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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십이지장 폐색증은 대개 십이지장 무공증이나 

환상 췌장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신생아기나 유

아기에 발견되어 치료하게 된다. Down 증후군, 장

이상회전, 선천성 심질환 등의 선천성 기형이 동반

될 수 있으며 십이지장 막양구조(Web)에 의한 경

우는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성장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9세 여아에서 장이상 회전을 동반한 십이지

장 막양구조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아: 서○○, 9세, 여아

  주  소: 구토 및 상복부 불쾌감

  병  력: 출생 후 일년에 수차례씩 1일 이상 지속

되어 탈진 및 탈수에 빠지는 사출성 구토가 반복

장이상회전이 동반된 십이지장
막양구조(Web)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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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denal web is an uncommon lesion that infrequently cause partial or complete intestinal obstruc-

tion. If the duonenal web is incomplete and only partially obstructs the duodenal lumen, the onset 

of symptoms may be delayed for years, and obstructive symptoms will be only minimal and inter-

mittent. Congenital duodenal obstruction is occasionally associated with intestinal malrotation. We 

experienced a case of duodenal web associated with intestinal malrotation in a 9-year-old girl who 

had been suffered from intermittent projectile vomiting since birth without failure to thrive. The 

diagnosis was made by UGI series & abdominal CT. Patient remained asymptomatic after operation. 

(J Korean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9; 2: 99∼10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Duodenal web, Intestinal malrotation

접수：1999년 1월 6일, 승인：1999년 2월 22일

책임저자：김진숙, 140-743,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Tel: 02) 709-9346, Fax: 02) 794-5471



   100 ∙대한소아소화기 양학회지：제 2권 제 1호 199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되었으며 사과와 같은 고형식을 섭취하는 경우 증

상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으나 특별한 검사없이 

지내던 중 입원 1일전부터 심한 구토 및 불쾌감이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입원하 다.

  이학적 소견: 입원 당시 체온은 37.4
oC, 호흡수는 

33회/분, 맥박수는 100회/분, 혈압100/60 mmHg 고 

탈진되어 급성 병색 소견을 보 다. 신체 계측 지

수는 체중 26 kg(25∼50백분위수), 신장 133.9 cm 

(50∼75백분위수)로 신체 발육은 정상 소견이었으

며, 피부소견상 발진이나 점상출혈은 없었고 결막

은 창백하지 않았으며 편도의 비대나 인두 발적소

견 없었으며 경부 림프절은 촉지되지 않았다. 심장 

및 폐의 청진 소견은 정상이었고 복부소견상 심와

부가 팽만되어 있었으며 간과 비장은 촉지되지 않

았고 장음은 항진되어 있었으며 동반된 다른 신체 

기형은 없었다.

  검사 소견: 일반 혈액 검사상 백혈구 13400/mm
3, 

혈색소는 15.9 g/dL이었고 혈소판 수는 534000/mm3

이었다. 생화학 검사상 혈청 Na/K/Cl치는 136/3.8/ 

102 mEq/L으로 정상이었고 SGOT/SGPT는 49.7/ 

14.1 IU/L, 소변 및 대변 검사상 정상이었고 BUN/ 

Cr은 72/3.0 mg/dL로 증가되어 있었다. 단순 복부 

소견에서 상부 위장관 가스가 좌복부에 치우쳐 있

었고(Fig. 1), 상부 위장관 조 술 사진에서 십이지

장 구부가 확장되어 있었고 원위부가 둥근 자루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Fig. 2). 24시간 후 시행한 

상부 위장관 조 술 사진에서 소장이 우하복부에 

위치하고 대장이 좌하복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복부 단층 촬 상 상장간막 정맥이 상장간막 동맥

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었다(Fig. 3).

  치료 및 경과: 환아는 비핍뇨성 급성 신부전으로 

계속 Creatinine치 높아 정상화될 때까지 보존적 치

료 후 입원 30일째 일반외과로 전과되어 십이지장 

막양구조를 제거하고 장이상회전을 교정한 후 증

상 호전되어 퇴원하 다.

Fig. 1. Roentgenogram of abdomen shows unusually 
distributed large bowel gas pattern in left side abdomen.

Fig. 2. Small bowel series shows a dilated proximal 
duodenum with windsock shaped duodenal web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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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선천성 십이지장 폐쇄증의 원인에는 완전폐쇄를 

일으키는 십이지장 무공증, 십이지장 막양구조, 격

막 또는 협착등의 내인성과 환상췌장, 중장 이상회

전 및 염전증 등의 외인성 인자 등이 있다. 이 중 

십이지장 막양구조는 1845년 Boyd에 의해 처음 보

고된 이래 출생아 90,000명당 1명의 비율로 보고되

고 있는 드문 선천성 기형이며
1)
, 동반되는 기형으

로는 다운 증후군, 선천성 심질환, 장이상회전, 쇄

항, 분할췌장, 식도폐쇄 등이 있다. 막양구조는 Vater

의 팽대부위에 생기는데 이 부위는 췌장관과 담도

관이 발생하며 장이 회전되어 십이지장의 고정이 

일어나는 부위로 여러가지 형태의 십이지장 기형

이 잘 발생하는 부위이다
2,3)
. 막양구조는 1∼3 mm 

정도의 두께로 점막과 점막하 조직으로 되어 있으

며 위치는 Vater 팽대부의 근위부에 45%, 인접부에 

25%, 원위부에 20%가 존재하며 Treitz 인대 가까이

에서 10% 정도 볼 수 있다
4). 발생기전은 1902년 

Tandler에 의해 제안되었던 것으로 태생 5∼6주경 

점막증식에 의해 일시적으로 내경이 막힌 후 태생 

8∼10주에 공포형성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상이 생겨 발생한다고 한다
5). 동반되는 기형으로

는 Down 증후군, 선천성 심질환, 장이상회전, 기관

식도공, 신장기형 등이 있다3,6). 또한 1994년 반복

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pancreas di-

visum과 동반된 1례가 성인에서 보고 되었다
1).

