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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 및 비강의 결핵:

CT로 확인된 2예1

이명섭·김동진·김명순·성기준·박동준2

비강 및 부비동의 결핵은 매우 드믄 질환이며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최근 비강 및 부비동에 발생하였던 2예의 결핵을 경험 하였으며 환
자들은 부비동 전산화 단층 촬영상 다량의 비 균질 조영 증강되는 연부 조직과 함께 주변 골
의 비후와 일부 골의 미란 혹은 파괴 소견을 보였으며, 일례에서는 연부 조직의 뇌 기저부위
까지 퍼져 있는 소견을 보였다. 환자들은 모두 2개월간의 결핵 치료 후 병소가 호전 되었다.

비강 및 부비동의 결핵은 매우 드믄 질환으로 보통 폐결핵
에 의해 속발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7년 현
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7예 정도가 보고 되었을 뿐이다 (1,
2). 이들의 조기 진단은 환자의 치료와 합병증의 예방에 있어
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CT를 포함한 영상소견
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본 저자들은 2예의 비강
및 상악동의 결핵을 경험하였기에 이들의 임상소견과 과 함
께 CT소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보고
증례 1

34세 남자 환자로 7년 전부터의 비 폐쇄와 간헐적인 혈성
비루가 있었으며 내원 3개월 전부터의 우측 상구치 부위에 경
한 치통과 후비루의 증세가 동반 되어 있었다. 환자는 방사선
학적 검사상 흉부 X-선 검사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단순 X선 검사상 우측 상악동에 증가된 음영을 보였고 골파괴의 소
견은 뚜렷하지 않았다. 부비동 전산화 단층 촬영 상 우측 상
악동에서 골벽의 비후와 내측 골벽의 일부 골파괴 소견을 보
였다. 동점막은 전반적으로 불규칙하게 비후되어 있었으며 농
양을 의심할만한 다중 중격의 저 음영 부위와 함께 연부조직
의 비균질의 조영증강 소견을 보였다 (Fig.1). 수술 소견상 상
악동 내에 농성 분비물이 있었으며 점막의 비후가 심하였고
표면에 육아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 병리학적 소견상 중심부
에 광범위한 건락성 괴사(caseous necrosis)가 관찰되고 그 주
위로 유상피 세포(epithelioid cell)들이 둘러 싸고있는 특징적
인 결핵성 육아종성 염증반응을 볼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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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27세 여자 환자로 수 개월 간의 비 폐쇄를 주소로 내원 하
였다. 환자는 흉부 방사선 검사상 양측 폐 첨단부에 결핵에 의
한 병소가 있었고 좌측 흉막의 비후 소견이 있었다. 이학적 소
견상 비중격의 좌측 만곡과 점막의 비후 그리고 비강내의 폴
립양 종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부비동 전산화 단층 촬영상
우측 비강, 사골동, 그리고 상악동에 연부 조직 종괴가 관찰되
었으며 사골동 부위의 종괴가 두개골 기저부위로의 침범되는
소견을 보였고 이들 연부조직 종괴는 비균질의 조영증강을 보
였다. 또한 상악동 골벽 두께의 증가와 상악동 내측 벽과 사골
동의 일부 골파괴 소견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양측 상악동의
크기가 위축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Fig. 2). 후인두 부위에
림프절이 커져 있었으며 환상 조영 증강 소견을 보였다. 영상
소견 상 결핵과 같은 육아종성 염증질환과 함께 도립 유두종
이나 림프종과 같은 종양성 병변을 함께 감별하였다. 조직 검
사 상 결핵 감염을 시사하는 만성 육아종성 염증반응을 보였
으며 환자는 두 달간의 결핵 치료 후 증세의 호전과 함께 종
괴의 크기가 감소해서 결핵성 병변으로 확인되었다.

고

찰

비강 및 부비동 결핵은 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주로 접촉성, 혈행성 및 임파
성으로 오는 속발성이며 원발성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 감염 경로는 대기중의 결핵균에 의한
직접 감염이거나 객담이나 각혈등에 포함되어 있는 결핵균이
이차적으로 비강이나 부비동에 침범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들
점막이 섬모 운동 등의 방어 기전과 점액 등에 의한 살균작용
으로 인하여 결핵균이 자라기에 용이하지 않은 조건으로 알
려져 있다 (1-3). 임상적으로 비강 및 부비동의 결핵은 매우
드물뿐 아니라 그 증상도 초기에는 비 특이적이어서 조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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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1. (A), (B) Irregular thickened mucosa and surrounding bony wall can be seen in the right maxillary sinus. Thickened mucosa
and soft tissue shows heterogeneous contrast enhancement. Focal bony erosion is also noted in the medial sinus wall (arrow).
(C) On histopathologic examination, the lesion reveals large epithelioid granuloma with extensive central caseous necrosis and peripheral lymphocytic cuffing. (H&E×100)

A

Fig. 2. (A) Heterogeneous enhancing
soft tissue mass is noted in the left
nasal cavity and paranasal sinus. This
mass shows extension to the skull base
across the cribriform plate (arrow).
Associated bony erosion or destruction
of the uncinate process and inferior
turbinate is seen. (B) After treatment
with antituberculous medication for 2
months, marked decreased volume of
soft tissue mass, including the skull
base lesion, is seen.

