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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상복부 통증의 드문 원인: 십이지장 3부의 게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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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re Cause of Acute Upper Abdominal Pain: Diverticulitis of the 3rd Portion 
of the Duodenum

Yong Woo Ahn, Kang Nyeong Lee, Eun Young Doo, Ki Deok Yoo, Young Taek Kim, Kang Won Lee, Oh Young Lee, Byung Chul Yo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uodenal diverticulitis is a rare cause of upper abdominal pain and is usually not considered when evaluating patients with acute 
upper abdominal pain. Furthermore, the duodenum is located near the pancreas and bile duct, and duodenal diverticulitis can be 
misdiagnosed as acute pancreatitis, cholangitis, cholecystitis, or other pancreatobiliary disorders such as pancreatic cystic 
neoplasms. Recently, we experienced a rare case of duodenal diverticulitis in the 3rd portion of the duodenum. The patient presented 
with deep seated upper abdominal pain aggravated by supine posture and relieved by sitting up. The patient was initially diagnosed 
with acute pancreatitis. However, serum levels of pancreatic enzymes were normal and abdominal CT scan revealed diverticulitis 
in the 3rd portion of the duodenum. The patient was successfully managed conservatively. Delayed diagnosis of duodenal divertic-
ulitis can result in substantial morbidity and mortality if duodenal perforation occurs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possible cause 
of upper abdominal pai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5;15: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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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복부 통증은 임상에서 아주 흔하게 접하는 증상으로 기능

성 소화불량증에서부터 위십이지장궤양, 위암 등 위와 십이지

장뿐만 아니라 췌장염, 담도염, 췌담도 악성 종양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임상 양상만으로는 

감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게실의 대부

분은 무증상이지만 출혈, 천공,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복통 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게실은 대장에서 가장 흔하

고 그 다음으로 십이지장에서 흔한데, 대장 게실과는 달리 십이

지장 게실은 감염에 의한 게실염이 매우 드물게 보고된다. 그 

이유로는 십이지장 게실은 대개 크기가 크고, 십이지장은 장내 

세균이 거의 없는 환경이며 장관 내 통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

인 것으로 알려졌다.1 십이지장 게실염은 매우 드물어서 상복부 

통증의 원인 질환으로 의심하기 어렵고, 증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만으로 다른 상복부 동통의 원인 질환들과 감별하기가 쉽

지 않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십이지장 천공

이 합병하면 사망률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2,3 저자들은 임상 소견에서 담석성 급성 췌장염

을 의심하였으나, 혈청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십이지장 

제 3부의 게실염으로 확진하고, 금식과 항생제 투여로 성공적

으로 치료한 십이지장 게실염 증례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

께 보고한다. 

증    례

52세 여자가 내원 1일 전부터 시작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

였다. 복통은 상복부 심부에서 지속적으로 쥐어짜는 듯했고 누

우면 심해지고 상체를 구부리면 완화되었으며 구토는 없었으나 

오심을 동반하였다. 환자는 전에도 상복부에 비슷한 양상의 복

통이 간헐적으로 있어 개인의원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와 

복부초음파검사를 하였고, 위염과 소량의 담낭 결석 진단 하에 

약물 복용한 후 증상이 호전된 병력이 있었다. 그 외에 수술이

나 입원, 약물 복용 등의 병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압은 

100/60 mmHg, 맥박수 70회/분, 체온 37.7oC, 호흡수 20회/

분이었다. 신체 검사에서 장음은 감소되었고, 상복부에 압통과 

반발통이 있었으나 머피 징후(Murphy’s sign)는 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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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dominal computed tomog-
raphy scan. On axial (A) and coronal 
(B) images, severe infiltration and fluid
density around the diverticulum in the
3rd portion of the duodenum was 
noted (arrows).

