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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ulafoy's Disease of Upper Gastrointestinal Tract:
Clinical Features and Endoscop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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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Dieulafoy' s disease is an uncommon cause of recurrent massive
gastrointestinal bleeding. The bleeding results from abnormally large submucosal artery,
usually located on proximal stomach. Endoscopic examination reveals a small mucosal
defect with an isolated protruding vessel without associated ulcer. Endoscopic treatment
had recently been attempted to control the bleeding from these lesions. Methods: The
clinical and endoscopic characteristics of 51 patients with gastrointestinal bleeding due
to Dieulafoy' s disease were retrospectively analysed from January 1991 to July 1997 and
the efficacy of endoscopic therapy of Dieulafoy' s disease was evaluated. Results: The
mean age was 51.2±16.2 (Mean±SD, range: 19～80) years and male predominance
(4.7：1) was observed. Symptoms included: melena (45.1%); hematochezia (31.4%);
melena and hematochezia (23.5%). The mean hemoglobin value was 7.5±2.1 g/dL. The
mean transfusion requirement was 12.4±13.2 blood units. The diagnosis was made at
initial endoscopy in 72.5%. The lesion located in proximal stomach (49.0%), in mid/distal
stomach (25.5%) and in duodenum (25.5%) in order. Endoscopic therapies included fibrin
glue injection (FG) in 16 patients, hypertonic saline-epinephrine (1：1,000) injection
(HSE) in 15 patients, HSE+FG in 14 patients and others in 6 patients. Overall, endoscopic trreatment was successful in achieving hemostasis in 38 (74.5%) patients;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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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4/16 (87.6%), HSE in 12/15 (80.0%), FG HSE in 9/14 (64.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cess rate among the endoscopic treatment modalities. Nine
patients had to be operated despite the endoscopic treatments, and four patients died due
to the causes other than gastrointestinal bleeding. Conclusions: Endoscopic therapy of
upper gastrointestinal Dieulafoy' s disease is effective and should be employed before the
surgical intervention.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19: 18～25, 1999)
Key Words: Dieulafoy' s disease, Gastrointestinal bleeding, Endoscopic treatment

차선으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있다.7,13-15)

서

론

따라서 저자등은 Dieulafoy 병의 임상적, 내시
경적 특성을 알아보고 Dieulafoy 병의 치료에 있

Dieulafoy 병은 주위 궤양이 없이 출혈되고 있

어서 내시경적 지혈술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는 혹은 혈전이 부착된 동맥이 소화기내로 돌출
된 병변이다. 병변은 소화관 어디에서도 발생할

대상 및 방법

수 있지만1-5) 주로 식도위 접합부 주위에서 발견
되고 위에서는 대부분 소만에서 관찰된다. 조직

1990년 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세

학적으로 직경의 감소없이 굵은 동맥이 점막 아

브란스병원에 상부 위장관 출혈을 주소로 내원하

래로 주행하면서 주위 염증을 동반하지 않고 작

여 내시경 검사상 Dieulafoy 병으로 진단되고 내

은 점막 결손을 통해서 소화관내로 노출된 모습

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하였던 51명의 환자를 대상

이다.6,7)

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상부 위장관 출혈 환자에서 Dieulafoy 병의 빈

보존적 치료 후에 응급 내시경 및 내시경적 지혈

도는 진단 기준에 따라 0.5%에서 14%에 이른다.8)

술을 시행하였다. 지혈술은 Fibrin glue, HSE (hy-

병변은 의심을 하고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발견되

pertonic saline with epinephrine, 1：10000), alcohol,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질환의 빈도가 낮은 것

hemoclip 등을 사용하였다. 지혈제를 주사한 경우

보다는 실제 병변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는 돌출된 혈관 및 그 주위에 시행하였고, hemo-

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6,7) 대부분 돌출된 혈관을

clip은 한 병변에 2개 이상 시행하였다. 진단의 정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맹목 위아전절제

