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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우연히 발견된 장관 포상 기종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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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Primary 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in a Patient with Chronic Abdomina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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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is a rare phenomenon presenting with multiple gas-filled cysts in the submucosal 

or subserosal layer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can occur as a primary or secondary 
disease with an underlying etiology. We recently managed a case of primary 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in 
a 42-year-old man with chronic abdominal pain. The case is presented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st Res 
2011;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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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  포상 기종(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은 

장 의 막하층 혹은 장막하층에 가스로 채워진 낭종

이 찰되는 드문 상으로 Duvernoi에 의해서 1730년 

처음으로 보고되었다.1 원인에 따라서 일차성과 이차

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85% 이상이 이차성으로 다

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으며, 약 15% 정도에서 원발성

으로 발생한다.2 이미 국내에서도 이차 질환으로 장  

포상 기종이 발생한 가 보고된 바 있다.3,4 증상으로

는 설사, 변, 변비, 복통, 체  감소 등이 있을 수 있

으며,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5 임상 

경과 한 다양한데 주로 련된 기  질환에 따라서 

후가 달라진다. 치료 방침은 동반된 질환에 따라 결

정되는데, 일반 으로 무증상인 경우 특별한 치료 없

이 경과 찰이 가능하나, 증상이 동반된 경우 산소 

흡입  항생제 투여 등의 보존 인 치료가 필요하다. 
한 창자 꼬임, 복막염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6 자들은 만성 이고 심한 반

복 인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42세 남자에서 장내

시경 검사  복부컴퓨터단층촬 에서 발견된 장  

포상 기종 1 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증    례

42세 남자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 평소

에 배변 습 의 변화와 배변시에 완화되는 하복부의 

복통으로 고생하던  내원 3개월 부터 증상이 심해

져 외래를 방문하 다. 동반된 체  감소 혹은 변의 

굵기 변화는 없었고, 과거력이나 가족력에서 특이 소

견은 없었다. 활력 징후 검사에서 압 154/97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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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noscopic fin-

dings. (A) Variable sized

subepithelial masses are

seen at mid-ascen-

ding colon. (B) Sube-

pithelial mass shows 

cushion sign when pushed

with biopsy forcep.

Fig. 2. 3-dimensional 

(3D) abdominal CT find-

ings. Isolated intramural

air filled cysts are seen 

on transverse view (A) 

and coronal view (B) 

(arrow) in colon window 

setting (width, 1,500 

HU; level, -400 HU). 

On endoluminal image 

(C), it shows a multiple 

intraluminal protruding 

subepithelial mass 

(arrow). On 3D recon-

struction view of colon 

(D), it shows multiple 

intraluminal narrowing 

with intact mucosa, 

suggesting subepithelial 

tumor on volume ren-

dered image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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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oss pathologic findings. (A) It shows variable 

sized, multiple subepithelial mass with intact mucosa. 

(B) On cross sectional view, those subepithelial masses

are filled with gas and show no connection with each 

other (arrow).

Fig. 4. Microscopic findings. (A) It shows multiple gas-filled cysts in the submucosal layer (arrow) (H&E stain, ×12.5).

(B) It shows several multinucleated giant cells lining cyst wall (H&E stain, ×200).

맥박 65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36.1oC 다. 신
체 검사에서 병색은 보이지 않았으며, 공막  피부에 

황달은 찰되지 않았다. 흉부 진찰 소견에서 호흡음

은 정상이었으며, 복부 진찰 소견에서 압통이나 반발

통은 없었고 장음은 정상 소견이었다. 말  액 검사

에서 백 구 7,090/mm3, 색소 14.2 g/dL이었고, 소

은 193,000/mm3이었다. 생화학 검사에서 총단백이 

7.3 g/dL, 알부민 4.3 g/dL, AST 17 IU/L, ALT 19 IU/L
이었고, 총 빌리루빈이 1.1 mg/dL이었다. 흉부  복부

단순방사선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장 내시경 검사에서 근 부 상행 결장부터 간만

곡 부 에 걸쳐 2-4 cm 크기의 다양한 크기  모양을 

가진 막하 종양의 병변들이 찰되었으며, 조직 생

검을 해 생검 겸자로 병변을 을 때, 부드럽게 

려지는 소견이 찰되었다(Fig. 1). 이후 시행한 3차
원 복부컴퓨터단층촬 에서 복강 기종이나 복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은 찰되지 않았으며, 장간막 정맥과 

