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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농양에 의한 패 성 합병증과 동반된 진행성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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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abscess and septic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advanced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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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ogenic liver abscess with metastatic septic complications is a rare and serious infectious disease if not 
treated properly. Pyogenic liver abscesses are caused by bacterial, fungal, or parasitic organisms. 
Escherichia coli used to be the predominant causative agent, but Klebsiella pneumoniae emerged as a major 
cause in the 1990s. Liver abscesses are caused by hepatic invasion via many routes, such as, the biliary 
tree, portal vein, hepatic artery, direct extension, or penetrating trauma. Furthermore, diabetes mellitus and 
malignant conditions are established important risk factors of K. pneumoniae liver abscesses and of septic 
metastasis, and several recent studies have asserted that K. pneumoniae liver abscess might be a pre-
sentation of occult or silent colon cancer. We report a case of K. pneumoniae liver abscess, metastatic 
septic pulmonary embolism, and endophthalmitis associated with diabetes and advanced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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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화농성 간농양은 세균, 진균 및 기생충 등에 의하여 발생하

는 간의 감염성 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균은 1980년대까지

는 Escherichia coli라고 알려져 왔으나, 1990년대부터는 

Klebsiella pneumoniae로 보고되고 있다[1,2]. 화농성 간농양

은 원인균이 담도계, 문맥계 혹은 간동맥을 경유하거나 인접

부위 염증의 직접파급 등 다양한 감염경로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3]. 화농성 간농양의 흔한 동반질환으로는 당뇨병, 

악성종양 및 담도계 양성질환 등이 있으며, 악성종양에는 

담도암, 간세포암 및 대장암 등이 알려져 있다[4-6]. 간농양

의 패혈성 합병증에는 안내염, 폐색전증, 뇌농양, 뇌막염, 

중이염 및 골수염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7], 당뇨병은 K. 

pneumoniae 간농양 및 패혈성 합병증의 중요한 위험요소이

다[1]. 저자들은 K. pneumoniae 간농양과 동반된 패혈성 폐

색전증, 패혈성 안내염과 함께 당뇨병 및 진행성 위암을 진단

받은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남자, 54세

주  소: 전신쇠약감, 발열 및 오한

현병력: 내원 5일 전부터 발생한 전신쇠약감, 발열 및 오한

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증세도 동반

되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 특이사항 없었다.

사회력: 주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력이 있었으나 흡연력

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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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hest radiograph at admission showing disseminated
ill-defined nodular lesions in both lungs. (B) Chest computed 
tomographic image showing disseminated ill-defined variable-sized
nodular lesions in both lungs.

Fig. 2. Abdominal computed tomographic images obtained on 
hospital day 3 showing; (A) About 4.5 cm-sized multiseptated
low-density lesion in S7 of the liver. (B) Focal wall thickening
with enhancement at the gastric angle and the antrum with 
enlarged perigastric lymph nodes.

Fig. 3. Anterior segment photograph of the right eye showing
conjunctival injection and chemosis. The iris showing 360° pos- 
terior synechiae.

Fig. 4. Stomach endoscopic and microscopic findings. (A) An 
irregular ulcerative lesion at the anterior wall of the gastric angle.
(B) Anaplastic epithelial cells exhibiting glandular differentiation
(H&E stain, ×200).

진찰소견: 혈압 110/70 mmHg, 맥박수 74회/분, 호흡수 24

회/분, 체온 37.9°C였고, 급성병색을 보이고 있었다. 의식은 

명료하였고, 우안의 결막충혈을 보였다. 폐음과 장음은 정상

이었고, 복부에 만져지는 종괴나 압통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4,150/mm3

(중성구 83.2%, 림프구 10.5%), 혈색소 16.6 g/dL, 혈소판 

26,000/mm3였다. 혈청전해질검사에서 Na/K/Cl 132/4.1/99 

(mmol/L)였고, 혈청생화학검사에서 총단백 5.5 g/dL, 알부민 

2.7 g/dL로 감소되었고,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이효소/알라

닌아미노전이효소/알칼리인산분해효소 118/155/982 (IU/L), 

총 빌리루빈 5.1 mg/dL, 직접 빌리루빈 4.2 mg/dL, 감마-글루

타밀전이효소 415 IU/L로 증가되어 있었다. 혈액요소질소/

크레아티닌 74.9/1.9 (mg/dL), C-반응단백질 32.33 mg/dL, 적

혈구침강속도 50 mm/hr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혈액응고검사

는 정상이었다. 동맥혈가스검사에서 pH 7.45, PCO2 25.6 

mmHg, PO2 62.6 mmHg, HCO3- 20.7 mmol/L, SaO2 91.9%

였다. 혈당 275 mg/dL였고, 공복혈당 212 mg/dL, 당화혈색소 

6.3%로 당뇨병이 진단되었다.

방사선소견 및 기타검사: 단순흉부촬영에서 양 폐에 다발

성 결절이 발견되었다(Fig. 1A).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om- 

puted tomography, CT)에서도 양 폐에서 다발성 결절이 보

여 패혈성 폐색전증이 의심되었다(Fig. 1B). 복부 CT에서 간

의 7번 구역에 4.5cm 크기의 저밀도 종괴가 발견되어 간농양

을 시사하였으며(Fig. 2A), 국소적 위벽 비후 소견이 관찰되

었다(Fig. 2B). 안과에서 시행한 세극 등 현미경 검사에서 우

안의 결막충혈 및 부종소견과 함께 홍채 후 유착증 소견이 

보여 간농양에 의한 패혈성 안내염으로 판단하였다(Fig. 3).

