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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된 십이지장 천공 증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혜민·도민영·최세명·양경호·허창재·조광범

서  론

십이지장 천공은 소화성궤양의 합병증, 혹은 상부위장관

내시경이나 내시경 역행적 담관 조영술(endoscopic retro-

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등의 내시경 시술 

도중 의인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빈도는 소화성궤양에 의

한 경우가 2-10%, 내시경 시술 도중 기구에 의한 경우는 

1% 이하로 드물다.1 상복부 통증, 복부팽만감, 발열 등의 증

상이 있을 수 있으며,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

반적으로 유두부 주위 천공이나 외벽 천공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술적 혹은 내시경 치료로 천공 부위를 봉합 하는 것

이 추천된다.2 기존 보고에서는 대부분 급성 천공만이 보고

되어 있으며 십이지장 천공이 만성이 된 보고는 드물다.3 

대부분의 시술과 관련된 천공은 시술 도중이나 시술 직후 

바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천공에 따른 증상이 즉시 발현

되기 때문에 보존적인 처치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

이다. 저자들은 담관 결석에 의한 담관염 치료를 위해 내원

한 환자에서 ERCP 도중 우연히 발생 시기를 알 수 없는 이

전의 십이지장 외벽천공을 발견하였고, 보존적 치료 후 완

치되었던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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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denal perforation can occur due to complications caused by ulcers, other 
inflammation or by the instrument used during the procedure such as endoscopy,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however, its incidence 
is not high. Most cases of perforation of the lateral wall of the duodenum are acute 
and require immediate surgical or endoscopic treatment. Cases of chronic duodenal 
perforation are rarely reported. This report presents the case of a previous perforation 
that was discovered unexpectedly during ERCP in a patient with cholangitis due to 
common bile  duct stones.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perforation was unknown. 
After medical treatment, the patient was able to return to daily life. We have reported 
this case along with a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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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68세 여자 환자가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발열과 우상복부 압통이 있었으며 혈액 검사에

서 백혈구 13.09×103/uL, 혈색소 12.6 g/dL, 혈소판 332×

103/uL이었고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총 빌리루빈 4.57 mg/

dL, AST 115 IU/L, ALT 177 IU/L, Alkaline phosphatase 

(ALP) 1,471 IU/L, 아밀라아제 252 U/L, 리파아제 120 U/L 

이었며,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에서 총 담관 결석을 동반한 급성 담관염 소견(Fig. 1A) 

을 보여 응급 ERCP를 통한 총 담관내 담석 제거술을 시행

하였다. 환자는 내원 3년 전 총 담관내 담석 및 간내 담석으

로 본원에서 ERCP를 통한 담석 제거와 좌측 간부분 절제

술,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었다.

특이할 만한 합병증 없이 담관 담석을 제거하였는데 시

술 중 후복강 내 공기 음영(Fig. 2)을 발견하였고 천공을 의

심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유두절개를 

시행한 반대편 십이지장 외벽에 1 cm 크기의 둥근 모양의 

점막결손이 발견되었다(Fig. 3). 그러나 천공의 경계면이 

비교적 단단하고 부종이 있으면서 완만하였고 출혈반흔이 

보이지 않았으며 비교적 오래된 지저분한 노란색의 삼출

물들이 천공기저부의 후복강에 덮혀 있는 것으로 보아 시

술 전 이미 있던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시술

을 종료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복부 엑스레이와 CT를 

시행하였는데 시술 전 CT와 달리 후복강 내 공기 축적소견

이 보였다(Fig. 4). 천공 시기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

에게 자세한 병력 청취를 재시행하였다. 환자는 고혈압으

로 항고혈압제를 관절염으로 간간히 진통소염제를 복용하

였으며 최근 간헐적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은 있었으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투약은 하지 않았다. 3년 전 ERCP 

Fig. 1. Computed tomography performed on the admission day. (A) Dilated common biliary duct and bile duct stone was found, (B) Duodenal wall 
thickening and increased attenuation was found (Arrow).

A B

↘

Fig. 2. Retroperitoneal air was noted after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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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후의 복부 엑스선 사진을 재검토 하였으나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수술 소견에서도 천공과 관

련된 기록은 없었으며 이후 추적 CT에서도 이상소견은 없

었고 천공을 의심할 만한 증상도 없었다. 2달 전 타 병원에

서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한 이후에도 천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자각하지 못하였다.

시술 전 시행한 CT를 재판독한 결과 장관 밖에서 공기음

영은 관찰되지 않으나 십이지장 벽의 비후와 주변부 액체 

저류처럼 보이는 소견이 관찰되어 이전부터 병변이 있었

을 것으로 추정하였다(Fig. 1B).

환자는 복통이 심하지 않고 약간의 미열만 있고 병변은 

만성적 천공으로 판단되어 금식과 항생제 및 수액공급을 

하면서 관찰하였고 증상의 호전과 함께 추적 CT에서 후복

강 내 공기가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입원 9일째 내시경적

인 봉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내시경 선단에 캡을 장치한 후 

Fig. 5. Follow up Endoscopy. (A) After 9days after ERCP, Perforation site was shrunk on deflation. (B) Perforation site was healed spontaneously 6 weeks 
after discharge.

A B

Fig. 3. Duodenal perforation was noted after endoscopic retrograde. 
Exudates and granulation tissues were noted.

Fig. 4. Computed tomography performed after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showed the presence of retroperitoneal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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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주입없이 십이지장을 관찰하였을 때 천공 양상은 이

전과 비슷하였으며 변연이 두껍고 딱딱한 육아조직 및 삼

출물들이 붙어있어 봉합 실패 후 시술을 종료하였다(Fig. 

