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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is the common infectious disease in liver cirrhosis patients with a
fever. Brucellosis is a rare cause of bacterial peritonitis. A case indigenous to a citizen of Jeju, he
ate a raw veal of cow four times in last 2 months prior to admission. The gram-negative bacilli were
isolated from blood and peritoneal fluid cultures. He was confirmed brucellosis by serologic workups. This isolate was confirmed as Brucella abortus by using PCR amplification of 16S ribosomal RNA
(rRNA) and omp2. This is the first case of bruellosis that was diagnosed 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in liver cirrhosis patient among native korean citizens. Successful treatment was obtained by
using a regimen of doxycycline and gentamicin. Brucella should be suspected as a cause of 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in cirrhotic patients with no response to standard 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treatments.
Key Words : Brucellasis, 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Jeju island
는 222명으로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질병으로 대두되
1)서

론

고 있다(7). 그러나, 국내 내국인에서 특발성 세균성 복막
염이 브루셀라증에 의해 발생한 보고는 없었으며, 이에

브루셀라증은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이다. 혈행전파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통하여 모든 기관과 조직에 영향을 줄수 있다(1). 그러나

증

브루셀라증에 의한 복막염은 굉장히 드문 질환이다. 외국

례

에서 보고된 브루셀라증에 의한 복막염은 대부분 Brucella
melitensis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2-6). 2002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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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로 8년 근무 중이며, 사회생활에 어울릴 정도의
음주력과 1주일에 1갑 정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와 두 여동생이 B형 간염 보균자이다.
현병력 : 환자는 내원 6개월 전에 토혈을 주소로 ○○

병원 방문하여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 받았다. 당시 간

림프절 종대의 부재 등 결핵성 복막염을 시사하는 소견

경화로 진단 받고 정기적 관찰을 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을 찾기 어려웠고, 복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고려하였지

내원 2개월 전에 간이 좋아진다고 친구에게 듣고, ○○

만 환자의 상태가 수술 후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가능하

식당에서 소 태아 육회를 먹고 약 1주일 정도 후에 발열

여 수술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여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

치료 및 경과 : 내원 2일째 감염내과로 전과 되었고, 내

하고 여러 항생제를 바꾸면서 치료하다 호전되어 퇴원한

원 3일째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팀에 브루셀라 항

과거력이 있다. 1달 전부터 복수가 차기 시작하여 ○○

체가를 의뢰하였고, 혈액배양검사도 2주 이상 배양을 의

병원 방문하여 이뇨제로 조절하였다. 1달 전에도 송아지

뢰하였다. 처음 본원 소화기내과로 전원된 환자는 cefo-

육회를 1주일 동안 3회 더 섭취했었다. 내원 2주 전부터

taxime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3일 정도 치료하였으나 발

발열 발생하였고, 내원 1주 전에 ○○병원 방문하여 복

열 지속되고, 복수의 추적검사에서도 림프구가 주성분을

수검사를 시행하여 특발성 세균성 복막염 의증으로 항생
제를 cefotaxime 3일 사용하였으나, 발열 지속되어 metronidazole 추가 하였고 다시 ciprofloxacin으로 4일 정도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어 본원 소화기 내과로 전원 되었
다. 발열 외에 기침, 객담, 한기, 식은땀, 복통, 설사, 구토,
두통, 근육통, 요통 등의 증상 없이 환자는 크게 힘들지

차지하는 백혈구 증가소견을 보여 상기 항생제는 중단하
였다. 내원 7일째 브루셀라 IgM항체 양성, IgG항체 양성,
표준 시험관 응집시험 항체가(standard tube agglutination
test, STA titer) 1:1280 소견을 보여 현증 브루셀라증으
로 진단하였고, doxycycline 200 mg/일과 gentamicin 5
mg/kg/일의 병용 투여를 시작하였다. 내원 8일째 혈액배
양검사와

않다고 표현하였다.
이학적 소견 : 내원 당시 신장 171.5 cm, 체중 67.7 kg
이었고, 생체징후는 혈압 120/70 mmHg, 맥박 83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8℃였다. 환자는 39.3℃의 고열에
도 맥박이 90회/분으로 상대적 빈맥 소견을 보였다. 발열
은 한번도 정상범위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학적 소견상
황달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경부 림프절 종대도 없었
다. 구강내 이상소견 없었으며 흉부 청진상 깨끗한 호흡
음과 규칙적이며 잡음 없는 심음을 들을 수 있었다. 복부
검사에서 복부팽창 소견을 보이고, 이동 둔탁음이 들렸으
며 장기의 크기 증가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하지 부종은
없었고, 손 떨림 증상도 없었다. 전체적인 피부는 검게보

복수배양검사에서

그람음성

막대균(CNUH-

B001)이 분리되었다. 내원 10일째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
서도 여전히 그람음성 막대균이 분리되었고 내원 12일째
부터 환자의 발열이 소실되었고 복수도 잘 조절되었으며
당시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에서 더 이상 균은 동정되지
않았다. 혈액배양검사로부터 분리된 균주를 혈액한천배지
에 도말하여 35℃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얻어진
집락을 lysis buffer에 섞은 후 80℃에서 약 10분간 비등
시킨 후 냉각시켜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template DNA를 primer 20 pmol와 함께 PCR mixture
tube에 넣은 후에 총 35회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
DNA가 없는 표본으로 혼합물을 만들어 같은 조건 하에
증폭을 시행하여 음성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Figure 1).

