 S. enteritidis가 동정된 환자 중 약 3%에서 혈액 배양
검사에서도 동일 균주가 동정되었다. 이는 S. enteritidis
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은 장에

일개 대학병원근무자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순응도 관련요인 Vol.36, Augu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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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드물다. 저자들은 방어기전의 손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
서 비장티푸스성 D군 살모넬라 장열에 동반된 장천공이
발생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7)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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