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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astrated male, 4-year old, Dachshund weighing 5.3 kg with an acute history of anorexia,

vomiting, severe depression, and hypothermia for 1 day was referred. Severe leukopenia, mild increased

hepatic enzymes, and mild imbalanced electrolyte were found on laboratory tests. There are no remarkable

findings on abdominal radiographs. Ultrasonography showed multifocal heterogeneous and hypoechoic round

regions in the liver. Ultrasound 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and drainage were performed and hepatic

abscess was diagnosed. The patient was recovered normally without any complications through aggressive

medical treatments from the result of culture and sensitiv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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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 농양(Hepatic abscess)은 간 질환 중에서 상대적으

로 드물며, 담도계 질환의 상행성 감염, 외상, 침투성 이

물, 괴사성 간 종양, 간 내 혈전, 간엽 염전, 당뇨병, 췌

장염,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 등의 원인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다 [1-6, 11, 13]. 간 농양의 진단은 임상 증상,

병력 청취, 신체 검사, 혈액 및 혈청화학 검사, 진단 영

상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초음파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병변을 확인하고,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술을 이용하여 얻은 천자액의 세포학적

검사와 배양을 통해 진단한다 [10, 12]. 본 증례는 닥스

훈트 견에서 임상 증상, 병력 청취, 혈액 및 혈청화학 검

사에서 간농양을 의심하고 초음파 검사한 결과 간에 다

수의 저에코성 병변을 확인하였다. 초음파 유도하 세침

흡인술을 통해 얻은 천자액의 검경과 세균 배양한 결과

를 바탕으로 간 농양을 진단하였다. 간 농양에 대한 적

극적 치료를 받은 후 완전히 회복된 증례이다. 

간 농양의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중점으로 영

상학적 소견과 초음파 검사와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

술의 진단 유용성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병력 및 임상 증상

중성화 수컷, 4년령, 5.3 kg의 Dachshund가 급작스런

식욕 부진, 구토, 침울, 기면,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을 하

루 동안 보였고 병원에 응급 내원하였다. 환자는 한 달

전 요추부의 급성 통증과 잘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으로

내원한 병력이 있었다. 신경계 검사와 척추 방사선 검사

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주 동안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경등도의 후지 마비 증상은 회복

되어 현재 정상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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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

환자는 매우 침울하였고, 신체 검사에서 모든 반응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있었으며, 복부 촉진시 통증을 호

소하였다. 저체온증(36oC)과 서맥(60~70 회/분)을 확인하

였다. 

혈액 검사

혈액 검사에서 WBC 2,820 개/µl, PCV 55.8%을 보였

으며, 혈청화학 검사에서는 BUN 23.7 mg/dl, Creatinine

1.6 mg/dl, ALT 144 µ/l, AST 131 µ/l, ALP 1075 µ/l, T.

protein 7.3 g/dl, Albumin 2.2 g/dl, GGT 12 µ/l T.bilirubin

0.6 mg/dl, Glucose 71 mg/dl, Na+ 127 mEq, K+ 3.5 mEq

Cl- 87 mEq을 보였다. 백혈구 감소증, 간 혈청화학수치

의 미약한 상승, 낮은 혈당 수치, 미약한 Globulin 상승,

전해질 불균형 등이 확인되므로, 임상 증상과 함께 고려

하였을 때 패혈증성 쇼크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다. 

일반 방사선 검사

흉부와 복부에 대하여 각각 우외측상과 배복상을 촬

영하였다.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

찰되지 않았다. 복부 방사선 사진에서 간의 변연이 약간

둥근 양상을 나타내었지만, 큰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Fig. 1). 

복부 초음파 검사

간 실질 내 다양한 크기의 둥근 병변들이 모든 간엽

에 걸쳐서 여러 군데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병변은 직경

2~7 mm의 둥근 형태로 중심부는 저에코성을 보였으며,

병변의 경계는 비교적 명료하였다. 병변 중 오른쪽 간엽

에서 발견된 병변은 그 직경이 약 14 × 16 mm로 가장

컸으며 불규칙한 변연과 불균질한 저에코성의 중심부를

가지고 있었다(Fig. 2). 다른 장기 및 장간막의 이상 소

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복수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세포학적 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결과 

환자는 초음파 유도하에 우측 간엽에있는 가장 큰 병

변에서 23 gauge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세침흡인술

(ultrasound guided fine needle aspiration)을 실시하여 약

2.5 ml의 액상 물질을 흡인하였고, 흡인물의 색은 혼탁

한 적갈색이었다. 흡인물을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구

균과 간균이 모두 관찰되었고 세균을 탐식한 퇴행성 호

중구가 다수 확인되었다(Fig. 3). 종양성 변화는 관찰되

지 않았다. 호기성 세균 배양 후 항생제 감수성 결과 검

사에서 penicillin, fluoroquinolone 계열이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료

임상 병리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바탕으로 간농양으

로 잠정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가 패혈증성 쇼크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수액 요법과 패혈증성 쇼크에 대한 dobutamine constant

rate infusion을 실시하였다. 혈당과 체온을 모니터링하면

Fig. 1. Plain abdominal radiographs, right lateral (A) and ventrodorsal (B) views. There are no remarkabl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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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자의 안정성을 도모한 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

