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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십이지장 누공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

서민우
평택성모병원 소화기내과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with Cholecystoduodenal Fistula

Min Woo Seo
Department of Gastrointestinology, Pyeongtaek St. Mary’s Hospital, Pyeongtaek, Korea

Cholecystoduodenal fistula, caused by gallbladder stone, trauma, peptic ulcer disease, and malignancy, is an uncommon cause of 
upper gastrointestinal hemorrhage. I report a case of cholecystoduodenal fistula with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and gall-
bladder cancer. An 85-year-old male, complaining of hematemesis, was presented to the emergency department. Endoscopic exami-
nation revealed a 2 cm-sized ulceration at the first portion of the duodenum. Imaging studies, including CT, displayed chol-
ecystoduodenal fistula accompanied with thickened gall bladder wall, air-fluid level in the gall bladder, and multiple hepatic meta-
static lesions. The patient was referred for bleeding control surgery; however, he died due to recurrent and massive bleeding before 
surgery. Since bleeding from cholecystoduodenal fistula is associated with high mortality, early detection is critical for the prognosis. 
However, there is no typical symptoms and signs of cholecystodudodenal fistula. Additionally, diagnosis of cholecystoduodenal fis-
tula using endoscopy alone was difficult.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se different diagnostic modalities, including enhanced 
CT.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2;22: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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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담낭장관 누공은 담낭과 장관의 비정상적인 연결을 지칭한

다. 보통 담관계의 돌에 의한 드문 합병증이나 이 외의 원인으

로는 수술 후 합병증과 위장관계 궤양, 외상 그리고 악성 종양

이 있다.1 발생 원인으로는 담낭의 염증성 반응으로 인해 인접 

장기, 특히 십이지장과의 유착이 발생하고, 이후 지속되는 압박

으로 인해 담낭장관 누공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

상복부 통증, 발열, 황달, 위장관 출혈 등 임상적인 증상이 

비 특이적이고 다양해서 대부분 담낭염에 대한 수술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3 이 중 담낭장관 누공에 의한 다량의 상

부 위장관 출혈을 첫 증상으로 진단된 증례보고는 많지 않다. 

특히 국내에 담관계의 돌이나 염증에 의해서가 아닌 악성 종양

에 의한 경우로 추정되는 사례는 이제까지 보고가 없다. 이에 

상기 증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증 례

85세 남자는 평택성모병원에 2일된 흑색변과 당일의 토혈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였다. 신체 촉진상으로 경미한 명치부압

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내원 당시 생체징후 상 혈압 100/80 

mmHg, 맥박 80/min, 호흡 수 20/min, 체온 36.8도로 확인되

었다. 환자는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cil-

ostazol을 복용하고 있었다. 매일 소주 1병의 음주력이 있었

으며 이외 특이 수술력은 없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

액 검사상으로 총 백혈구 14,550/mm3, 헤모글로빈 7.0 g/dL, 

그리고 혈소판 300,000/mm3로 측정되었다. 생화학 검사상

으로 총 빌리루빈 0.24 mg/dL, 아스파테이트아미노전이효소 

18 U/L,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10 U/L,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53 U/L, 혈액요소질소 25.7 mg/dL, 크레아티딘 0.78 mg/dL, 

그리고 C반응단백 3.54 mg/dL로 확인되었다. 상부위장관 출혈

에 대하여 응급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위강 내로 내

시경 진입 시 최근 출혈로 의심되는 다량의 혈종이 관찰되었다

(Fig. 1A). 또한 위의 전정부 소만에 외부 압박에 의한 내강으로

의 점막 돌출이 관찰되었다(Fig. 1B). 흡입 및 스콥의 선단을 

이용하여 혈종을 제거하며 십이지장으로 진입하자, 혈괴는 

십이지장 first portion까지 이어져 있었고, 유문부 통과 후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21.0057&domain=pdf&date_stamp=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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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 The esophagogastroduodenoscopy finding. (A) When the scope enters the gastric antrum, hematoma from the duodenum is observed. (B)
The antrum lesser curvature shows external indentation by the gallbladder. (C) The duodenal first portion shows fistula opening and hemorrhagic 
leakage.

 A  B

Fig. 2. (A) Contrast-enhanced CT shows 
cholecystoduodenal opening at the duo-
denum (arrow). (B) Coronal views shows 
air biligram with thickened gall bladder 
wall (arrow).

Fig. 3. Contrast-enhanced CT shows multiple liver masses (arrow) 
consistent with multiple metastases.

