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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감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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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tes is of Greek derivation (“askos”) and refers to a bag or sack. Although the diagnosis of ascties may be suspected on the
basis of the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final confirmation is based on successful abdominal paracentesis or detection of
ascites on imaging. Determination of the cause of ascites is based on the result of the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and ascitic
fluid analysis. In general, few other tests are required. This article will highlight the various methods for differential diagnosis for
ascites with an emphasis on how to differentiate the underlying cause of as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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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수(ascites)는 복강 내에 비정상적 혹은 병적으로 체액이 저류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복수의 원인으로 국
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경변증에 의한 경우가 60%, 악성 종양 26%, 결핵성 복막염 7%, 기타 8%로, 간경
변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1 간경변증에 속발된 복수는 비교적 쉽게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기저
질환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여러 질환이 함께 동반된 경우는 감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임상에서 흔하
다. 본고에서는 복수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실제 복수가 존재하는가?
임상에서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복부 팽만감은 복수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장 내 gas, 두꺼워져 있는 복막(omentum), 지방층염(panniculitis), 비만,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난소 종양에 의해
서도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다. 신체 검진과 병력으로 이들 환자들을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난소 종양의 경우는 측복부(flank) 타진에서 공명음(tympanic), 복부 중앙이 둔탁음(dullness)이 들리며,
지방층염 등은 수개월-년의 병력을 지니고 있다.2 복수 존재를 위한 신체 검진의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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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탁음(Shifting dullness)
앙와위에서 타진을 하여 공명음과 둔탁음의 경계를 잡고 다시 측와위로 해 공명음과 둔탁음의 경계를 잡
는다. 복수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 경계선이 움직이는 반면에 복수가 없다면 고정되어 있다. 복수의 양이 최
소 1,500 mL 이상 있을 때 이동탁음이 나타난다. 측복부에서 공명음이 들리면 복수가 존재할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2. 액체 파동(Fluid wave)
환자의 한쪽 옆구리에서 검사자의 한쪽 손가락을 강하게 튕기고, 환자의 다른 옆구리에서 검사자의 다른
손으로 액체 파동을 느끼는 것으로 복부 피하지방을 통한 파동의 전달을 막기 위해 환자의 복부 중앙선을
보조자가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위양성 및 위음성이 흔하게 나타난다.

복수 천자
복수 천자는 복수의 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검사이다. 간경변증으로 추적을 받던
환자라도 처음 발생한 복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 천자를 시행하여 복수의 원인을 밝혀야 하며, 기존에
복수가 있던 환자라도 원인 미상의 간 혹은 신기능의 악화, 의식의 변화, 미세한 복부 통증을 동반한 경우에
는 복수의 감염을 배제하기 위해서 복수 천자를 시행하여야 한다.
복수 천자는 매우 안전한 검사법으로 혈액 응고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간경변증 환자에서도 심한 섬유소
용해 혹은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전처치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단
지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에서 복벽 혹은 복막의 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1. 복수의 육안적 소견
3

호중구 수가 250/mm 이하인 염증이 없는 복수는 약간 노란색을 띤 투명한 액체이다. 복수 내 호중구 수가
1,000/mm 3 까지는 복수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이상의 경우부터는 육안적으로도 탁하게 보인다. 천자와 관련
된 외상성으로 혈성 복수가 된 경우에는 바로 응고가 되어 실제 혈성 복수와 감별할 수 있다. 천자한 복수가
우유빛인 경우는 TG가 200 mg/dL이상인 유미성 복수를, 진한 갈색이면서 혈청보다 높은 bilirubin치를 보일
경우는 담도계의 천공을 의심해야 한다.3

2. 복수 성상에 의한 감별
새롭게 복수가 발생한 환자에서는 반드시 진단적 복수 천자를 시행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복수를
이용해 생화학적 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비용 대비 효율에서 routine (혈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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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s for Ascitic Fluid Analysis
Routine

O ptional

Unusual

Unhelpful

Cell count
Album in
Total protein

Am ylase
Culture in blood bottles
G lucose
LD H

Bilirubin
Cytology
TB sm ear, culture, and PCR test
Triglycerides

Cholesterol
Fibronectine
Lactate
pH

LDH, lactate dehydrogenase; PCR, polym erase chain reaction; TB, tuberculosis.
Table 2. Classification of Ascites according to Serum -Ascites Ablum in Gradient (SAAG)
High Gradient ≥1.1 g/dL

Low Gradient < 1.1 g/dL

Alcoholic hepatitis
Budd-Chiari syndrom e
Cardiac ascties
Cirrhosis
Fatty liver of pregnancy
Fulm innant hepatic failure
M assive liver m etastasis
“M ixed” ascites
M yxedem a
Portal vein throm bosis
Sinusoidal obstructive syndrom e

Biliary ascites
Bowel obstruction or infarction
N ephritic syndrom e
Pancreatic ascites
Peritoneal carcinom atosis
Postoperative lym phatic leak
Serositis in connective tissue disease
Tuberculous peritonitis