하여 가장 큰 간 병소를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하 세침

흡인술을 실시하면서 병소 내의 모든 내용물을 흡인하

였다. 간 농양에 대한 항생 요법으로 cephradine(30 mg/

kg IV; 사프딘; 대한뉴팜, 한국), enrofloxacin(5 mg/kg IV;

바이트릴; 바이엘코리아, 한국), metronidazole(15 mg/kg

IV; 메트리날; 대한약품공업, 한국)을 실시하였다. 환자

는 응급 패혈증 쇼크 상태를 회복하였고, 일주일 입원

후 정상적으로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매우 건강한 상

태이다. 

Fig. 2. Abdominal ultrasonographs. There are multifocal hypoechoic round regions in the hepatic lobes (arrows in A, B,

and C). A relatively large heterogeneous and hypoechoic region with irregular and hyperechoic wall in the right hepatic

lobe (circle in C) is found. Blood flow signal is not identified on the large lesion (D). After 4 days of medical treatment,

the number and size of abscesses are decreased (E). After 10 days, the regions of hepatic abscess are almost disappeare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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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간담도계 감염, 특히 간 농양(hepatic abscess)의 발생

은 드물다. 간농양은 외상, 침투성 이물, 괴사성 간 종

양, 간 내 혈전, 간엽 염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1-

4, 6, 11]. 의심되는 원인 질병으로 담도계 질환의 상행

성 감염, 전신 감염의 원인체가 혈행성 혹은 림프관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당뇨병, 종양,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 등이 있을 수 있다 [4, 5, 13] 특히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간 농양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 [2]. 보

통 한 개 이상의 감염체가 관련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세균은 Escherichia coli 이다 [3]. 본 증례의 환자

는 한 달 전 경등도의 후지 마비 증상으로 methylpredni-

solone sodium succinate(Salon; 한림제약, 한국) (30 mg/

kg IV, 2시간 뒤 15 mg/kg IV, 6시간 뒤 10 m/kg IV)을

주사 맞았으며, 그 뒤 prednisolone(코러스프레드니솔론;

한국코러스제약, 한국) (1 mg/kg bid for 7 days PO, 0.5

mg/kg bid for 7 days PO)와 보조 요법으로 침치료를 받

았다. 동시에 간보조제로 ursodesoxycholic acid(7.5 mg/

kg bid for 14 days; 우소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

및 위장관 보호제도 함께 복용하였다. 추간판 탈출증 치

료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는 스크린 검사

로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

였었고, 요추 추간판 내 석회화 음영을 제외하고 비정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환자는 추간판 탈출증 치

료 약물을 종료하고, 전침 치료만 받은 지 2주째였다. 그

러나, 환자의 나이가 어리고, 초음파 검사에서 저에코성

의 둥근 간 병변을 제외하고 담낭, 췌장, 복막 등 다른

복강 장기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이물, 종양, 염전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증례의 간 농양의 발

증요인으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복용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었다. 

간 농양의 초기 증상은 기면, 발열, 탈수, 떨림, 식욕

부진, 구토, 설사, 체중 감소 등 일반적인 증상을 보인다

[12]. 압통(tenderness), 간 종대 소견이 동반될 수 있다

[12]. 간 농양이 파열된다면 septic peritonitis와 복수가 관

찰된다 [12]. 

간 농양 증례에서 혈액 검사는 백혈구증가증

(leukocytosis), 독성 변화의 호중구 등이 관찰될 수 있다

[12]. 만성이라면 비재생성 빈혈(nonregenerative anemia)

을 보일 수도 있다 [12]. 혈청화학 검사는 ALP, transa-

minase 증가, hyperglobulinemia를 보인다 [12]. 패혈증으

로 진행되었다면 저혈당증을 보일 수 있다 [12]. 본 증

례의 환자는 백혈구 감소증, 미약한 탈수, 전해질 불균

형, 간 혈액화학수치의 미약한 상승, 낮은 혈당 수치, 미

약한 Globulin 상승 등을 나타내었다. 식욕부진, 구토, 침

울, 기면, 저체온증, 서맥 등의 급성 임상 증상과 혈액

및 혈청화학 검사를 종합하여 패혈증성 쇼크 상태를 진

단하였다. 

방사선 검사에서 간 농양은 간 종대, 드물게 dystrophic

calcification이 보일 수 있지만,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7]. 본 증례에서도 방사선 검사에서는 비정상 소

견은 관찰할 수 없었다. 

간 농양의 진단은 복부 초음파 검사와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술, 세포학적 검사 및 배양으로 이루어지며, 초

음파는 간 실질 내 병변과 주변의 변화를 진단하고, 진

단된 이후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데도 매우 중

요하다 [10, 12].