였고, 특별한 피부 발진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 : 말초혈액 검사 상 백혈구 수는 2,700/uL,
혈색소 수치는 11.7 g/dL, 혈소판 수는 33,000/uL이었다.

정제된 PCR 산물은 동일한 primer들을 사용하여 서열화
를 시행하였다. 분석된 DNA 염기서열은 BLAST search

총 단백질 6.0 g/dL, 알부민 2.4 g/dL, 총 빌리루빈 1.4
mg/dL, alkaline phosphatase 194 IU/L, AST 78 IU/L,

Table 1. The Serial Results about Peritoneal Fluid
Study

ALT 33 IU/L, PT 2.09 INR, aPTT 74 sec, BUN 12.0
mg/dL, Creatinine 1.1 mg/dL, Anti-HIV 음성, HBs Ag
양성, Anti-HBs 음성, HBeAg 음성, Anti-HBe 양성이었
다. 내원하여 시행한 복수 천자 검사 소견은 Table 1과
같다. 복부컴퓨터 촬영에서 심한 비장종대와 중증도의 복
수소견을 보이고 복부 임파선 종대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결핵에 의한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행
한 검사들 중, 복수의 adenosine deaminase (ADA)의 낮
은 수치와 Tb-PCR의 음성 소견, 복부 컴퓨터 촬영에서

WBC (/uL)
Poly (%)
Lymphocyte (%)
Monocyte (%)
Protein (mg/dL)
Albumin (g/dL)
LDH (U/L)
Amylase (IU/L)
ADA (U/L)
CA125 (U/mL)

1st hospital
day

3rd hospital
day

7th hospital
day

650
6
35
55
745
0.5
12
48
17

420
0
72
28
684

350
13
66
21

101
14.8
4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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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GenBank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고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과 비교하였다. 계통적 분석

찰

을 위하여 시행한 omp2a와 omp2b 유전자에 대한 연쇄중
합반응에서 각각 736 bp 및 487 bp의 염기서열을 얻었고,

브루셀라증은 국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3군 법정전

이를 분석한 결과 99.9%이상의 상동성으로 B. abortus임

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2종 법정가축전염

을 확인하였다(Figure 2). 항생제 치료 2주 후에 시행한

병에 속하고, 2급 생물테러전염병으로 분류되는 법정전염

혈청학적 검사에서 1:2560 소견을 보였다.

병이다. 국내 공중보건학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환자는 gentamicin 2주 주사요법과 doxycycline 6주
치료를 병합하여 치료하면서 호전된 상태로 외래에서 4
개월 후에 측정한 혈청학적 검사에서 1:640으로 감소 소
견 보였으며 복수나 발열의 소견없이 잘 지내고 있다.

중요한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주로 가축과 접할 기회가
많은 직업이나 식생활 등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한다.
1997년 염. 등에 의해 제주도 주민을 대상으로 브루셀
라증에 대한 항체가 연구가 시행되었고, 응집시험 항체가
를 검사하여 제주도에서 부르셀라증의 유병률을 알아보
았다(8). 그러나 이후 사람에서 특별한 임상 보고가 없었
다. 2004년 제주도 사람에서 한 증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직업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건축업자로 정확하게 제
주도에서 이 브루셀라증을 획득했다고 하기는 힘들었다
(9). 제주도는 2003년 축산업에 있어 청정지역으로 선포
된 지역이다.
상기 증례는 환자가 제주도에 있는 음식점에서 송아지
육회를 섭취했는데 그 육회가 어미 소의 자궁내에 있는
송아지를 생식한 경우로,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을 듣고
실천에 옮긴 것이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그 식당에서 취

Figure 1. PCR amplification products; CNUH-B001 (1500bp
DNA) from blood specimens of patient.
Lanes: (M) DNA marker (100-bp ladder), (1) Brucella spp.,
(N) negative control

급한 고기가 육지에서 유통되어 가져온 것으로 알려 졌
으나 정확히 단정짓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환자의 직장동
료(2명), 부인, 환자가 육회를 섭취한 가게 인원(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항체가 검사에서 모두 1:20 이하로 음성
소견을 보였다.
브루셀라증의 진단은 노출력과 함께 혈청학적 검사, 검
체에서 균 동정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균주에 대해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통
한 16S rRNA 염기서열분석을 이용하여 균종을 분리할
수 있다(9-11). 일반적으로 흔히 이용하고 있는 혈청학적
검사는 표준 시험관 응집법과 효소면역측정법을 동시에
시행하여, 단일 혈청으로 1:160이상 항체가를 보인 경우
또는 2주 간격을 두고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한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한다(12). 상기 환자의 경우 표준 시험관
응집법의 항체가가 1:1280이었고, 효소면역측정법에서 IgG
(23)와 IgM (32)이 양성이었으며, 혈액과 복수에서 그람
음성균이 배양되었고, 16S rRNA과 omp2의 염기서열분