B

단과 조기치료가 어렵다. 조기진단으로 항결핵제 치료가 조기
에 시행된 경우 합병증 없이 치료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 할 경우 후각 감퇴, 협부 종창, 뇌막염, 시력 장애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할 수 있
다. 비강 및 부비동 결핵의 진단을 위해서는 비강내의 조직을
포함하는 비강검사소견과 결핵의 과거력, 흉부 X-선 소견이
중요하며, 비강내 병변에 대한 조직 검사 상 전형적인 결핵
결절이 관찰되고, 환자의 분비물이나 조직에서 혹은 배양을
통해 결핵균이 동정되는 경우 확진 할 수 있겠다.
최근까지 부비동 전산화 단층촬영이 진단을 위해 많이 사
용되고 있으나 저자들이 알기에 아직까지는 부비동 및 비강
의 결핵에 대한 이 검사소견에 대해 거의 발표된 것이 없는
현실이다.
이들 부비강 및 비강의 결핵은 육안적 병리 소견 상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겠는데 첫째로 점막에 국한된 경우로 점
막의 비후, 폴립, 육아조직 등이 농성 분비물과 함께 관찰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형태이다. 둘째 형태는 더 진행되어 주변 골
부위로의 침범과 함께 건락성 괴사, 누공, 부골(sequestra)을 형
성하는 경우이다. 셋째 형태는 증식형으로 결핵종(tuberculoma)이 형성된 매우 희귀한 경우이다 (4,5). 본 첫 번째와 두 번
째 증례 모두에서 부비동 전산화 단층 촬영상 점막의 심한 비
후와 연부 조직 종괴 형성, 골 두께의 증가 및 일부 골 파괴 소

견을 보여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육안적 병리 소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관찰되었다. 특히 상악동 골벽의 일부 파괴된 소견과
육아조직의 비균질적인 조영증강의 소견은 보통 만성 부비동
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견과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비부비동 결핵의 감별진단으로는 이 부위에 육아종성 병변
을 나타내는 질환들로서 진균성 부비동염, 매독, 그리고 나병
과 같은 감염성 병변이나 Wegener씨 육아종증, 비경화증등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예에서와 같이 다량의 연부조직 종괴와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을 보이는 경우는 도립 유두종이나 림프
종과 같은 종양성 병변 또한 감별 해야할 질환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부비동 및 비강 결핵의 전산화 단층 촬영 소견
은 일반적인 만성 부비동염과 달리 다양한 형태로 관찰 되었
으며 임상증상이나 영상소견만으로 이들 질환들을 감별하기
는 어려우리라 생각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결핵의 빈도가 많
은 곳에서 부비동 전산화 단층 촬영상 위의 예와 같은 소견을
보이는 경우 결핵성 병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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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nasal Tuberculosis : Report of Two Cases
Demonstrated with CT1
Myeong Sub Lee, M.D., Dong Jin Kim, M.D., Myung Soon Kim, M.D.,
Ki Jun Sung, M.D., Dong Joon Park, M.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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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culous infections of the nasal cavity and paranasal sinuses are rare, as are descriptions of their radiologic findings, including those of CT. The authors recently encountered two cases of tuberculosis which developed in the paranasal sinus and the nasal cavity. Both were diagnosed by means of tissue biopsies taken from
the mucosa of the maxillary sinus during endoscopic sinus surgery and Caldwell-Luc’
s operation, respectively.
In one case biopsy revealed caseous epitheloid granuloma, shown on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to be consistent with tuberculosis. The other case involved a patient with pulmonary tuberculosis, in which nasal biopsy showed the presence of chronic granulomatous inflammation. In both cases CT scanning revealed a heterogeneous enhanced soft tissue mass in the paranasal sinus and nasal cavity, and associated findings consisting
of surrounding bony thickening of the maxillary sinus and focal bony erosion or destruction were noted. CT
findings of the latter showed prominent mass extension to the skull base, which was difficult to differentiate
from the tumorous condition of the sinonasal cavity. After taking antituberculous medication for about two
months, both patients showed substanti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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