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내시경술은 경험 있는

후 출혈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한

내시경의가 시행하였고,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내시경술의 발달

한 후 특별한 합병증이나 재출혈의 소견이 없는

로 출혈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을 할 수 있게

경우 7일 후 내시경을 반복 시행하여 추적 관찰

되었고,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내시경적 지혈

하였으며, 재출혈이 있는 경우 즉시 내시경적 지

술이 발달됨에 따라 Dieulafoy 병에서도 내시경적

혈술을 반복하거나 수술을 고려하였다. 모든 환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내시경적 지

자는 H2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 받았다. 환자의 성

혈술을 치료 초기에 시행하고 내시경적 지혈술이

별, 연령, 과거력, 약물 및 음주력, 입원 당시 혈

실패한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색소치, 수혈량, 출혈 양상, 병변의 위치, 동반된

도 하였다.6,9-12) 반면 내시경적 치료후 재출혈의

병변 및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의 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을 먼저 고려하고 수술에

석은 student t-test 및 χ2-test를 이용하였다.

따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내시경적 지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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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3.5%)였다(Table 1). 증상발현부터 내원까지의

결

과

시간은 6시간 미만이 20예(39.3%), 6시간에서 12
시간이 7예(13.7%), 12시간에서 24시간이 7예

1) 임상적 특징

(13.7%)로 전체 환자의 66.7%가 24시간 이내에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2±16.6 (Mean±SD,

내원하였다.

range: 19～80)세이고 성별은 남자가 42명(82.4%),

내원 후 24시간 이내 최저 혈색소치는 평균 7.5±

여자가 9명(17.6%)으로 남녀 비는 4.7：1이었다

2.1 g/dL이었고, 혈색소치가 10 g/dL 이하인 경우

(Table 1). 대상환자 중 8명에서 간경변증 및 식도

는 43예(84.3%) 이었으며(Table 1), 쇽 상태로 내

정맥류로 인한 상부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었

원한 경우는 16예(31.4%)였다. 재원 기간 동안 평

다. 소염 진통제 사용, 흡연 및 음주의 병력은 각

균 12.4±13.2 단위의 적혈구 수혈을 하였으며, 내

각 7.7%, 26.9%, 21.2%이었다.

시경적 지혈술이 성공한 경우 8.9±9.4 단위, 수술

출혈의 증상은 흑변이 23예(45.1%), 토혈이 16
예(31.4%), 흑변과 토혈이 같이 있었던 경우가 12

혹은 사망한 경우 23.7±17.3 단위의 적혈구 수혈
을 하였다.
2) 내시경적 특징

Table 1.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with Dieulafoy' s
Diseases (n=51)
Age (years) Mean
Range
Sex (male:female)
Manifestation of GI bleeding (%)
Melena
Hematemesis
Melena & hematemesis
Hemoglobin at admission
(Mean±SD g/dL)
Hemoglobin below 10 g/dL
at admission (%)

51.2±16.2
19～80
4.7：1

병소의 위치는 위 74.5%, 십이지장 25.5% 이었
다. 위 Dieulafoy의 분포는 근위부 65.8%, 체부
5.3%, 전정부 28.9%이었고(Fig. 1), 병소가 소만에
위치한 경우는 34.2%, 전벽은 21.1%, 후벽은
44.7%이었으며 대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내

23 cases (45.1)
16 cases (31.4)
12 cases (23.5)
7.5±2.1

시경 검사시 병소에서 출혈되는 양상은 분출성
출혈 57.0%, 삼출성 출혈 21.5%이었고, 돌출된 혈
관에 응혈괴가 부착된 경우 21.5%이었다(Fig. 2).
1회 내시경으로 Dieulafoy 병을 진단할 수 있었던

43 cases (84.3)

경우는 72.5%이며, 2회 내시경으로 16.0%, 진단까
지 3회 이상의 내시경이 시행되었던 경우가 11.5%
이었다. 동반된 병변은 위궤양 9예(17.6%), 식도

Fig. 1. Location of Dieulafoy' s diseases (n=51).

