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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췌장염 발병으로 진단된 제IVa형 담관 낭종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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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Type IVa Choledochal Cyst Presented with Acute Pancreatitis
Hyun-Jung Cho, M.D., Su-A Sin, M.D., Soo-Ji Moon, M.D. and Yong-Joo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A 9-year-old male patient was admitted due to projectile vomiting and epigastric abdominal pain
for 15 days. He presents no jaundice, no abdominal mass, and no hepatosplenomegaly, but presented
severe epigastric tenderness on palpation. Abdominal ultrasonography showed diffuse swelling of
the pancreas with diffuse dilatation of the intra- and extrahepatic bile ducts. MR cholangiopancreatography (MRCP) revealed diffuse dilatation of the common and left main bile ducts without
anomalous union of pancreatobiliary duct (AUPBD), and we diagnosed type IVa choledochal cyst
which is not associated with AUPBD. We report a case of type IVa choledochal cyst which was
presented with acute pancreatitis.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3; 6: 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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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ous union of pancreatobiliary duct: AUPBD)이 담

서

관 낭종의 중요한 원인 인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2).

론

췌담관 합류 이상이 동반된 경우 담석증, 담도염,
IVa형 담관 낭종은 총담관 및 간내 담관에 선천

췌장염 및 담낭암, 담도암 등과 같은 췌-담도계의

적으로 낭성 확장이 있는 드문 질환으로, 담관으로

염증 및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의 췌장액 역류는 간담도계에 임상적 문제들을 일

췌담관 합류 이상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합병증이

으킬 수 있으며, 췌도로의 담즙 역류나 췌장 배액

자주 동반되며 임상 경과 및 예후가 나쁜 것으로

의 장애로 인해 췌장염이나 단백전(protein plug) 형

2,3)
알려져 있다 .

1)

성과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

저자들은 구토와 심와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원인은 불분명하나 최근에 췌담관 합류 이상(ano-

9세 남아에서 췌담관 합류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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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형 담관 낭종에 합병된 췌장염 1례를 경험하였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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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에 이상 소견은 없었다. 복부는 팽만되지 않았

증

례

으나 장음은 감소되어 있었고, 심와부 압통 있었으
며 비정상적인 복부 종괴는 촉진되지 않았다. 기타

환 아: 박○○, 남아, 9세
주 소: 내원 15일 전부터 시작되고 내원 6일 전
부터 심해진 구토와 심와부 통증.

사지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었다.
검사 소견: 말초 혈액 검사 상 백혈구 17,200/mm

3

(호중구 81.5%, 림프구 12.7%, 단핵구 5.6%), 혈색

현병력: 환아는 4세 때 구토와 심와부 통증이 있

소 12.9 g/dl, 적혈구 용적치 37.1%, 혈소판 430000/

어 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염의 가능성이 있

3
mm 이었다. 혈액 응고 검사 상 PT/aPTT 14.6초

다는 말을 듣고 퇴원한 바 있으며, 이후 별다른 증

(64%)/29초(정상인 26초)였다. 혈청 생화학 검사상

상이 없이 지내던 중 내원 15일 전부터 하루 2∼3

총단백 7.5 g/dl, 알부민 5.0 g/dl, 칼슘 9.6 mg/dl, 인

회의 삼출성 구토와 심와부 통증이 있어 내과 의

5.0 mg/dl, 콜레스테롤 160 mg/dl, 포도당 127 mg/dl,

원을 방문하여 투약하였으나 내원 6일 전부터 증

총/직접빌리루빈 0.9/0.5 mg/dl,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상이 심해졌으며, 시행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474 U/L, 감마 그루타릴 트랜스아미나제 530 U/L,

와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관낭 및 급성 췌장염의

ALT/AST 225/176 U/L, 아밀라제 1,407 U/L, 리파

소견이 관찰되어 6일간 입원 치료받았으나 증상의

제 0.5 U/L이었다.

호전이 없어 본원으로 이송되었다.

소변 검사 상 비중 1.030, 케톤 3+, 유로빌리노젠

과거력: 4세에 췌장염 의심되는 증세로 입원함

4.0 IU, 빌리루빈 1+, 백혈구 1∼4/HPF이었다.

신체검사: 환아는 매우 아파 보였고 의식은 명료

HbsAg 음성, anti-HBs 양성, anti-HBc 음성, anti-

하였다. 체중 35.4 kg (75∼90백분위수), 신장 138 cm

HCV 음성이었고, 혈액 배양 검사 결과는 음성이

(75∼90백분위수)이었으며, 맥박 88회/분, 호흡수 22

었다. 흉부 및 복부의 단순방사선 검사 결과는 정

o

회/분, 체온 36.2 C, 혈압 110/80 mmHg이었다. 피부

상이었고 복부 초음파 검사상 췌장 부종과 간외

는 따뜻하고 건조하였으나 피부 긴장도는 감소하

담도 및 간내 담도의 확장이 관찰되었고(Fig. 1),

였으며, 얼굴이나 피부에 황달은 관찰되지 않았다.

역행적 자기공명 췌담관조영술(MRCP)상 췌담관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공막에 황달 관찰되지 않
았다. 편도 비대는 약간 있었으나 그 외 두경부 및

Fig. 1. Abdominal ultrasonographic finding shows diffuse
dilatation of intrahepatic and extrahepatic bile duct.

Fig. 2. MRCP shows diffuse dilatation of common bile
duct and left main bile duct without anomalous union
of pancreatobiliary duct (AUP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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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 이상 없이 총담관과 좌측 간내담관의 확장

환아에서 질병이 조기 발현되도록 할 수 있으나

소견이 관찰되어(Fig. 2) IVa형 담관낭종으로 진단

신생아나 1세 미만의 영아에서는(췌장 분비의 미

되었다.