Fig. 2.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There was a diverticulum 
(arrow) in the 3rd portion of the duodenum. Its size was reduced after
resolution of diverticulitis.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6,700/mm3 (중성구 77.7%, 임파구 

15.0%, 단핵구 6.6%, 호산구 0.6%), 혈색소 13.7 g/dL, 혈소판 

257,000/mm3, 혈청전해질검사에서 Na/K/Cl은 140/3.3/104 

mEq/L, 일반생화학검사에서 BUN/Cr 9.2/0.78 mg/dL, 총 단

백 6.7 g/dL, 알부민 4.1 g/dL, AST/ALT 18/12 U/L, 총 빌리

루빈 0.99 mg/dL, 아밀라아제 35 U/L, 리파아제 25 U/L, CRP 

10.4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59 mg/dL, 칼슘 8.6 mg/dL였

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검사(CT)에서 췌장 주변에 경계가 불

명확한 염증소견과 액체저류 소견이 있었고, 담낭의 경부와 저

부에서는 국소적인 담낭벽 비후가 관찰되었으며, 담낭 내 담석

이 소량 보였다. 또한, 십이지장 제3부에 약 2 cm 직경의 게실

이 관찰되었고, 십이지장 제2부와 제3부 점막의 부종이 확인되

었다(Fig. 1). 십이지장 게실염으로 진단하고 금식 및 항생제

(3rd cephalosporin＋metronidazole, intravenous) 투여를 시

작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했으나, 입원 3일째부터 복통과 

오심 등의 증상이 호전되면서 체온이 정상화되었고, 혈액검사

에서도 증가되었던 백혈구가 9,400/mm3 (중성구 77.8%), CRP 

수치가 5.4 mg/dL로 호전되었다. 입원 7일째 시행한 복부 CT

에서 십이지장 제3부의 게실 주위 염증소견과 액체저류, 십이

지장 점막의 부종은 거의 소실된 것으로 보였으며, 항생제 투여 

전에 채취한 혈액배양검사에서는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이후, 

구강 섭취에도 증상 및 혈액검사 수치들이 정상으로 유지되어 

입원 10일째 경구 항생제로 변경 후 퇴원하였다. 퇴원 후 4주

째 외래에서 시행한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십이지장 제 3

부에 직경 약 1 cm 크기의 게실이 관찰되었다(Fig. 2). 환자는 

현재 무증상으로 1년째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십이지장은 위장관 중에서 대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게실이 호

발하는 부위이다.4 십이지장 게실은 상부위장관조영술 중 2∼

5%, 그리고 ERCP 중 7%에서 발견되고,5 부검 연구에서는 22%

까지로 보고한다. 게실이 십이지장 제3부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약 5% 정도로 드물고, 대부분은 바터팽대부 주위에서 발견된

다.5,6 십이지장 게실은 관강 내와 관강 외 게실로 분류하는데, 

대부분이 관강 외 게실이다. 관강 외 게실은 대개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며, 색소성 담석 및 담석에 의해 담관염, 담낭염, 

췌장염과 관련이 있다.5,7 십이지장 게실의 약 10% 미만에서 비

교적 큰 게실에 의한 위배출 지연, 기계적인 폐쇄, 담도나 췌관

의 압박 등에 의한 비특이적인 복통이 생긴다.4 복통은 주로 식

후 악화되고 구토 후 호전되는 우상복부 통증이며 이로 인한 

체중감소가 동반될 수 있다.8 신체 검사에서는 상복부 압통이나 

상복부에서 촉지되는 종괴로 발견되기도 한다.9 

십이지장 게실염은 초기에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전의 보

고들에 의하면 우상복부, 상복부나 배꼽주위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이것은 비특이적인 복부증상이고, 영상의학적 

검사에서도 췌장염 등 십이지장 주위의 다른 질환과 매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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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인다. 진단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십이지장 게실

염은 매우 드물어 상복부 통증의 감별진단에서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Gore 등10이 보고한 십이지장 게실염 7예에서도, 모