Fig. 2. Manifestation of Dieulafoy' s diseases at the time
of endoscopy (n=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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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이 동반된 경우가 1예(2.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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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시경적 지혈술
내시경적 지혈술은 fibrin glue 주사가 16예
(31.4%), HSE 주사 15예(29.4%), HSE과 fibrin glue
의 병합 주사 14예(27.5%), 기타 6예(11.7%)이었
다. 내시경적 지혈술의 성공률은 fibrin glue가
87.5%, HSE는 80.0%, HSE와 fibrin glue의 병합은
64.3%이었고 지혈제의 종류에 따른 지혈율의 통
계적 차이는 없었다. 그 외 alcohol, alcohol과 fibrin glue 병합주사 및 hemoclip을 사용한 경우는
50%의 성공률을 보였다(Fig. 3). Dieulafoy 병으로
진단된 후 1회 내시경적 지혈술로 치료된 경우는
64.7%이었으며, 2회 이상의 내시경적 지혈술로
치료된 경우는 9.8%로 총 74.5%에서 내시경적 지

Fig. 3. Hemostatic rate of endoscopic treatment of Dieulafoy' s diseases.

혈술로 완치되었다. 9예(17.6%)에서는 내시경적
지혈술후 지속적인 출혈로 수술을 시행받고 합병

Fig. 4. Outcome of Dieulafoy' s diseases.

22 大韓消化器內視鏡學會誌：第 19 卷 第 1 號 1999

증없이 호전되었으며, 4예(7.9%)는 상부위장관 출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체부 및

혈 외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Fig. 4). 내시경

기저부의 비정상적으로 직경이 큰 점막하 동맥은

검사시 병소에서 출혈되는 양상에 따른 지혈률의

소만을 따라 주행하는 좌위동맥에서 직접 분지

차이는 없었다.

되는 반면, 위의 다른 부분은 직경이 작은 점막하
혈관총에서 분지 되기 때문이다.20,21) 즉 Dieulafoy

4) 추적 관찰

병에서는 혈관이 장관벽에 이르기 전에 혈관의

대상환자 51명 중 39명은 외래 경과 기록지 분

직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점막하 조직에

석 결과 12.8±18.2(0～79)개월 동안 Dieulafoy병

서 지속적으로 굵은 직경이 유지되어 작은 점막

에 의한 재출혈의 임상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수

의 미란을 통하여 다량의 출혈이 유발된다.21-23)

술을 시행하였던 환자의 경우 합병증 없이 외래

조직학적으로 직경의 감소가 없는 굵은 동맥이

추적 관찰중이다.

점막 아래로 주행하면서 주위 염증을 동반하지
않고 작은 점막 결손을 통해서 소화관 내강으로

고

안

노출된 모습이며 일반적으로 동맥류, 죽상경화증
과 혈관염은 관찰되지 않는다.6,21)

Dieulafoy 병은 반복적인 다량 출혈을 보이고

혈관이 파열되는 병인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

보존적 치료로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다. Goldman24)은 압력에 의한 괴사(pressure necro-

알려져 있으며, 내시경 소견상 위혈관 질환인 동

sis)에 의해 비후된 혈관이 노출되고 소화성 부식

정맥 기형,16)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Redu-Weber-

에 의해 천공된다고 하였다. Juler 등25)은 점막하

Osler 증후군)17) 및 혈관종18) 등과 감별해야 한다.

에 선천적으로 큰 만곡 혈관이 존재하며 만성위

Dieulafoy 병은 주로 중년의 환자가 많고 남자

염으로 혈관 내막의 섬유화 혹은 혈관 이형성증

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다.8) 본 연구에서도 환

에 의하여 혈관벽의 혈전 및 괴사가 유발되고, 외

자의 평균 연령이 51.2±16.6세이며, 남녀 비는

부적 자극과 내압의 증가등 물리적인 힘이 가해

4.7：1로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일부 보

질 때 천공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질환의 발병 시

고에서 소염 진통제의 사용과 동반 질환과의 관

기가 중년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부

련성을 주장하였으나8) 본 연구에서는 연관성은

족하다. 일부에서는 노화 현상으로 점막하 동맥

찾을 수 없었다.