  임상증상의 정도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주

로 막양구조 개구부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데 대부

분의 경우 폐쇄증상은 유아기에 나타나며 개구

부가 클수록 증상이 늦게 나타나 청소년기나 성인

이 되어 나타나는 수가 많다
7,8). 주증상은 구토로 

담즙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외 상복부 팽

만 또는 연동파가 보이기도 하며
8) 폐쇄가 근위부

일수록 구토나 황달이 잘 나타나고 원위부에서는 

복부팽만이 심하게 나타난다
9). 1993년 Nagpal 등10)

은 십이지장 막양구조가 있는 7개월된 아에서 

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위장관 출혈이 동반되었던 

1례를 보고하 다. 본 증례에서는 1년에 수 회 반

복되는 담즙이 포함된 심한 사출성 구토가 있었다.

  진단은 임상증상 및 방사선 조 술이 가장 중요

하다. 상부 위장관 조 술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견

은 십이지장 구부와 위장관 원위부가 확장된 소견

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바람개비 모양의 매우 확

장된 십이지장을 볼 수 있으며 막양구조는 방사선 

투과성의 선상으로 보인다
2,7). 본 증례에서도 십이

지장 구부가 확장되어 있었고 원위부가 둥근 자루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십이지장 막양구조의 치료는 다양한 의견이 있

으나 각각의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 단순절제, 십이지장공장 문합술, 미

주신경 절단술,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8). 1984년 내시경적 치료가 처음 보

고되었으며 1993년 77세 성인에서 발견된 십이지

장 막양구조에서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 sphincte-

rotome 을 이용한 십이지장 막양구조의 절개를 시

도한 1례가 보고되었다
11). 본 증례에서는 무회전

(Non-rotation)으 인하여 소장은 복강의 우측에 대

장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십이지장 막양구

조와 유착밴드(adhesive band)에 의해 십이지장 폐

쇄가 초래된 소견과 공장에 게실이 관찰되어 십이

지장 막양구조의 절제와 십이지장십이지장 문합술

을 시행한 후 공장의 게실은 공장을 상하방 각각 

Fig. 3. Abdominal CT shows anomalous position of 
superior mesenteric artery (SMA) and superior mesen-
teric vein (SMV) : SMV rotatio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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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m 정도로 분리한 후 제거하 다.

  선천성 십이지장 폐색이 있으면 장이상회전이 

잘 동반되는데, 장의 이상회전이란 태생기 장의 회

전과정에서의 이상으로 정의되며 불완전한 고정을 

동반한다. 정상적인 장의 발생과정을 보면, 태생 

첫 2개월동안 장관의 성장은 복강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제대탈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장

은 반시계방향으로 90
o 회전하게 된다. 태생 10∼

12주에 장은 일반적으로 복강내의 위치로 돌아오

게 되는데 십이지장과 공장의 상부는 상장간막 동

맥을 축으로 우측으로 회전하여 상장간막 동맥의 

좌측에 위치하고, 맹장부위는 상장간막 동맥의 위

로 회전하여 우측에 위치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태생 3∼5개월경 맹장이 우하복부로 내려와서 후

복막에 고정하게 된다
9,12,13). 장이 이상회전되면 결

과적으로 복막 장간막의 기저부가 좁아지고 비정

상적인 복막밴드(Ladd's band)에 의해 중장염전과 

장폐색이 일어나기 쉽다
14).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후 첫 수개월내에 담즙을 

함유한 구토와 폐쇄증상을 나타내게 되나 때로는 

무증상으로 남아 있거나 비특이적인 임상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무담즙성 구토가 나타나기도 하

는데 아에서 보다 큰 소아나 성인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다
5). Jackson 등15)은 중장염전을 동반한 장

의 이상회전이 발견된 16개월 남아에서 흡수장애

와 성장장애를 초래한 1례를 보고하 다. 중장염

전이 합병된 경우는 복부팽만과 혈변이 동반되기

도 하며 성인에서는 장기간의 간헐적인 경련성 복

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16).

  진단은 단순 복부 촬 에서는 비특이적인 소견

을 보이며 바륨 관장술에서 맹장이 우상복부에서 보

이면 장이상회전을 확진하며 염전증이 합병된 경

우 하부 십이지장에 나사모양의 폐색을 보인다
17). 

초음파검사도 최근 유용한 진단 방법의 하나로 널

리 이용되고 있는데 상장간막 동맥과 상장간막 정

맥의 비정상적인 위치는 장이상회전을 암시한다
14). 

Nichols 등
18)은 만성췌장염이 있는 성인에서 시행

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 에서 상장간막 정맥과 동

맥의 비정상적인 위치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중장 

이상회전 3례를 보고하 다. 본 증례에서는 상부 

위장관 조 술 사진에서 소장이 우하복부에 위치

하고 대장이 좌하복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복부 

단층 촬 상 상장간막 정맥이 상장간막 동맥의 좌

측에 위치하고 있었다.

  치료는 증상이 있는 경우 외과적 처치를 요한다.

요       약

  저자들은 출생 후부터 1년에 수 회 반복되는 담

즙이 포함된 사출성 구토가 있었던 9세 여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격막과 동반된 장이상회전 1례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며, 장의 완전 폐쇄가 

아닌 경우에는 년장아에서도 선천성 장폐쇄의 소

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토가 심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항상 주의깊게 감별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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