5A). 이후에도 환자는 여전히 증상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식이를 시작하면서 10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2주 후 시행한 추적 복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후복강 

내 공기음영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고, 복통과 발열 증상

도 없어 더 이상 추가적 처치 없이 경과 관찰하였다. 이후 1

달 뒤 추적한 위내시경에서 이전에 있던 십이지장 천공은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Fig. 5B).

고  찰

십이지장 천공은 소화성궤양이나 게실의 합병증 혹은 상

부위장관 내시경이나 ERCP 시술 도중 기구에 의하여 의인

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천공은 급성기에 발견이 

되나 만성으로 진행되어 발견된 경우는 드물다. 천공의 원

인으로서 십이지장 궤양이나 게실염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십이지장 궤양은 대부분 십이지장 구부, 즉 유문부에

서 2-3 cm 이내에서 발생하며 구부를 지나서 발생하는 궤

양은 흔치 않다.4 십이지장 궤양 천공의 약 40-50% 정도에

서 천공부위가 그물막에 의해서 또는 간 아래쪽과 쓸개와 

간겸상간막사이에서  자체적으로  봉해질  수  있다(self-

seal).5 그러나 봉해졌던 천공은 시술 중 주입된 다량의 공기

로 인하여 후복강 내에 누출되어 발견될 수도 있다.  본 증

례의 천공부위는 십이지장 궤양이 흔하게 발생하는 위치

가 아니며 오히려 ERCP 시술 중 발생하는 내시경에 의한 

천공 부위와 일치하기에 궤양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은 희

박하다고 사료된다. 또 다른 천공의 가능성으로 십이지장 

게실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증례의 경우 이전 CT나 내시

경에서 게실의 증거가 없었다. 그 외에도 크론병, 결핵과 

같은 감염증, 악성종양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증례와는 

맞지 않다.6 결국 이 증례의 천공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

게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천공이 발생한 위치를 볼 때 내시

경 같은 기구에 의한 인위적 천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

겠다. 

시술과 연관된 십이지장 천공은 발생시 증상이나 영상학

적 검사로 인하여 곧바로 인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천공

된 궤양을 그냥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십이지장 외

벽의 천공은 복강 내로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통증과 

복막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발견된다.7 그러나 때

로는 후복막강으로 천공이 일어난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다.3,8

본 증례의 천공이 발생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러나 만성 병변이라고 보여지는 근거로는 첫째, 천공의 모

양으로, 방금 천공된 부위는 점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미세혈관의 손상이 일어나고 신선출혈흔이 관찰되는데 본 

증례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없었다. 오히려 천공 변연이 둥

글면서 두텁고도 딱딱하게 육아조직이 이미 형성되어 있

었고, 천공바닥에는 후복막강의 연조직위에 괴사가 된 누

런색의 삼출물이 덮혀 있었고 역시 출혈반이 관찰되지 않

았다.1 둘째, 후향적으로 다시 검토한 시술 전 CT 사진을 보

면 장관 밖에서 공기음영은 관찰되지 않으나 십이지장 벽

의 비후와 주변부 액체 저류처럼 보이는 소견이 있다. 이는 

시술 전부터 십이지장에 이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소견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본 증례에서 천공이 발생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즉 3년 전의 ERCP 시술이나 간 부분절제 수술, 2달 

전의 내시경 시술력이 있었으나, ERCP 시술 전후나 수술 

전후 사진에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타병원 

내시경 이후에도 특이할 만한 주관적 증상이 없었기에, 관

련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떤 시술이 천공을 일으켰는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단지 이번 ERCP 시술 전 CT 

사진에서 보이는 두꺼워진 십이지장 벽과 주변 삼출물의 

존재와 내시경에서 보이는 천공병변의 양상이 이전부터 

있었던 천공임을 시사하는 단서라고 사료된다. 

의인성 즉, ERCP 합병증으로 발생한 십이지장 천공 251

례를 보면 62%에서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였고 38%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93%에서는 호전을 보였다.9 또 다른 보고에서는 ERCP 후 

천공이 발생한 환자의 20-50%에서 수술을 시행하는데 대

부분이 십이지장 혹은 공장 외벽이 천공된 경우들 이었

다.10,11  본 증례의 천공위치는 Stapfer 등2의 분류 중 1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술적 처치가 주가 되나 일부에서는 내

시경 봉합술을 시행하기도 하였다.12,13

궤양으로 인한 천공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되

며, 특히 복막염으로 인한 급성 병색이 있다면 더욱 응급수

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가 안정적이며 병변을 내시경

을 이용한 봉합이 가능하다면 비수술적 치료도 보고된다. 

본 증례는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후복막강내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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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있었으나, 병변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판단되었고 증

상이 없었기에,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되었다. 특히 추

적내시경을 시행할 때 병변이 공기 주입으로 인하여 벌어

질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내시경 선단부에 캡을 

장착 후 공기 주입 없이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런 방법이 

장관 천공부위를 확인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중에 경과가 악화가 되

는 경우가 28% 정도 되어 지연수술을 시행하였고, 이런 경

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치료방법의 선택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14,15

결국 본 증례처럼 우연히 발견된 만성십이지장 천공의 

치료방법은 구체적인 것은 없으나 환자에 따라서 사려 깊

게 고려하여야 하겠다. 

요  약

대부분의 십이지장 천공은 증상을 유발하므로 급성기에 

발견된다. 그러므로 시기를 알 수 없이 우연히 발견된 만성 

십이지장 천공은 드물고 치료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본 

증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후에 병변이 호전되었다. 이와 

같이 우연히 천공이 발견된 증례는 드물고 향후 관심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국문 색인: 만성 십이지장 천공, 내시경 역행적 담관 조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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