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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장관 포상 기종(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은 위장관의 점막하층이나 장막

하층에 기체로 채워진 낭포가 관찰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1,2]. 원인에 따라 특별

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과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이차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85% 이상이 이차성으로 보고되고 있다[3].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나 설

사, 복통, 변비, 혈변, 체중감소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장관 폐쇄, 장염전, 장파열, 장천공, 기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4]. 최근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및 대장 내시경검사가 널리 이용되면서 장관 포상 기종의 진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저자는 최근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45세 남자에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과 대장 내시경검사 및 내시경검사를 통해 확진 된 장관 포상 기종 1
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Case Report 

45세 남자가 만성 설사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1개월 반 전부터 물만 

나오는 설사가 지속되다가, 관장 시 설사 양상의 무른 변을 보았다. 이후 관장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물만 나오는 배변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였으며 별다른 치료 없이 경

과만 관찰할 경우 복부 팽만감과 구역감이 동반되었다. 과거력이나 가족력에 특이 사

항은 없었다. 

활력징후 검사 상 혈압 106/67 mmHg, 심박수 65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2도였다. 최근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면서 체중이 1년 동안 65 kg에서 57 k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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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ptomatic and found incidentally during radiologic or endoscopic examination, 
it can be a cause of severe problem such as obstruction or pneumoperitoneum. The 
author report a case of 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in a 45-year-old male with 
chronic diarrhea and abdominal 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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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신체진찰 상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

으로 일반혈액검사 상 백혈구 수치가 6,360/mL, 혈색소 14.1 g/dL, 

적혈구용적율 41.7%, 혈소판 240,000/mL으로 측정되었다. 혈청 

생화학 검사상 알부민 4.1 g/dL, 총빌리루빈 1.1 mg/dL, AST, ALT
는 30 U/L, 16 U/L, BUN, Creatinine은 20.2 mg/dL, 1.0 mg/dL로 

측정되었다. 흉부진찰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다. 복부진찰 상 장

음이 증가되어 있었고, 촉진 시 약간의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반발

통은 없었다.  

복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소장과 대장 부위에 가스와 대변이 많

이 관찰되었고 전반적으로 확장된 양상을 보였다(Fig. 1). 복부 컴

퓨터단층촬영에서 대장과 직장 부위에 낭성 혹은 거품 모양의 공기 

음영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장관벽의 비후나 종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2). 대장 내시경 소견 상 구불결장과 직장 전반에 걸쳐

서 다양한 크기의 다발성 용종성 병변들이 관찰되었다. 용종성 병

변들은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었고 내시경 겸자로 압박했을 때 탄

력이 있었다. 조직검사를 위해서 병변 부위를 절제했을 때 공기가 

빠지면서 융기된 병변이 편평해졌다(Fig. 3). 조직병리검사 상 점막 

하에 염증세포와 다핵성 거대세포로 둘러싸인 낭성 병변이 관찰되

었다. 낭종을 덮고 있던 점막은 일부 미란 소견을 제외하고 정상 소

견이었다(Figs. 4, 5). 이러한 소견들을 종합하여 본 증례는 장관 포

상 기종으로 진단되었다. 

Fig. 1. Plain abdominal radiograph shows gaseous dilated small 
and large bowel loops with large amount of fecal content.

Fig. 2. Abdominal computer tomograph shows cystic or bubbly 
air collections in sigmoid colon and rectum without significant 
bowel wall thickening and some air bubbles in small bowel loops.

Fig. 3. Colonoscopic finding shows multiple variable sized polypoid 
elevated lesions at the sigmoid colon.

환자는 입원 후 금식 및 수액 치료를 받았고, 이와 함께 metroni-
dazole 정맥투여를 시작하였고 산소흡입치료도 병행하였다. Met-
ronidazole 정맥투여 3일 후 설사 및 복통 증세 대부분이 호전되어

서 metronidazole 250 mg 경구투여로 전환한 후 퇴원하였다. 