간문맥에도 기포는 찰되지 않았다. 장  벽 내의 기

종을 보기 해 창설정(window setting)을 조작하 을 

때(width: 1500 HU, level: -400 HU), 상행 결장 벽내에 

다수의 공기로 채워진 낭종들이 찰되었다. 한 3차
원 가상 장 내시경에서도 상행 결장에 걸쳐, 장 

내시경 소견과 일치하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다양

한 크기의 종괴가 찰되었으며, 강을 보는 용  연

출 상에서도 종괴에 의한 강의 림 상이 발생

하 다(Fig. 2). 
환자에게 산소 요법 등의 보존  치료를 권고함과 

동시에 치료 이후 재발의 가능성에 해서도 설명하

다. 한 증상이 재발할 경우 추가 인 반복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 다. 그러나 환자는 그동안 반복된 

증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보

존  치료를 거부하 으며, 근치  치료를 원하여 수

술을 시행하 다. 수술은 복강경하 우측 결장반 제

술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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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장의 육안 소견에서, 상행 결장에 걸쳐 

막 면에 기포들이 여러 개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 

찰되었으며, 강을 둘러싸고 있었다. 단면상 여러 

개의 낭성 구조가 찰되었으며, 내부는 공기로 채워

져 있었다(Fig. 3). 그 외 막 표면이나 장막 표면에 

특이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제된 조직의 미경 

소견에서 막하층에 공기로 채워진 낭종이 찰되었

으며, 낭종벽에 다핵성 거 세포가 일부 찰되었다

(Fig. 4).
환자는 이후 수술 합병증 없이 퇴원하 으며, 외래

에서 경과 찰 이다. 

고    찰

장  포상 기종은 장  막하 는 장막하에 다발

성의 공기가 채워진 상으로, 원인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일차성  이차성으로 나  수 있다. 일차성은 

다른 동반된 질환 없이 장  포상 기종이 자연 으로 

생기는 것이며, 이차성은 장  포상 기종의 원인 질환

이 동반된 경우를 말한다. 장  포상 기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염증성 장염, 장  감염, 장마

비,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악성 종양이 있다. 그
밖에 항 정신병 약제나 항암 화학제, 경화 요법에 사용

되는 약제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5,7 원인에 따라 질환

을 나 는 이유는, 그 후가 동반된 질환에 따라 결정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차성 질환이나, 장  

질환, 폐기종이나 천식 등과 련된 경우는 비교  

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장허 , 장간막  질

환, 장폐쇄, 독성 거 결장, 교원성  질환이 원인

인 경우는 후가 좋지 않다.8 이번 증례의 경우 흉부 

진찰소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교원성 질환을 의심

할 수 있는 임상 증상 역시 찰되지 않았다. 한 과

거력상 변비가 없었고, 장 내시경에서 기타 막 병

변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  포상 기종을 일으킬 

만한 약물 복용력이 없다는 에서 일차성으로 발생

한 장  포상 기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장  포상 기종의 병태생리는 정확히는 알려져 있

지 않으나, 다음의 여러 가지 기 들이 복합 으로 작

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  세균 이론

이 있는데, 이것은 수소 가스를 생성하는 세균들이 

막 틈새를 통해 장벽 내나 장막 하층에 도달하여 수소 

가스를 생성한다는 이론으로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하

는 치료의 근거가 되고 있다.9  다른 이론으로 기계 

이론을 들 수 있다. 이는 외상이나 장염으로 인해 막 

손상이 생기고 이를 통해 공기가 장벽 내로 퍼져나가

는 것과, 변비나 장 마비 등으로 인해 장  내 기압이 

올라가서 공기가 막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낭포 안의 높은 수소 분압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단 이 있다.10 폐질환 이론은 폐포가 

열되었을 때, 폐포 안의 공기가 종격동을 거쳐 후복막

으로 이동하고, 다시 장막하와 막하에 분포한다는 

것으로, 폐기종이나 천식에 동반된 장  포상 기종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1

장  포상 기종은 일반 으로 60 에 가장 흔하며, 
남자와 여자에서 동등한 비율로 찰된다.5 이  일

차성은 체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로 하행 

결장과 구불 결장에 생기며, 이차성인 경우는 소장  

우측 결장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증례

는 일차성을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우측 결장에 기종

이 발생하 다. 그러나 일차성 장  포상 기종을 보고

한 이 의 국내 문헌도 우측 결장에 기종이 발생하

고,11,12 국내 15 를 모아서 보고한 문헌에서도 일차성 

장  포상 기종이 주로 우측에 발견되었다.4 임상 증

상은 다양하지만, 국내의 보고에 의하면 복통이 가장 

흔하며(12명), 그 외에 복부 팽만감(2 ), 무증상(1 )
도 보고되었다.4 한 장  포상 기종으로 인해 합병

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분 후가 양호하지만 약 

3% 정도에서는 장폐쇄 염 , 장 첩증이 동반되어 수

술이 필요할 수 있다.13 이번 증례에서는 복통을 주소

로 시행한 장 내시경 검사에서 장  포상 기종이 진

단되었으며, 복통이 장  포상 기종의 흔한 원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장  포상 기종은 부분 복부단순촬 과 복부컴퓨