초음파에서 간 농양은 농양의 생성 시기, 중심부의 괴

사 상태, 가스(gas)의 존재 여부에 따라 무에코, 저에코,

Fig. 3. Aspirate smear from the liver abscess by Ultrasound guided FNB (fine needle aspiration). Degenerative neutrophils

were found (A and B). Bacterial rods and cocci are present within the cytoplasm of some neutrophils (arrows in A and

B). Diff-quick stain,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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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코, 혼합에코의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6,

13]. 후방 음향 증강(distal acoustic enhancement) 역시 간

농양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6, 13]. 개에서 대부분의

간 농양은 무에코에서 저에코를 나타내는 중심부와 불

규칙적이고 한계 불명확한 변연을 보인다 [4, 6, 9, 13].

어떤 증례는 병변이 주변의 정상 간 실질과 동질 에코

를 나타내어 정상 혹은 단일성의 종괴와 구별하기 어려

울 수 있다 [10]. 가스를 생성하는 세균이 간 농양의 원

인인 증례는 미만성 혹은 다발성으로 고에코성의 패턴

을 나타내고, acoustic shadowing을 보일 수 있다 [6, 13].

본 증례에서 전체적인 간 실질은 정상적이었고, 정상 간

실질 내부에 여러 개의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간의 모든

엽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병소는 둥근 형

태로 크기가 작고 저에코성의 낭성 구조물이었으며, 오

른쪽 간엽에 존재하는 큰 병변은 불균질한 저에코성의

중심부와 불규칙하고 한계가 불명확한 고에코성의 변연

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형태가 작은 병소 여러 개

가 융합되어 형성된 듯 하였다. 모든 병소에서 기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고에코성 음향음영은 관찰되지 않았다.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써 간 농양

을 초음파 유도하 천자하여 경피 배농(percutaneous

drainage)시킬 수 있다 [12]. 사람에서는 간엽 절제를 위

한 수술적 탐색 전에 환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혹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단일성의 경

피 배농 혹은 카테터 장착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8], 개에서도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

다 [2, 13].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접근, 오염 가능성, 파

열 가능성, 깊이가 너무 깊어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을 고려해야 한다 [12]. 경피로 접근하기 어려운 다발성

혹은 다엽성의 농양은 수술적으로 배농해야 한다. 본 증

례에서는 오른쪽 간엽의 가장 큰 병변을 대상으로 23G

needle을 이용하여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술을 실시하

였다. 또한 needle을 장착한 상태에서 병변의 대부분을

배액해 내었다. 배액 이후 지속적으로 초음파를 검사하

였을 때 간 실질 혹은 간 주위 복막의 에코가 증가하거

나, 복수가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본 증례의 경우도 간

농양의 크기를 줄여줌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간 실질 내 병변을 천자한 후 흡인물에 대한 세포학

적 검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상태의 호중구와 세균을 직

접 관찰하거나 호기 및 혐기성 배양하여 감염 원인을 찾

아 낸다 [12]. 혐기성 세균은 대부분 여러 균 감염(poly-

microbial infection)과 관련 있으나, 혐기성 세균은 배양

하기 어렵고 혐기성 배양 결과가 없거나 아주 소량의 호

기성 세균이 자라더라도 치료는 계속해야 한다 [12]. 간

농양의 좋은 치료는 penicillin, fluoroquinolone, aminogly-

coside의 혼합 사용이다 [12]. metronidazole 혹은

clindamycin으로 혐기성 세균을 치료한다 [12]. 황달이나

간 기능이 감소된 경우는 metronidazole 50% 감량이 추

천된다 [2]. 담도정체가 있는 환자는 담즙분비촉진을 위

해 ursodeoxycholic acid(1일 10~15 mg/kg)를 복용해야 한

다 [12]. 본 증례의 환자는 세포학적 검사에서 구균,간

균, 세균을 탐식한 퇴행성 호중구가 모두 관찰되었다.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결과는 약 4~5일 걸리기

때문에 검사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인 수액 요법과 항생

제 cephradine, enrofloxacin, metronidazole으로 치료하였

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그 동안 사용했던 항생제

cephradine과 enrofloxacin이 효과가 매우 좋은 항생제임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균을 밝히기 위한

세균 분리 동정과 혐기성 배양은 실시하지 못한 점이 본

증례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환자는 패혈증 쇼크에 대한

빠른 응급 처치와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적절한 항

생제 처치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었다. 처음 진단 후 4

일 째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 농양의 수와 크기는 현

저히 감소하였다. 일주일 째 퇴원하였고, 처음 진단 후

10일 째 초음파 검사에서 간 농양의 병변은 거의 관찰

되지 않았다. 환자는 약 4주 동안 항생 요법과 간보조제

를 복용하였고, 현재까지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결 론

복부 초음파 검사는 간 농양에 있어서 중요한 진단

방법이다. 간의 실질을 평가하고, 주변 다른 장기의 이

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술

을 실시하여 세포학적 검사 및 배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초음파 유도하 간 농양을 배액하여 병변의 크기를

줄여주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스크린 검사 방법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는 닥스훈트 종에서 발생한 다발성 간농양의 증례

로 초음파 진단,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술을 활용한 배

액 요법,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적절한 항생 요법

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한 과정에 임상적 및 영상진단

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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