성숙으로 인해)췌장염이 발현되지 않는다

1,10)

. 본

과: 환아는 금식과 총정맥 영양법, 경비위

증례에서도 황달이나 복부 종괴는 없이 급성 췌장

삽관 및 진통제 투여 받으면서 입원 제2일째 부터

염 발병으로 인한 구토와 심와부 통증만을 호소하

구토 없이 복통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였으나 이로 인해 담관 낭종을 진단할 수 있었다.

경

경비위관을 통해서는 적갈색의 액체가 210 cc 정도

담관 낭종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배액되었다. 입원 제 3일째 복통 호소는 거의 없었

않으나 담관의 선천적 약화에 의한 원위부 팽창이

으며 경비위관을 통해 황색의 위액이 250 cc 정도 배

담관 낭종의 발생을 일으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

액되었다. 입원 7일째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는

로 생각되며 최근 췌담관 합류 이상(총담관과 췌

ALT/AST 30/21 U/L, 아밀라제 189 U/L, 리파제 0.5

장관이 십이지장 밖에서 합류되는 것으로서, 대개

U/L이었으며, 입원 11일째 시행한 검사 상 아밀라

는 긴 공통관(＞15 mm)을 특징으로 함 )이 담관

제 109 U/L, 리파제 0.1 U/L로 결과 호전되어 유동

낭종에서 높은 빈도(약 40%)로 존재한다는 것이

식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환아는 별다른 증상 호소

알려져, 담관 낭종의 발생에 췌담관 합류 이상이

없이 전신 상태 양호하여 향후 지속적인 외래 추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적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담관 합류 이상이 있는 경우 Oddi 괄약근이 췌담

4)

2,4,11,12)

. 췌

관 합류부의 외부에 위치해 합류부에 기능적인 영

고

찰

향을 미칠 수 없어 췌장액의 총담관으로의 역류나
2,13)

,대

담즙의 췌장관으로의 역류가 일어나게 되며
담관 낭종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드문 선천적

개 담관내 압력이 췌장관보다 높아 췌장액이 담도

질환으로, 최근에는 일본 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에

계로 역류, 췌장 효소가 활성화되어 반복적인 염증

서도 보고가 증가되고 있어 동양에서 호발하는 것

을 일으키게 되고, 담관 상피 조직이 변형되어 결

4)

2,14)

으로 생각되며 , 성별로는 1：3∼1：4로 남성에

국에는 악성화가 일어난다

5)
비해 여성에 호발하고 , 2/3의 환자가 10세 이전에

인 염증 후 담관내 압력이 증가하여 담즙이 췌장

발병하므로 소아과 영역의 질병으로 널리 알려져

관으로 역류됨에 따라 급․만성 췌장염, 췌석, 췌장

2,6)

. 또한 담관의 반복적

5,15,13)

있다 .

암과 같은 다양한 췌장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

담관 낭종의 분류는 Alonso-Lej 분류의 변형인

그러나, 본 환아에서와 같이 췌담관 합류 이상이

Todani’s classification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동반되지 않은 담관 낭종도 보고되고 있어 담관 낭

Todani classification에 따르면 IVa형 담관 낭종의

종과 합류 이상은 별개의 질환이라는 견해도 있다 .

빈도는 I형(50%) 다음(33%)이며 임상 양상은 총담

송 등 의 보고에 따르면 AUPBD는 type I과 IV

1,2)

2)

관 낭종의 전형적인 징후인 복통, 황달 및 복부 종

담관 낭종과만 연관되어 있어 각 연구 기관마다

괴가 모두 나타나지는 않고(12∼30%), 주로 담관 결

다른 AUPBD의 동반률(33∼100%)은 type I과 IV

석 및 급만성 담관염에 의한 복통, 발열, 구토, 식

담관 낭종 증례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8)

욕 감퇴, 황달 등의 증세를 보인다 .

이고, 본 증례에서와 같이 AUPBD가 모든 담관 낭

담관 낭종의 초기에 나타내는 증상은 발현하는

종 예에서 발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담관 낭

연령에 따라 다른데, 가장 흔한 것은 복통으로서,

종의 발병 기전은 AUPBD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

5,9)

성인에서의 주증상이며

황달은 특히 2세 미만의
5)

며 최근 담관 낭종과 동반되지 않은 AUPBD에 대

환아에서 유의하게 높은 발생수를 나타내고 있다 .

한 보고가 증가하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하

복통의 원인 또한 다양하며 췌장염의 발생은 소아

1,2)
4)
겠다 . 김 등 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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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PBD가 있는 전체 30명의 환자 중 17명 만이 담
4)
관 낭종을 동반하고 있었다 하였다 .

요

약

담관 낭종의 진단은 방사선학적 방법으로 쉽게
5,16)

복

저자들은 구토와 심와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부 초음파나 복부 단층촬영으로 담관 낭종의 크기,

9세 남아에서 복부 초음파와 MRCP를 시행하여 췌

시행할 수 있는 초음파가 우선적으로 이용되고
17,18)

복부 단층 촬

담관 합류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IVa형 담관 낭종

영은 특히 담관 낭종에 합병하기 쉬운 악성 종양

에 합병된 췌장염을 진단하였고 금식과 총정맥 영

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많이 이용

양법, 경비위 흡인 및 진통제 투여를 시행하여 임

되고 있다. 그러나 초음파로는 수술전 평가에 필요

상적 호전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범위, 낭의 형질을 알 수 있으며

한 췌담관 합류 이상(Anomalous Union of Pancreatobiliary Duct: AUPBD)의 유무와 형상을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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