이 연장 및 만곡되고 위점막에 압력을 가하여 천

임상 증상은 단기간의 다량의 토혈, 흑변 및 혈

공된다고 주장하였다.15,19,21) 다른 가설로 음주, 만

변이고, 내원 시 심한 빈혈 및 혈류학적 불안정을

성위염, 만성적인 약물사용 등에 의하여 유발될

보이며 재원기간 동안 상당량의 수혈이 필요하

수 있다고 하는데, 음주(25%), 소염 진통제(39%),

다. 다른 연구에서 평균 혈색소치는 8～9 g/dL, 평

소화성 질환(11%)의 과거력을 보고하였지만 비교

균 적혈구 수혈량은 6～8단위로8,19) 보고하였다.

대상이 없어 이 가설은 추론적이다.8)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66.7%가 출혈 증상이 있은

Dieulafoy 병에 의한 위장관 출혈 환자에서 남

후 24시간 이내에 내원하였고, 평균 혈색소치는

자의 비율은 위궤양에 의한 위장관 출혈 환자의

7.5±2.1 mg/dL이었으며, 10 g/dL 이하는 84.3%이

남자의 비율 보다 높으나, 연령은 통계적으로 차

었고, 재원 기간 동안 평균 12.4±13.2 단위의 적

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우연인지 공통

혈구 수혈을 하였다.

된 병인을 시사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8) 본 연

병소는 위식도 문합부 6 cm 이내의 위의 근위

구에서도 내시경 소견상 17.6%에서 위궤양이 동

부에서 가장 호발하며, 주로 소만을 따라 분포한

시에 발견되었고 이런 측면에서 출혈의 원인이

다.8,15,20) 병변의 분포는 위의 혈관 분포 양상과 밀

되는 궤양이 있어도 내시경의는 출혈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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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병소를 가능한 모두 찾도록 노력해야 한

제의 선택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추후 무작위

다.25-27)

표본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Die-

결

ulafoy 병의 진단 및 치료는 수술에 의존하였고

론

수술 후 사망률도 매우 높았다. 내시경의 진단적
및 치료적 수기의 발달로 Dieulafoy 병의 정확한

1990년 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세

병변을 진단하여 수술로 제거할 수 있고, 한편으

브란스병원에 상부 위장관 출혈을 주소로 내원

로는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

하여 내시경 검사상 Dieulafoy 병으로 진단되고

다.6,9,10) 최근 연구를 포함하여 현재 Dieulafoy 병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한 51명의 환자를 대상으

은 내시경으로 대부분 진단되고 있다.3,6,7,9,11,12) 하

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만 Dieulafoy 병변은 혈관에 부착된 응괴 때문

1)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2±16.6(19～80)세이

에 간과되기 쉽고 궤양이나 정맥류와 같은 동반

고 남녀 비는 4.7：1이었으며 흡연, 음주 및 소염

된 병변이 Dieulafoy 병으로 오진될 수 있기 때문

진통제 사용의 병력과 질환과의 연관성은 없었다.

에 경험있는 내시경의에 의한 검사가 진단의 선

2) 내원당시 혈색소치의 평균은 7.5±2.1 g/dL

행조건이다.8)

이었고, 혈색소치가 10 g/dL 이하인 경우는 43예

뚜렷한 병변없이 심한 상부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는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기 위해 반복적인 내

(84.3%)이었으며, 쇽 상태로 내원한 경우는 16예
(31.4%)였다.

시경을 시도하여야 하며 더욱이 출혈의 원인이

3) 1회 내시경에서 Dieulafoy 병을 진단할 수 있

되는 병변의 지혈술후 재출혈이 된 경우 다른 병

었던 경우는 72.5%이며, 3회 이상의 내시경으로

변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시경을 시행

진단된 경우가 11.5%였다.

하여야 한다.8) 1회 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는

4) 병소의 위치는 위 74.5%, 십이지장 25.5% 였

Dieulafoy 병은 49～82%로 보고되고 있으며,8,20)

다. 위 Dieulafoy의 분포는 근위부 65.8%, 체부

본 연구에서도 1회 내시경의 진단율은 72.5%를

5.2%, 전정부 21.6%였고, 병소가 소만에 위치한

보였다.

경우는 34.2%, 전벽은 21.1%, 후벽은 44.7%였다.

