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6;33:235-238

235

서      론

  십이지장 농양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질환이며 

비특이적 임상 증상 및 방사선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단 및 처치가 늦어져 적절히 치료하지 않

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1,2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십이지장 농양의 대

부분은 십이지장 궤양의 천공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
 십이지장 농양의 극소수만이 담낭의 천공이나 

누공형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4
 국내에서는 십

이지장 농양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 저자들은 심한 

식욕 부진과 전신 쇠약 증상이 있었던 고령의 남자 환

자에게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발견한 

십이지장 구부 농양을 내시경적으로 배액하고 항생제 

정주를 통해 임상경과가 호전된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84세 남자환자가 내원 2주일 전부터 시작된 식욕 부

진과 전신 쇠약감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 다. 

환자는 20년 전 결핵 진단 후 약물 치료로 완치 판정받

은 것 외에는 특별한 질환 없이 지내왔으며 내원 2주 전

부터 시작된 식욕 부진과 전신 쇠약감을 주소로 개인 

병원을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담낭염으

로 진단하고 입원치료 중 연고지 관계로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가족력은 특이 사항 없었다. 신체 검사에서 급

성 병색을 보이고 복부 촉진 및 타진상 심와부의 경미

한 직접 압통 외엔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압 120/80 mmHg, 호흡수 18회/분, 맥박 76회/분, 체온 

36.4
o
C 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10,300/m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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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이지장 농양은 십이지장 궤양의 천공으로 발생하거나 담낭염으로 인한 간 문맥 주위 농양의 십이지장과

의 누공형성으로 파급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질환이다. 일반적인 급성 

궤양성 천공이나 담낭염과 다른 비 특이적 증상및 방사선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지기도 

하며 치료는 배농술을 포함한 수술적 처치를 주로 시행한다. 저자 등은 심한 전신쇠약과 식욕부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서 담낭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 문맥 주위 농양에서 파급된 속발성 십이지

장 구부 농양을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수술 치료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내시경 배액술 

및 항생제 정주를 통해서 임상경과의 호전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색인단어: 십이지장 구부 농양, 내시경술



Figure 2. Initial endoscopic findings. (A) It shows a protruded mass-like lesion on the lesser curvature of the duodenal bulb. (B) A 

large amount of pus is drained at the site of scratching with the biopsy for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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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icroscopic finding. The duodenal mucosal shows 
multifocal patchy marked neutrophils infiltration (H&E stain, ×100).

Figure 4. The third endoscopic finding. Previous pus-drained 
lesion shows healing process. 

Figure 1. Abdominal CT scan. CT scan shows an about 6.5×4 cm-sized well-marginated fluid collection in the porta hepatis (A) and 

paraduodenal area (B). Air-fluid level is detected in the gallbladd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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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67%), 혈색소는 15.3 g/dL, 혈소판 370,000/mm
3
이

었다.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총 단백 7.6 mg/dL, 알부민 

3.3 mg/dL, AST/ALT/ALP 110/28/106 IU/L, 총 빌리루빈 

0.95 mg/dL, amylase/lipase 58/39 U/L, AFP/CEA 8.88/1.6 

ng/mL, CA19-9 102.30 U/mL이었다. 

  입원 당일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하 으며 복부 단순

촬 에서 경도의 마비성 장폐색 외엔 특이소견 없었고, 

내원 후 2일째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 에서 간문

부위에 약 6.5×4 cm 크기의 공기음 을 동반한 비교

적 경계가 뚜렷한 낭성 병변을 발견하 고 이 병변은 

십이지장 구부와 담낭의 경부, 그리고 췌장의 경부와 

인접하여 있었으며 담낭 내에 공기음 의 소견을 보

으나 담낭 내 담석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

  개인병원에서 담낭염으로 2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

았다고 하나 환자의 식욕부진 증상과 전신 쇠약감이 

심하여 상부 위장관에 궤양 및 다른 악성 병변의 동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복부 전산화 단층 촬 과 함