두 처음에는 게실염으로 진단하지 않고, 담낭염이나 췌장염, 십

이지장 궤양 천공 등으로 오인하였다. 특히, 합병증으로 농양이

나 주위 장기와의 누공 형성, 천공 등이 동반될 수 있는데,11 가

장 심각한 십이지장 천공에서도 증상이 다양하고 복부 X선 촬

영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50%에 달하므로3 주의해야 

한다. 본 증례에서 초기 진단으로 담석성 췌장염을 의심하였던 

이유는 개인의원에서 검사한 복부초음파에서 담낭결석이 관찰

되었고, 이전에도 유사한 양상의 상복부 통증과 불편감이 반복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에 유사한 증상이 반

복되었던 이유가 경도의 십이지장 게실염의 반복 때문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십이지장 게실염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부 

CT이다.12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벽이 두꺼워지고, 공기-액체

층을 포함한 병변과 함께 췌장 주위의 염증 소견이 동반된다. 

그러나 이런 소견이 급성 췌장염, 췌장주위 림프절염, 췌두부 

낭성종양이나 가성 낭종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10,13 게실이 

금식이나 구토에 의해 작아져서 확인되지 않기도 한다.9 복부 

CT에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으로 공기-액체 

층을 면밀히 관찰하거나, 위장관 조영술로 게실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14 영상의학적 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에는 측면 관찰이 가능한 십이지장경 검사가 유용한데,15 십이

지장경 검사에서는 게실 주위에 발적이나 부종 및 화농성 삼출

물이 배출되는 소견이 관찰된다. 본 증례에서는 게실 주위 염증

이 췌장염에서의 췌장 주위 염증과 유사하여 감별이 필요하였

는데, 공기 음영을 내포한 십이지장 제3부의 게실이 췌장의 배

측 및 아래쪽에 뚜렷하게 경계를 지었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

었다. 복부 CT 이전 개인의원에서 시행한 내시경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게실염을 유발한 게실의 위

치가 십이지장 제3부로 원위부에 있었고, 직시경을 이용한 내

시경검사로 측면관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십이지장 게실염의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수술이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천공이나 누공이 동반되었을 때, 

또는 십이지장 주변에 액체가 많이 고여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진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고령이거

나 수술 위험도가 높은 경우, 또는 복통이 경미하고 패혈증이 

없는 경우에는 금식 및 경정맥 영양 공급과 광범위 항생제 투

여, 또는 경피적 배농을 고려할 수 있다.10 본 증례에서는 증상 

발생 당일부터 환자가 스스로 금식을 하였고, 진단 즉시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으며, 치료 시작 3일 후부터 임상 소견 및 검사 

소견이 호전되어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있었다. 수술적 치료를 

할 경우 염증의 범위와 위치에 따라 게실 절제술을 하거나 십

이지장 절제술과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하기도 하며, 췌담도 합

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 복잡한 수술이 요구되기도 한다.10 

수술적 치료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게실 절제술 후 발생한 수

술 부위 협착에서는 수술 후 사망률이 높지 않았으나,16,17 천공

이 동반된 게실염은 수술 후 사망률이 높았으므로18 정확한 수

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십이지장 제3부의 게실염은 보고된 증례가 드물지만 상복부 

통증 환자에서 감별 진단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고된 십이

지장 게실염의 증례를 살펴보면, 가장 흔한 임상양상은 주로 상

복부나 우상복부의 통증과 발열, 그리고 백혈구 증가였는데, 이

러한 소견들은 비특이적이어서 초기에 급성 담낭염, 급성 췌장

염, 소화성 궤양, 맹장 후부 충수염, 또는 대장염으로 진단되었

다.10,13,19 따라서, 이러한 비특이적인 상복부 통증이 있으면서 

췌장염 또는 담도염 등이 의심되지만 혈액 검사 소견이나 영상 

검사 소견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십이지

장 게실염을 고려하고 초기에 금식과 항생제 투여 등의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병증과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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