내시경 및 조직검사: 복부 CT에서 발견된 국소적 위벽 비

후 소견에 대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고, 위각

의 전벽부에 경계가 불명확한 침윤성 궤양병변이 발견되었

으며(Fig. 4A), 조직검사에서 중등도 분화 선암으로 확진되었

다(Fig. 4B).

임상경과 및 치료: 간농양, 패혈성 안내염 및 패혈성 폐색

전증 의심 하에 ciprofloxacin 400 mg 12시간마다 하루 2번 

주사하였다. 입원 4일째 혈액배양검사에서 K. pneumoniae

가 동정되었다. 입원 16일째 단순흉부촬영에서 다발성 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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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llow up chest radiograph at hospital day 16. The previous
nodular lesions had disappeared.

은 소실되었으며(Fig. 5), 패혈성 폐색전증에 합당한 소견으

로 판단되었다. 입원 46일째 외과에서 위전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분류에 따라 tumor, node, metastasis 병기 IIB (T2N2M0)로 

최종 진단되었다. 환자는 퇴원 후 현재 외래 경과관찰 중이며, 

우안은 실명 상태이다.

고  찰

화농성 간농양은 간의 감염성 질환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원인균의 침입으로 발생한다. 담도염을 통한 담도계 

전파, 게실염, 췌장염, 제대염 및 염증성 장질환 등 복강내 

감염관련 문맥계 전파가 가장 흔한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심내막염, 도관감염 등에 의한 전신적 균혈증 관련 간동

맥전파, 담낭염, 신주위 농양 및 횡경막하농양 등에 의한 직

접전파, 외상에 의한 간실질의 직접적인 염증성 반응도 간농

양의 가능한 경로이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간농양

도 흔하다[3].

화농성 간농양의 동반질환으로는 당뇨병, 악성종양 및 담도

계 양성질환 등이 있으며, 악성종양에는 담도암, 간세포암 

및 대장암 등이 알려져 있고 담도계 양성질환에는 담석, 양성 

담도협착 등이 있다[4-6]. 1990년대부터는 K. pneumoniae가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당뇨병은 K. 

pneumoniae 간농양 및 패혈성 합병증의 중요한 위험요소이

다[1]. 화농성 간농양에서의 패혈성 합병증으로는 안내염, 폐

색전증, 뇌농양, 뇌막염, 중이염, 골수염, 관절염 및 전립선농

양 등이 보고되고 있다[7].

패혈성 전이성 안내염은 드문 질환으로, 혈행성 전파를 

통한 안구내 조직의 감염을 말한다. K. pneumoniae 간농양의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당뇨병은 가장 중요한 위험요

소로 알려져 있다. 진단이 지체되거나 잘못된 경우 시력저하, 

실명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경정

맥 항생제 투여가 가장 중요한 치료이다[8]. 본 증례에서는 

K. pneumoniae 간농양으로 진단된 점과 세극 등 현미경 검사

에서 홍채 신생혈관의 형성, 홍채 후 유착증이 보이는 점을 

바탕으로 패혈성 전이성 안내염으로 진단하였다.

패혈성 폐색전증은 드문 질환으로, 흔한 위험요인으로는 

우측 심내막염, 경정맥 약물남용, 골반 혈전정맥염, 장기간

의 카테터 유치 및 두경부 화농성 감염증 등이 있으며 간농양

은 드문 원인 중 하나이다[9]. 패혈성 폐색전증의 증상에는 

발열, 기침, 객혈 등이 있으며 보통 비특이적이므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영상의학적 소견으로는 폐 변연부의 

다발성 결절 또는 국소적 폐침윤, 영양혈관 및 공동형성 등이 

있으며 흉수가 동반되기도 한다[10]. 본 증례에서는 단순흉

부촬영과 흉부 CT에서 보이는 다발성 결절 소견과, 간농양 

및 항생제 투여 후 결절이 소실되어 패혈성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였다.

간농양과 동반된 악성종양으로 위암이 보고된 경우는 찾

을 수 없었다. Koo 등[5]은 원인불명 간농양 환자군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을 때 정상인에 비하여 대장암이 동반된 경

우가 많아 대장암이 원인불명 화농성 간농양의 원인일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Lai 등[11]은 5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원인

불명 간농양 환자군에서 정상인에 비교하여 3.36배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그 기전으로 점막장벽의 파괴 

후 간문맥을 통한 세균의 파급을 언급하였다. 또한 대장암과 

당뇨병이 동반되었을 때 화농성 간농양 발생률이 더 높아진

다고 두 연구 모두 제시하였다. 본 증례에서의 간농양 발생기

전을 대장암과 연관된 간농양과 마찬가지로 위암으로 인한 

점막장벽의 파괴 후 간문맥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당뇨병이 동반되어 위암으로 인한 간농양 발생에 

상승효과를 일으켰다고 추정해 보았다. 본 증례를 통하여 

위암과 원인불명 간농양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증례의 축적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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