께 내시경검사를 시행하 으며 십이지장 구부의 소만 

측 부위에 내강 내로 돌출되어 있는 거대한 종괴가 관

찰되었다(Fig. 2). 종괴 중앙에는 원형의 침몰성 미란이 

있었고 종괴를 덮고 있는 점막은 주위 점막에 비해 발

적되어 있었다. 조직 검사를 위해 생검용 겸자로 중앙

의 미란 부위를 건드리는 순간, 내부로부터 다량의 농

이 배출되기 시작하 으며 내시경 검사 후 기존의 le-

vofloxacin 정주를 유지하면서 일반 외과와 수술적 처치

를 위해 협의 진료를 하 으며, 환자의 경과를 관찰 중 

심와부의 통증 및 반발통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내원시 환자의 환자의 식욕 부진 증상은 소실되고 전

신 상태도 급속히 호전되었으며 혈액 검사상에서도 백

혈구및 급성기 반응 물질들의 증가소견은 보이지 않았

다. 4일 후, 전신상태의 호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행

한 내시경 검사에서 이전에 보이던 종괴의 크기가 많

이 감소하 고 원형의 구멍이 보여 좀 더 내시경을 근

접시켜 확인한 결과 농으로 살짝 덮인 폐쇄된 공간

(pus-coated cavity)이 관측되었다. 십이지장 구부의 병변

에서 시행한 조직 검사의 결과는 점막표면이 미란으로 

염증성 괴사물질로 덮여있으며 점막고유층에 많은 급

만성염증세포의 침윤이 있었다(Fig. 3). 농양 배양 검사 

결과는 Acinetobacter baumanii와 Enterococcus faecalis의 

복합 감염이 확인되었다. 다시 6일 후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전에 보 던 종괴는 소실되었고(Fig. 4), 십이

지장 조 술에서도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내원당

시 환자의 식욕부진 및 전신 쇠약감은 완전히 호전되

어 거동하는 상태에서 내원 후 7일부터 유동식 식이를 

시작하 다. 2주 정도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고 십이지

장 농양 조 술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원 후 10일

경 환자는 수술적 처치 및 더 이상의 입원 치료를 거부

하고 자의 퇴원하 다. 환자는 본원에서 퇴원한 후 아

무 의료 기관을 방문한 일이 없이 가벼운 치매 증세를 

제외하고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고      찰

  환자의 내시경 소견과 복부전산화단층 촬 소견을 

종합하면 환자의 간 문 농양이 인접 장기인 십이지장

으로 파급되어 십이지장 구부 농양이 발병하 을 가능

성이 크다. 저자들은 간 문 농양 발병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하 다.

  첫째, 십이지장 궤양의 합병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이다. 천공은 십이지장 궤양의 주요 합병증 중의 하나

로서
5,6
 십이지장 궤양의 천공으로 발생한 농양의 대부

분은 후복막강 내에 위치한다.
7
 이와 달리 Camilleri 등

3

은 십이지장 궤양의 후복막강 내 천공으로 발생한 간 

하부 농양을 보고하 으며, Albu 등
1
은 십이지장 벽 내

에 발병된 십이지장 농양을 보고하기도 하 다. 십이지

장 궤양이 십이지장과 간 사이에 위치한 소 복막 낭으

로 천공된 증례가 있는 점과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하여 후복막강 내 농양이나 간 하부 농양 등 복부 농