최근 연구에서 Dieulafoy 병의 내시경적 지혈술

5) Dieulafoy 병으로 진단된 후 1회 내시경적 지

의 효과는 82～100%로 보고되고 있다.8,12) 본 연

혈술로 치료된 경우는 64.7%이었으며, 2회 이상

구에서는 1회 내시경적 지혈술로 Dieulafoy 병의

의 내시경적 지혈술로 치료된 경우는 9.8%로, 총

64.7%에서 재출혈 없이 치료되었고, 내시경적 지

74.5%에서 내시경적 지혈술로 지혈되었다. 9예

혈술을 반복하여 총 74.5%의 환자에서 지혈이 성

(17.6%)에서는 내시경적 지혈술후 지속적인 출혈

공적으로 시행되었다. Pointner 등6)은 전기응고법

로 수술을 시행받고 합병증 없이 호전되었으며, 4

과 지혈제 주사법을 동시에 시행하였고 이들 각

예(7.9%)는 상부위장관 출혈외의 합병증으로 사

각의 지혈술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망하였다.

외의 내시경적 지혈술의 방법으로 내시경적 결찰
술,28-31) Histoacyl

Dieulafoy 병은 단시간 동안 다량 출혈을 보이

(n-butyl-2-cyanoacrylate)32) 및

는 질환으로 병소는 주로 위근위부 및 후벽에 위

Nd:YAG 레이저33)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치료

치하였고, 내시경적 지혈술은 Dieulafoy 병에 의

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시경적 지혈술로 주사

한 위장관 출혈에 효과적이며 일차적으로 고려할

된 지혈제로 fibrin glue, HSE, fibrin glue와 HSE의

치료방법으로 생각된다.

병합 주사가 시행되었지만 지혈제의 종류에 따른
지혈률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효과적인 지혈

24 大韓消化器內視鏡學會誌：第 19 卷 第 1 號 1999

참

고

문

헌
16)