Figure 2. Phylogenetic placement of CNUH-B001 based on
mop2 sequences. Phylogenetic tree was generated by method
of Neighbor-joining. To evaluate the robustness of grouping,
boostrap analysis was performed with 1,000 replications.
Boostrap values were represented at the corresponding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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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이용하여 Brucella abortus에 의한 세균성 복막염으
로 진단되었다. 브루셀라속 균은 실험실 감염이 높은 병
원체로 임상검체는 생물안전수준 2 (Biosafety Level 2)
에서 다룰 수 있지만 배양 등 균을 직접 취급할 때는 생

물안전수준 3기준에 적합한 조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황에서 rifampin의 선택은 간기능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

그래서, 본원에서 혈액배양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저

성이 있고, 혈소판이 떨어진 상황에서 근주는 근육내 혈

자와 미생물 검사실 2인의 혈액을 체취하여 질병관리본

종이나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gentamicin 5 mg/

부 인수공통감염팀에 의뢰하여 항체가가 1:20이하인 것을

kg/일 정주를 선택하였다. Doxycycline과의 병합요법에서

확인하였다.

gentamicin 1주 치료가 streptomycin 2주 치료 효과와 차

브루셀라증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동물에서 유행하기

이가 없다는 보고들이 있다(1, 15). 그러나, 본 증례의 경

시작하면서 인체 감염이 보고 되기 시작하였다. 인체에

우 환자가 남자, 혈액배양 양성, 혈소판 감소 등의 소견으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종으로는 B. melitensis, B.

로 향후 재발위험성이 높아서(1) gentamicin 2주 병합요

abortus, B. suis 그리고, B. canis 4종이다(1). 세계적으

법을 시행하였다.

로 가장 흔하게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종은 B. meli-

복수가 있는 간경화 환자에서 발열이 발생한 경우 일

tensis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행하는 브루셀라증은 B.

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사용에도 발열이 지속되고, 복

abortus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9, 13, 14).

수 검사에서 림프구가 주를 이루는 경우 다시 한번 직업

주로 침범하는 부위는 골관절부위를 침범하여 말단관

력, 동물과의 접촉력, 육회나 생우유, 덜 익힌 육류 섭취

절염, 천장관절염 그리고,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등의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하여 브루셀라증에 의한 복막

생식기를 침범하여 남자에서는 부고환염, 임신여성에서는

염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혈액과 복수 배양검사에 2주

자연유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간을 침범하여 간염을 일

이상 배양할 것과, 혈청학적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한다.

으킨다거나, 중추신경을 침범하여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복수에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1).

간경화 환자는 흔히 소화기 내과에서 주로 추적관찰하
고 발열이 발생하더라도 소화기 내과에서 치료한다. 이러

본 환자도 처음에는 타 병원에서 간경화에 동반된 복

한 환자들이 송아지 육회를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 는 잘

수에 발열이 발생하여 흔히 발생하는 특발성 세균성 복

못된 소문에 의해 상기 환자와 같은 질병이 재발되지 않

막염으로 치료하다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본원 소화기

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다 하겠다. 국

내과로 전원되었다. 본원의 소화기내과에서 환자의 경과

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되고 있

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감염내과로 전과되었다. 다시 환

으나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자의 병력을 청취하였고 브루셀라증이 의심되어 진단이

상황이 많은 것 같아 정부 차원에서 공중보건학적으로

붙은 환자이다. 국내에서는 특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일반

좀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고려된다.

적인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림프구가 백혈구의 대

요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경험적으로 항결핵제를 시작하

약

는 경우가 흔하다. 본 증례에서도 항결핵제 투여를 고려
하고 있던 중 브루셀라증에 대한 항체가를 확인할 수 있

브루셀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 전염

어서 브루셀라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만약 항결핵 치

병중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료를 시작하게 되면 rifampin에 의해 환자가 호전되는 것

상황이다. 본 증례는 간경화 환자에서 환자의 잘못된 지

처럼 보일 수 있으나 완전한 치료가 안되고 향후 재발위

식을 바탕으로 소 태아 육회를 섭취한 이후 복수와 발열

험성이 있으며, 또한 환자가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많은

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이다. 상기 과거력이 환자의 질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

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환자의 진단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병력 청취를 하면서 강력하게

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

이 질환을 의심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팀에

기 위해서라도 국내 유통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대체

항체가를 의뢰하고 혈액배양검사를 2주 이상 배양 할 것

가 필요하다 하겠다. 상기 환자는 브루셀라에 의해 발생

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특발성 세균성 복막염 환자로 제주도에서 발생한 내

브루셀라증의 치료는 doxycycline 200 mg/일 6주 경구
투여와 병합하여 streptomycin 15 mg/kg/일 2주 근주하

국인의 첫 증례이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
다.

는 방법 또는 rifampin 600 mg/일을 같이 6주 복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흔히 선택되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본 증례의 경우 환자가 간경화로 기저 간질환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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