터단층촬 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는데, 복부컴퓨터단

층촬 이 장벽내 기종과 문맥  장간막 정맥 내의 기

포 발생의 발견에 더 민감하다.14 복부컴퓨터단층촬

은 이차성 질환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어, 그 유효성

이 뛰어나지만, 게실증, 장  농양과 같은 질환을 오진

할 수 있다.15 한편, 기종의 크기가 작은 경우 복부컴퓨

터단층촬 에 의해서도 병변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러

한 경우는 창설정을 조 해 주면 장 내 기종 발견율

을 높일 수 있는데, 창설정을 조 할 경우 특정 범  

이상의 Hounsfield unit (HU) value는 백색으로,  그 

이하의 HU value는 검은색으로 일 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얇은 막하층을 강조시키고, 막하층과 

강  막하에 있는 공기의 조를 증 시켜 장  내 

기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증례에서도 창설정

을 조 한 이후 장  포상 기종을 명확히 발견할 수 

있었다. 한, 가상 장 내시경 검사 소견에서 강내

에 다양한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으나, 이것만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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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의 기원층을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가상 장내

시경은 반드시 2차원 상과 같이 독하거나 추후 

장 내시경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그 성상  기원

층에 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최근 장 내시경이 리 이용되면서 장  포상 기

종을 진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장 내시경

은 복부컴퓨터단층촬 에서 놓칠 수 있는 조기 장

암을 원인 질환으로 감별해  수 있는 장 이 있다. 
장  포상 기종의 내시경 소견으로는 장  내로 돌출

된 막하 종양을 들 수 있다. 그 를 덮고 있는 막

은 부분 정상이나, 간혹 충 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 내시경 겸자로 조직 생검을 하거나, 바늘로 천자를 

하 을 때, 막하 종양의 크기와 모양이 작아지며 공

기가 새어 나오는 것이 찰된다면, 장  포상 기종을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증례에서는 조직 생검을 하 으

나, 기종이 존재하는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해 낭포에

서 공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찰할 수가 없어 림  

확장증과 장  낭포 기종을 내시경 소견만으로 감별

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막하 종양의 조직

을 얻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bite-on-bite 생검법을 시도

하거나, 바늘로 천공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  낭포 기종의 치료에는 동반된 질환의 치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차성 장  낭포의 

경우 보존  치료로 산소 요법을 시도할 수 있다. 산소 

요법을 시행하면, 낭포 내의 수소 가스가 액으로 확

산되어 낭포의 크기를 일 수 있다. 하지만 산소 요법 

후에는 낭포가 자주 재발하기 때문에 어도 48시간 

이상의 치료가 추천되며,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 주

입이 충분치 않으면 고압 산소 탱크를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16 과거의 문헌에 의하면, 5일간의 산소 치료 

후 재발하여 다시 추가 인 산소 요법을 시행한 가 

있다.17 한 산소 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 세균

설에 근거하여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메트로니

다졸이 주로 이용된다.9 그러나 메트로니다졸도 치료 

후 다시 재발한 가 있어, 치료  환자에게 재발 가

능성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동반된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장  낭포 

기종 환자의 검사 혹은 내과  치료  복강 기종이 

동반되는 경우를 찰할 수 있는데, 일차성 장  낭포 

기종에 동반된 복강 기종은 복막염의 증상이 없다면, 
경과 찰을 할 수 있다. 

이번 증례는 일차성 질환으로 여겨지고, 환자의 임

상 징후가 심각한 수 이 아니어서 추후 후도 좋을 

것으로 단되어, 경과 찰을 권고하 다. 그러나 만

성 인 복통으로 고통을 받아온 환자가 보존  치료 

이후의 재발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근치  수술을 강

력히 요구하 으며, 이후 생길 수 있는 장폐색의 방

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술  제를 

시행하 다. 수술 이후 환자는 복통이 호 되었는데, 
이는 일차성 낭포 기종이 만성 이고 심한 반복 인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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