1) 양건호, 김성렬, 범희승, 김석빈, 박일종, 박광숙, 윤종
만: Dieulafoy' s disease 3예.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6: 27, 1986
2) 백대근, 이강희, 김무현, 조중현, 양웅석, 허 윤, 문한규,
유방현: Dieulafoy병 1예.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19:
276, 1987
3) Jaspersen D, Körner T, Schorr W, Brennenstuhl M,
Hammar CH: Extragastric Dieulafoy' s disease as
unusual source of intestinal bleeding: esophageal visible vessel. Dig Dis and Sci 39: 2558, 1994
4) Franko E, Chardavoyne R, Wise L: Massive rectal
bleeding from a Dieulafoy' s type ulcer of the rectum:
a review of this unusual disease. Am J Gastroenterol
86: 1545, 1991
5) Dy NM, Gostout CJ, Balm RK: Bleeding from the
endoscopically-identified Dieulafoy lesion of the
proximal small intestine and colon. Am J Gastroenterol 90: 108, 1995
6) Pointner R, Schwab G, Königsrainer A, Dietze O:
Endoscopic treatment of Dieulafoy' s disease. Gastroenterology 94: 563, 1988
7) Bakka A, Rosseland AR: Massive gastric bleeding
from Exulceratio simplex (Dieulafoy). Acta Chir
Scand 152: 285, 1986
8) Baettig B, Haecki W, Lammer F, Jost R: Dieulafoy
disease: endoscopic treatment and follow up. Gut 34:
1418, 1993
9) Goldenberg St P, DeLuca VA, Marignani P: Endoscopic treatment of Dieulafoy' s lesion of the duodenum. Am J Gastroenterol 85: 452, 1990
10) Boron B, Mobarhan S: Endoscopic treatment of
Dieulafoy hemorrhage. J Clin Gastroenterol 9: 518,
1987
11) Helliwell M, Irving JD: Hemorrhage from gastric
artery aneurysms. Br Med J 282: 460, 1981
12) Lin HJ, Lee FY, Tsai YT, Lee SD, Lee CH, Kang
WH: Therapeutic endoscopy for Dieulafoy' s disease.
J Clin Gastroenterol 11: 507, 1989
13) Scull RE, Mark EJ, McNeely BU: Case records of the
Massachusett General Haspital. N Engl J Med 325:
1086, 1991
14) Richard WO, Grove D, Williams LF: Hemorrhage
from a Dieulafoy type ulcer of the colon: a new cause
of lower gastrointestinal tract. Am Surg 54: 121, 1988
15) Velhuyzen van Zanten SJO, Bartelsman JFWM,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Schipper MEI, Tytgat GNJ: Recurrent massive hematemesis from Dieulafoy vascular malformation-a
review of 101 cases. Gut 27: 213, 1986
Wheeler MH, Smith PM, Cotton PB: Abnormal blood
vessels in the gastric antrum. Dig Dis Sci 24: 155,
1979
Christansen J, Fuding J: Hereditary hemorrhagic
telangiectasis as the cause of gastrointestinal hemorrhage. Acta Chir Scand 136: 357, 1959
Rissier HL: Hemangiomatosis of intestine. Gastroenterology 93: 357, 1959
Stark ME, Gostout CJ, Balm RK: Clinical features and
endoscopic management of Dieulafoy' s disease.
Gastrointest Endosc 38: 545, 1992
Harold FR, Firas HA: Dieulafoy' s lesion: diagnosis
and management. Dig Dis Sci 36: 1702, 1991
Miko TL, Tomazy VA: The caliber persistent artery
of the stomach: a unifying approach to gastric aneurysm, Dieulafoy' s lesion and submucosa arterial malformation. Hum Pathol 19: 914, 1988
Eidus LB, Rasculi P, Manion D, Haringer R: Caliber
persistent artery of the stomach (Dieulafoy' s vascular
malformation). Gastroenterology 99: 1507, 1990
Molnar P, Miko T: Multiple arterial caliber persistence
resulting in hematomas and total rupture of the gastric
wall. Am J Surg Pathol 6: 83, 1982
Goldman RL: Submucosal arterial malformation of the
stomach with fatal hemorrhage. Gastroenterology 46:
589, 1964
Juler GL, Labitzke HG, Lamb R, Allen R: The
pathogenesis of Dieulafoy' s gastric erosion. Am J
Gastroenterol 79: 195, 1984
Durham JD, Kumpe DA, Rothbarth LJ, Van Stiegman
G: Dieulafoy disease: arteriographic finding and treatment. Radiology 174: 937, 1990
Saueracker AJ, Van Stiegmann G, Pearlman NW:
Dieulafoy' s disease: a not uncommon clinical dilemma. Dig Surg 5: 89, 1988

28) 조병석, 박병수, 안진형, 고정희, 최우석, 박강서, 박성
규, 최덕례: 내시경적 결찰술에 의한 Dieulafoy병의 치
료 3예.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14: 357, 1994
29) 김영수, 김진홍, 박종석, 이내희, 박영숙, 함기백, 이상
인: 내시경적 결찰요법에 의한 Dieulafoy궤양의 치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15: 247, 1995
30) 정준성, 김영용, 이진웅, 윤태용, 안기석, 민귀환, 김기
중, 박찬웅, 최관수: 내시경적 결찰요법으로 치유한

Dieulafoy궤양 2예.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18: 225,
1998
31) Brown GR, Harford WV, Jones WF: Endoscopic band

박수진 외 6인：상부위장관 Dieulafoy 병: 임상 양상 및 내시경적 치료

ligation of an actively bleeding Dieulafoy' s lesion.
Gastrointest Endosc 40: 501, 1994
32) D' Imperio N, Papadia C, Baroncini D, Piemontese A,
Billi P, Dal Monte PP: N-butyl-2-cyanoacrylate in the
endoscopic treatment of Dieulafoy ulcer. Endoscopy

25

27: 216, 1995
33) Al-Kawas FH, O' Keefe J: Nd: YAG laser treatment
of a bleeding Dieulafoy' s lesion. Gastrointest Endosc
33: 39, 1987

◇ ◇ 칼라사진 설명 ◇ ◇
Fig. 5. A: The protruding vessel is seen in the cardia. B: Endoscopic injection of sclerosant is done into the lesion.
◇ 관련사진 게재：65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