약 2 cm 가량 진입 시 6시 방향에 상피하 종양 형태의 정상 

점막 돌출과 중앙부에 2×2 cm의 혈괴가 부착되어있는 궤양 

형태의 출혈 원인병소가 확인되었다(Fig. 1C). 상기 부위에 워

터제트 기능(water jet)과 엘리게이터포셉(alligator forcep)을 

이용하여 좀 더 명확히 출혈병소의 구체화를 시도하였고, 상기 

궤양부위 전체에서 밀려나오는 양상의 혈종이 관찰되어 궤양 

기저부 전체가 출혈 원인 부위로 추정되었다. 출혈의 원인 부위가 

크고 비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 내시경적 지혈술은 어렵

다 판단되었다. 또한 위강 내 외부압박의 병변과 십이지장에 비

전형적인 궤양 출혈에 대하여 조영 컴퓨터단층촬영(enhanced 

CT)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검사를 종료하였다. 이어서 시행

한 CT 상으로 담관계 내의 다량의 공기와 확장된 담낭이 관찰되

었으며, 담낭의 일부가 십이지장의 벽과 연결되어 있었다(Fig. 2). 

이외 담낭벽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비후와 간 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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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의 전이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다(Fig. 3). 이에 담낭의 악

성 종양에 의한 십이지장 누공과 이로 인한 출혈 진단 후 응급 

혈관조영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후 환

자는 내시경 종료 1시간 이내에 다시 반복되는 토혈을 보이며 

의식저하 소견을 보였다. 이어서 혈압강하 증상과 심정지가 있

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결국 추가적인 치료에 이르

지 못하고 심폐소생술 후 사망하였다. 본원 응급실 내원 12시

간 이내에 사망하였다.

고 찰

담낭십이지장 누공은 담관장관 누공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61~77%).4 수술과 관련이 없는 자발적 담관장관 누공의 원인

으로는 담관계 돌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90%). 그 외에는 

궤양성 질환(6%)과 악성 종양에 의한 경우(4%)가 있다.1 이 중 

담낭의 악성 종양에 의한 누공 형성의 증례는 국외 문헌 고찰 

상으로는 장관 외에도 피부 및 기관지등 다향한 형태의 누공이 

보고된 바 있으나 빈도는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다.5-7 국내 

증례보고로는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담낭암에 의한 담낭대장 

누공의 사례와 담낭암에 의한 담낭위 누공 및 담낭십이지장 누

공의 보고가 있다.8-10 본 증례의 경우 단순 담낭암의 십이지장 

침윤에 의한 출혈 및 천공과 담낭십이지장 누공의 형성에 의한 

출혈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 환자는 내시경 소견 상으로 출혈 

원인 궤양의 주변부로 상피하 종양 양상의 정상점막의 돌출만 

관찰되었으며, 악성 종양의 침윤을 의심할만한 내강의 협착 및 

점막의 염증 및 악성 변화 소견은 없었다. 또한 CT 영상에서 

복강 내 자유공기(free-air)가 없는 가운데, 담낭 내에 공기음영

만 관찰되어 담낭과 십이지장의 비정상적인 통로 형성을 의심

할 수 있어 누공의 사전적 의미에 합당하다 판단하였다. 이외 

황색육아종성 담낭염(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과 

같이 담낭의 악성 종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염증에 의한 소견

의 가능성도 있으나, 간의 원발 부위에 발생한 돌출성 간내전이

종괴(exophatic metastatic mass) 소견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악성 종양의 원발 병소에 의한 병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으로 생각된다.11

담낭십이지장 누공의 전형적인 임상적 증상과 징후는 불분명

하다. 만성적인 담관계의 질환에 의한 증상과 감별되지 않으며, 

이전에 담관돌의 기왕력, 잦은 담관염, 여성, 고령이 위험인자

로 알려져 있다.5 진단으로는 바륨 조영 검사나 CT 검사, 초음

파,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중 특히 CT 검사를 

이용하며 비침습적으로 담관계 내의 공기음영이 동반된 누공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의 다양성과 불분명

함으로 인해 수술에 앞서 진단되는 경우는 8~17%에 불가하

다.3 이러한 증상의 비특이성과 관련하여 간담도계질환의 증상 

및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상부위장관 출혈의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 상기 질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반적인 담낭십이지장 누공의 경우 담낭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와 함께 치료가 가능하지만,12 출혈이 동반된 경우 이에 대

한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 담낭십이지장 누공에 의한 출혈의 경

우 변연부 궤양에 의한 출혈과, 간 동맥(hepatic artery)이나 담

낭 동맥(cystic artery)의 동맥류 파열(anerysm rupture)에 의

한 경우가 많다.13 내시경적 지혈이나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지

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수술적 치료나 경우에 따라 경동맥 

색전술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적절한 초기 진단이 중요

하다.14 국내에서는 2018년 담석급성 담낭염과 담낭십이지장 

누공이 형성된 환자에 있어 담낭 동맥으로부터의 출혈에 대해 

혈관색전술을 통해 지혈 성공한 사례보고가 있다.15 특히 금번 

증례와 같이 위 내시경만으로는 비전형적인 소견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기에 조영 CT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

용한 진단적 접근이 중요하다.16,17

요약하면 저자는 비특이적인 십이지장 궤양 형태의 출혈에 

대해 CT 검사 결과 담낭의 악성 종양에 의한 담낭십이지장 누

공 출혈로 진단된 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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