양이 발병한 증례가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환자의 

간 문 농양이 십이지장 궤양의 합병증으로 발병하 을 

가능성은 있으나 내시경검사 당시 환자에게서 십이지

장 궤양을 앓은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둘째, 담낭염

의 합병증으로 간 문 농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담

낭 천공은 담낭염의 위험한 합병증 중의 하나
8
로서, 천

공의 급성기에는 복막염의 형태로, 아급성기에는 담낭

주위 농양의 형태로, 그리고 만성기에는 담낭과 위장관 

사이 누공의 형태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
9
으로 알려

져 있고, 급성기와 만성기의 담낭 천공에서 병인기전 

및 치료에 대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음이 제시되었

다.
10
 즉, 급성기의 담낭 천공은 주로 젊은 사람에게서 

허혈성 손상이나 면역학적 억제가 되있는 경우에 잘 

일어나고 응급 수술을 요하며 수술 후 사망률도 높았

으며, 만성기의 담낭 천공은 주로 담낭결석이나 담낭염

이 있거나 경험한 노인들에게서 잘 일어나고 수술 후 

사망률 및 합병증도 급성기군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담낭 주위 농양에 대해서는 Takada 등
11
이 16명

의 환자들을 초음파 소견에 따라 담낭 기저부(9명),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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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 벽내(3명) 및 복강 내(4명)로 나누었으며, 이 분류에 

따르면 상기 환자의 간 문 농양은 담낭의 왼쪽에 인접

하고 있는 담낭주위 농양으로 복강내부 형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Kharchenko 등
4
은 결석성 담낭염과 함께 

십이지장 벽 내에 병발한 농양 1예를 보고하면서 십이

지장 농양의 형성이 담낭과의 누공 형성으로 인한 것

으로 추정하 다. 본 증례와 가장 유사한 경우로 보이

는 십이지장 농양의 처치에 있어서 Kharchenko 등이 

담낭, 십이지장 절제술과 함께 배농관을 설치하고 항생

제치료를 병행하여 합병증 없이 치료하 으며 이는 

Roslyn 등
10
이 앞서 기술한 담낭 천공의 만성형에 해당

하는 담낭과 위장관 사이의 누공형태로 발현시에도 담

낭절제와 배액술 시행 등의 수술적 처치와 항생제 치

료를 병행하 던 것과 일치하나 수술적 처치와 항생제 

정주외에 다른 치료법에 대해 기술된 것은 없으며 수

술이 불가능하거나 연기되는 경우 내시경적 농양 배액

술 및 다른 대안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

하게 확립된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에서 환자의 복부 전산화 단층촬

 소견에서 담낭 안에 비정상적인 공기 음 이 보

던 점과 환자의 간 문 농양이 담낭 주위 농양의 복막 

내부 형에 근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 문 농양

이 담낭염의 합병증으로 발병하 을 가능성이 전자의 

십이지장 궤양의 합병증으로 발병했을 가능성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불가피하게 환자의 사정으로 수

술을 시행하지 못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은 내시

경을 통해 농양의 배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감수

성 있는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완전한 추적 관찰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 지만 

향후 십이지장 구부 농양의 환자에 있어서 수술 치료

가 불가능한 경우에 내시경적 배액술에 대해서도 조심

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 등은 내시경검사로 우연히 확인된 십이지장 구

부 농양을 내시경 배액술과 함께 항생제 정주로 임상

경과가 호전된 1예를 경험하 으며, 아직까지 십이지

장 구부 농양은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문

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ABSTRACT

  Duodenal abscess is a rarely reported disease throughout 

the entire world. Duodenal abscesses are developed mostly 

from the complication of duodenal ulcer perforation, and 

only small percentage of duodenal abscesses are the result 

of cholecysto-duodenal fistula which was made by gall 

bladder perforation. We report a 84-year-old male patient 

who presented to the emergency department with severe 

anorexia and generalized weakness for 2 weeks. The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done and revealed a 

protruding mass at the lesser curvature of the duodenal 

bulb. As soon as the mass was punched with a biopsy 

forceps, a large amount of abscess began to pour out into 

the intestinal lumen. Abdominal CT scan demonstrated the 

presence of an air-fluid level the in gall bladder and also 

abscess in the porta hepatitis which was located between 

the gall bladder and the duodenum. Because the patient 

refused any surgical intervention, we treated him con-

servatively with intravenous antibiotics. Patient's symptom 

of anorexia was slowly resolved, and patient was dis-

charged 10 days later.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6;33:2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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