Discussion 

장관 포상 기종(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은 장관 벽의 

점막하층과 장막하층 부위에서 기체를 함유한 낭종성 병변이다. 발

생 원인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과 달리 이차성 장관 기종은 관련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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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 예로 장마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충수돌기염, 괴사성 장염, 장꼬임 등의 위장관 문제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교원성 혈관 질환, 스테로이드, 항암제 등의 약제, 수술, 외

상 등이 있다[5]. 대부분은 무증상이나 설사, 변비, 복부통증, 혈변,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의 비특이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4]. 예
후의 경우 일차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나 폐질환, 일반적인 위장관질

환 등과 관련된 경우는 예후가 좋은 편이나, 장관 폐쇄, 독성 거대

결장, 허혈성 장질환, 교원성 질환 등과 연관되었을 경우는 예후가 

나쁜 편이다[6]. 
장관 포상 기종의 발생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장

관 내강의 기체 유입설, 세균에 의한 기체 생성설, 폐질환 합병증으

로 인한 기체 유입설 등의 가설이 알려져 있다[7]. 장관 내강의 기

체 유입설은 변비나 폐쇄성 장질환에 동반한 높은 내강압력과 장

염, 외상 등에 의한 점막의 손상 등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다. 세

균에 의한 기체 생성설은 수소가스를 생성하는 세균들이 점막내로 

침투하여 점막 하나 장막 하에 수소가스를 함유한 낭포를 형성한다

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metronidazole을 사용하는 의학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폐질환과 관련한 기체 유입설은 폐포가 파괴되면서 

폐포 안의 가스가 종격동을 거쳐 후복막, 장막하, 점막하로 이동한

다는 가설이다. 이는 폐기종이나 기관지천식 환자에 동반한 장관 

포상 기종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이다[1]. 
장관 포상 기종은 복부 단순방사선촬영이나 복부 컴퓨터단층촬

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복부 방사선촬영에서는 위장

관 벽을 따라서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 음영이 특징적이다. 복부 컴

퓨터단층촬영이 민감도나 특이도 면에서 장관 포상 기종의 진단에 

매우 유용한데, 장관 벽 내에 낭성 혹은 선상, 곡선형의 기체 낭포 

소견으로 관찰된다. 또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은 장관 내강의 기체

나 지방종 등과 감별에도 유용하고 장관 포상 기종에 동반된 다른 

질환들을 진단하는데도 유용하다[8]. 최근 들어서는 건강 검진 등

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장관 포상 기종의 진

단이 증가하고 있다. 대장 내시경검사는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감별하기 어려운 용종이나 조기 암종을 진단하는데 장점이 있다. 

내시경 소견 상 장관 포상 기종은 내강으로 융기한 점막 하 병변으

로 보이고 크기는 낭종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다. 조직검사를 위해서 

병변 부위를 천자했을 때 낭종 내 가스가 배출되면서 편평해지는 특

징이 있다. 낭종 상부의 점막은 대부분 정상이고 간혹 충혈되거나 미

란 소견을 보이기도 한다[9]. 조직학적 소견에서 장막하층이나 점막

하층에 가스가 채워진 다양한 크기의 낭성 병변과 함께 낭종을 둘러

싸고 있는 다핵성 거대세포나 염증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다. 

장관 포상 기종의 치료는 증상과 동반 질환에 의해 결정된다. 합

병증이 없는 경우 동반 질환에 대한 치료 및 대증적 치료를 우선적

으로 시행하고, 장폐쇄나 장파열 등의 증증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10]. 일차성 장관 포상 기종의 경우 산소

요법과 항생제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산소요법은 혈류 내와 낭포 

내의 기체 농도와 압력 차에 의해서 낭포 내의 가스를 주위 조직으

로 확산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장관 낭포 내의 수소를 혈액

으로 확산시켜 낭포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산소요법의 경우 

낭종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48시간 이상의 치료가 권장되며, 

마스크,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 요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고압

산소탱크나 기계적 호흡을 시도해 볼 수 있다[3]. 항생제 요법은 장

관 낭포 내 수소가스를 형성하는 세균에 효과적인 metronidazole, 
vancomycin, ampicillin, tetracycline 등을 투여하는 방법이다. 항생

제요법 또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2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권장

되기도 한다[11].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장천공, 복

강 기종, 장폐쇄, 장염전, 장출혈 등의 증증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Fig. 5. Microscopic finding shows gas-filled cysts lined by 
multinucleated giant cells in the submucosal layer (H&E, ×400).

Fig. 4. Microscopic examination shows multiple gas-filled cystic 
lesion with multinucleated giant cells in the submucosal layer 
(H&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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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11].  
본 증례의 경우 과거력, 가족력, 컴퓨터단층촬영, 대장 내시경검

사, 병리조직화학검사 등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일차성 장관 포상 

기종으로 진단되었다. 입원 후 3일간 금식 및 수액요법, 산소 흡입

치료 그리고 metronidazole 정맥투여 등의 보전적 치료로 증세가 

호전되어 metronidazole 경구투여로 전환한 이후 퇴원하였다. 퇴원 

후 한달간 metronidazole 경구투여를 하면서 경과 관찰한 결과 관

련 증상 대부분이 호전되어 치료를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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