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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남자의 작은 그물막에 의한 부유 담낭 조임 1례
김미경∙신성환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

A 13-year-old boy with strangulation of the floating gallbladder
by the lesser omentum
Mi Kyung Kim, Seong Hwan Shin
Department of Pediatrics,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eonju, Republic of Korea

The selection of imaging modality is important in emergency departments because symptoms in children are usually unclear.
In children with abdominal pain, differential diagnosis ranges from common diseases to rare entities requiring surgical therapy. Unremarkable findings on routine investigation, such as laboratory tests and plain radiographs, cannot rule out the surgical entities. Close observation and, if needed, further imaging tests are necessary in emergency departments or even in wards
for children with recurrent or worsening abdominal pain. We report a rare case of a 13-year-old boy with strangulation of the
floating gallbladder by the lesser omentum. This article features the imaging findings of the rare surgic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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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담낭의 꼬임은 드물게 발생하며, 그중 담낭의 회전 또는
유착 띠에 의한 부유 담낭(floating gallbladder) 꼬임은
더욱 드물다1). 부유 담낭은 주로 고령의 여자에서 꼬임 또
는 조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저자는 간헐적
우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13세 남자가 입원 후
증상이 악화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담낭염이 의심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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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술을 통해 작은 그물막에 의한 부유 담낭 조임으로
진단된 증례를 보고한다. 본 연구는 예수병원 의학연구윤
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보호자 동의는 면제됐다
(IRB no. E2020-035).

증

례

13세 남자가 수년간 가벼운 우상복부 통증을 반복하다
가 방문 1일 전 오후부터 심한 통증이 지속하여 본원 응급
실을 방문했다. 열 및 다른 위장관 증상은 동반하지 않았
으며, 과거력, 가족력, 약물 복용력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방문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0/50 mmHg, 심박수 94회
/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
C였다. 신체검사에서 가
벼운 상복부 압통이 있었지만 팽만 없이 부드럽고 장음은
정상이었으며, 머피징후, 반동압통, 만져지는 종괴는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17.1 g/dL, 적혈구용적률 50.5%,
백혈구 10,900/μL, 혈소판 276,000/μL, C반응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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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mg/dL,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 22 IU/L, 알
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 9 IU/L, 총 빌리루빈 1.2 mg/dL,
직접 빌리루빈 0.3 mg/dL, 녹말분해효소 74 IU/L (참고
치: 30-100 IU/L), 지방분해효소 13 IU/L (참고치: 145216 IU/L), 프로트롬빈시간 12.1초, 활성화부분트롬보플
라스틴시간 31.3초였으며, 전해질 및 신장기능 검사도 정
상 범위를 보였다. 복부 일반방사선영상에서 공기액체층
및 무력 장폐색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흉부 일반영상에
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 방문 이후 금식 상태에서 진경

A

제 및 수액을 투여했고, 방문 5시간 후 복통은 호전됐다.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지
만, 관찰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일반병동으로 입원했다.
입원 후 통증을 관찰하기 위해 금식을 지속하며 위장염
을 고려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입원 6시간 후
상복부 통증이 재발하고 악화했으며, 특히 우상복부 압통
및 반동압통이 현저해졌다. 이에 제2병일에 초음파를 시
행한 결과, 담낭 벽이 두꺼워져 급성 담낭염 소견을 보였
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즉시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결

B

Fig. 1. Findings of computed tomography. The swollen fundus and body of the gallbladder are noted with a narrowed portion (arrow,
A). The gallbladder wall-thickening and pericholecystic fluid collection are also seen, suggesting acute cholecystitis (arrow, B).

A

B

Fig. 2. Laparoscopic findings. The gangrenous change (asterisk, A) is seen on the fundus and body of the floating gallbladder. The
Hartmann’s pouch is encircled by the band of the lesser omentum (arrow, A). This band is attached to the inferior margin of the liver
(arrow,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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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징적으로 담낭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Fig. 1A) 담
석 및 기형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담낭염 소견을 보였다
(Fig. 1B).
이처럼 비전형적인 담낭염의 양상을 보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제2병일에 복강경을 시행했고, 담낭의 심
한 부종과 함께 작은 그물막으로 이뤄진 띠가 하트만 주머
니(Hartmann’
s pouch)를 조인 채(Fig. 2A), 간에 유착
된 상태임을 확인했다(Fig. 2B). 이어서 그물막을 절제하
고 살펴본 결과, 부유 담낭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복통의
원인을 간에 유착된 작은 그물막에 의한 부유 담낭 조임으
로 판단했다. 이에 담낭절제를 시행했고, 생검에서 괴사
없이 출혈을 동반한 만성 담낭염을 확인했다. 제3병일부
터 식이 및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며 증상이 호전되어, 제6
병일(수술 후 4일)에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고

찰

응급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적절한 영상검
사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초음파 또는 컴퓨터단층촬영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2,3). 본 증례의 환자는 이전부
터 반복된 우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방문 후
복통이 호전되고 동반 증상이 없어 응급실에서 초음파 또
는 컴퓨터단층촬영 없이 관찰을 위해 입원했다. 입원 후
통증이 악화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비전형적인 담낭염
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 복강경을 시행한 결과, 작은 그
물막에 의한 부유 담낭 조임을 확인하고 절제했다. 부유
담낭의 꼬임 및 조임은 담낭의 회전 외에 유착, 유착 띠,
그물막에 의해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본 증례처럼 간에 유
착된 작은 그물막이 끈처럼 부유 담낭을 조이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본 저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고된 총
4례 중 성인이 3례4-6), 소아는 한국에서 1례였다1).
부유 담낭의 꼬임 및 조임은 드문 질환으로 수술 전 진
단이 어려운 데다가 고령의 여자에서 주로 보고됐으므로7-9),

본 저자로서는 응급실에서 13세 남자의 증상 및 기본 검사
만으로 이를 진단하기 어려웠다. 진단이 지연된 이유를 더
추론하자면, 우상복부 통증이 전부터 반복했지만 비교적
가벼웠고 방문 후 호전됐으며, 동반 증상 및 기본 검사에
서 이상 소견이 없었기에, 간담도 질환을 고려하지 못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현장초음파(point-of-care ultrasound)10) 또는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지 못했다.
본 증례처럼 우상복부 통증의 반복으로 방문한 환자에
서 간담도 질환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증상이 가볍더라도
간헐적 통증이 담낭의 간헐적 꼬임 또는 조임을 시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5), 초음파 또는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해 소
아에서 드문 담낭 질환을 진단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또한
상기 영상검사에서 부어오른 담낭이 담석 없이 두 부분으
로 나뉘어 보인다면4-6), 부유 담낭의 꼬임 또는 조임을 의
심해야 한다. 이러한 영상 소견을 인식함으로써, 수술을
통해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부유 담낭 꼬임 또는 조임을 진
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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