감별 수치와 알부민농도 측정, 세균 배양 검사), optional, unusual 그리고 unhelpful로 구별될 수 있다(Table 1).2

3. 세포 수 검사
3

합병증이 없는 간경변증 환자의 복수 내 백혈구 수는 500/mm 이하이나 급속한 이뇨로 인하여 복수가 농
축된 경우는 1,000/mm 3가지 상승할 수 있다. 호중구 수는 250/mm 3을 넘지 않으며, 급속한 이뇨 시에도 이 수
치를 넘지 않는다. 결핵성, 암성 복수의 경우에 백혈구가 상승하는데 이때는 림프구가 우세하다. 혈성 천자
의 경우에는 적혈구 250개당 중성구가 1개로 계산하여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며, 심장성 및 유미성 복수
에서는 울혈 된 간이나 림프관으로부터 적혈구 누출로 복수 내 적혈구 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4. 혈청-복수 알부민 기울기(serum-ascites albumin gradient; SAAG)
SAAG에 따라 문맥압 항진에 의한 복수(SAAG ≥1.1 g/dL)와 다른 원인에 의한 복수(SAAG <1.1 g/dL)를 구
2

분하는 것은 감별진단의 기본이다(Table 2). SAAG는 복수 발생의 병인(간경변인지 여부 포함) 혹은 복수 내
알부민이 간 혹은 장관 등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설명해주지는 못하며, 단지 문맥압 항진 여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이다. SAAG는 문맥압을 반영하기 때문에 복합 요인에 의한 복수(예로써,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막 결핵의 병발)의 경우에도 문맥압 상승이 교정되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는다. 정확한 SAAG를 위해선
동시에 혈청 및 복수를 채취하는 것이 좋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라도 같은 날 채취한 샘플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간경변증이 심해 혈청 알부민이 1.1 g/dL 이하인 경우 SAAG는 1.1 이하로 나올 수 있고, 저혈압이 심
한 경우 문맥압이 감소해 SAAG도 감소할 수 있으며, 유미성 복수의 경우 지방에 의해 알부민 측정에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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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겨 SAAG가 높게 나올 수 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흔하게 보이는 고 감마글로부린 혈증이 있는 경우
SAAG 가 낮게 나올 수 있다.

5. 총 단백농도
복수 내 단백질이 2.5g/dL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간굴모양혈관(sinusoid) 혹은 복막에서 유출되는 경우이다.4
복수 내 총 단백농도는 SAAG와 더불어서 복수 감별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심부전, 협착성 심장막염
(constrictive pericarditis), 초기 버드-키아리 증후군 등 간굴모양혈관 이후의 원인에 의한(post-sinusoidal) 문맥
압항진증에서도 SAAG가 1.1 보다 크지만 복수 총단백이 2.5 g/dL 이상으로 높다는 점에서 간경변성 복수와
감별 할 수 있다. SAAG가 1.1 보다 낮은 신증후군에 의한 복수는 복수 내 단백이 2.5g/dL 미만으로 SAAG가
1.1보다 낮지만 복수 단백이 2.5 g/dL 이상인 악성 종양이나 결핵성 복막염 복수와 감별이 가능하다.5

6. 세균 배양
복수 천자 시 동반된 세균 감염 여부를 보기 위해 반드시 복수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복수를
천자하여 혈액 배양 용기에 주입하여야만 양성률을 높일 수 있다.

7. 결핵균 도말 및 배양
결핵균 도말 검사는 민감도가 낮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배양 검사의 경우는 약 35-50%의 민감도를
지니고 있으나 결과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복강경 복막 생검의 민감도는 거의 100%이다. TB PCR
검사는 배양 검사에 비해 결과를 빨리 알 수 있지만 약제 감수성을 알 수 없으며, 실제 임상에서의 유용성에
대해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8. ADA (adenosine deaminase)
결핵성 복막염 진단에 ADA 검사의 특이도는 90%이상이다. 그러나 민감도는 낮고 특히 간경변증이 동반
된 경우, 복수 내 단백질이 낮기 때문에 ADA 농도도 낮아 더 낮은 민감도를 보이게 된다. 즉, 간경변 환자
에서는 ADA가 낮더라도 결핵성 복막염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임상 및 복수 소견이 합당한 경우, ADA가 낮
더라도 간경변성 복수에 합병된 결핵성 복막염을 의심하여야 한다.6

9. 세포진 검사
암의 복막 전이로 인한 복수의 경우는 거의 100%의 민감도를 보이지만 복막 전이가 없는 경우는 민감도
가 높지 않다. 간세포암의 경우에도 기저 질환인 간경변증에 의한 복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수 세포진
검사의 양성률은 10% 이하이다. Massive liver metastasis에 의해 이차적으로 문맥압이 상승한 경우는 SAA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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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상 나올 수 있다.

10. 기타 검사
LDH는 복수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거의 진단적 가치가 없다. 장천공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복수 내 당의 농도는 정상을(혈당과 비슷) 유지한다. 따라서 복수 내 당 농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이차성
복막염을 시사한다.
췌성 복수나 장천공 등에서 복수 내 아밀라제가 상승한다. 대개 췌성 복수의 경우는 복수 내 아밀라제가
2,000 IU/L 이상으로 장천공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복수 환자의 감별 진단
복수의 가장 큰 원인은 간경변증에 합병된 경우이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임상에서
접하며, 약 5%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mixed type으로 두 가지 이상 질환에 합병된 경우도 임상에서 접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기저 질환으로 간경변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간경변증에 의한 복수로
간과해 결핵 등의 동반된 다른 치료 할 수 있는 질환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복수 성상 검사에서 조금이라
도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예로써 비정상적으로 림프구가 많은 경우 등) 혹은 일반적인 이뇨제 치료에 반
응하지 않는 간경변증에 합병된 복수인 경우 동반된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1에 복수의 감별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flow를 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가지
이상의 원인으로 복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단적 접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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