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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자궁내막증(endometriosis)은 양성의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강 이외의 부위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가임기 여성의 약 15% 정도에서 발생하며, 불임, 성교통, 월

경통 등의 여러가지 임상증상을 동반한다[1]. 아직 확실한 원인, 기전, 치료법 등이 밝

혀져 있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 후에도 재발이 흔하다. 

자궁내막증 중 15-37% 정도가 위장관에서 발생하고 대부분 무증상 상태로 우연히 

발견된다. 위장관 자궁내막증 중 대부분은 직장 및 S상 결장에서 발생하고 소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2]. 특히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장 폐색을 동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3]. 
위장관을 침범한 자궁내막증의 증상으로는 복통, 직장통, 뒤무직(tenesmus), 직장 

출혈, 변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대부분이다. 수술전 과민성 대장증후군, 감염성 질

환, 충수돌기염, 국소적 장염, 괴사성 장염, 종괴, 게실염 등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수

술 전 증상 및 영상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은 매우 어렵다[4]. 
저자는 소장 폐쇄(small bowel obstruction)를 유발한 장관 자궁내막증(intestinal en-

dometriosis)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ndometriosis is a common disease affecting females of reproductive age. Intestinal 
involvement has been estimated to occur in 15% to 37% of females with endometri-
osis. Unlike endometriosis of large intestine, it is very rare for the condition to mani-
fest as small bowel obstruction caused by intestinal endometriosis. Preoperative di-
agnosis of intestinal endometriosis is very difficult. This disorder should be consid-
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females of child-bearing age with symptoms of 
bowel obstruction. We report a 44-year-old woman who presented with symptoms 
and signs of acute small bowel obstruction. A segmental resection of the small bowel 
was performed with end to end anastomosis. Pathologic examination demonstrated 
acute small bowel obstruction secondary to intestinal endometriosis. The patient 
died on the second day after the surgery because her condition worsened. Intestinal 
endometriosis also should be includ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bowel obstruc-
tion for the promp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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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여자가 내원 1일전부터 간헐적 하복부 통증, 구토, 구역 등

의 증세가 있어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과거력상 말기 

신부전 상태로 2003년 복막 투석, 2004년 혈액 투석, 2007년 1월 

좌측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12월 본원에서 원인불명

의 소장 폐쇄증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다. 가족력상 특

이 사항은 없었다. 

입원 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진찰소견 상 심음은 정상이었

고, 심잡음도 없었으며 호흡음은 깨끗한 상태였다. 복부진찰 상 장

음이 증가된 상태였고, 전반적인 복부 압통을 호소하였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8,590/mL, 

혈색소 16.1 g/dL, 적혈구용적율 49.0%, 혈소판 182,000/mL으로 

측정되었다. 혈청 생화학검사 상 알부민 2.8 g/dL, 총빌리루빈 0.7 
mg/dL, AST, ALT는 32 U/L, 10 U/L, BUN, Creatinine은 25.2 
mg/dL, 108 mg/dL 로 측정되었다. 

단순 흉부방사선촬영 사진에서는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고, 단

순 복부방사선촬영 사진에서 전반적으로 확장된 소장 내에 공기액

체층(air-fluid level)이 관찰되어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Fig. 1). 복
부 및 골반 전산화단층촬영 상 우측 복부에 소장의 전반적인 확장 

및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우측 난소에는 자궁내막증으

로 의심되는 낭종도 함께 발견되었다. 

환자는 12시간 가량 수액 요법 및 보존적 약물 치료에도 복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다. 악화된 상황에

서 시행한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18,290/mL로 증가되었고, 

혈색소 14.2 g/dL, 적혈구용적율 43.8%, 혈소판 421,000/mL으로 

측정되었다. 혈청 생화학검사 상 알부민 1.4 g/dL, 총빌리루빈 1.3 
mg/dL, AST, ALT는 83 U/L, 25 U/L, BUN, Creatinine은 27.5 
mg/dL, 2.2 mg/dL 로 측정되었다. 

상기 증상과 단순 흉부방사선촬영 사진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원인불명의 꼬임창자막힘증(strangulation ileus) 
의심 하에 응급으로 소장 부분절제술(segmental resection of the 
small bowel) 및 문합술(end-to-end anastomosis)을 시행하였다. 수

술 시 병변은 주변 조직과 유착 소견을 보였고, 괴사성 병변도 관찰

되었다. 

절제된 소장은 회장(ileum) 부위로서 길이가 28 cm 정도였고, 점

막(mucosa)에서 장막층(serosa)까지 전 층에 걸쳐서 회갈색의 괴사

성 변화를 보였다. 육안검사 상 소장의 장막 부위에 국소적인 유착

(adhesion) 및 섬유화(fibrosis)가 의심되는 부위가 관찰되었고 단면

상 갈색 얼룩 같은 병변이 관찰되었기에, 그 부위를 채취하여 병리

학적 검사를 위한 조직 절편을 제작하였다. 현미경 소견상 장막(se-
rosa) 및 장막하(subserosa) 부위에서 기질성 출혈을 동반한 불규칙

한 형태의 선조직들로 구성된 병변이 확인되었다(Fig. 3). 기타 점

막 및 점막하 부위에서는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다. 전이성 암종

을 포함한 다른 질환들과 감별을 위해서 면역조직화학검사(immu-
nohistochemical stain)를 시행하였고, ER, PR, CD10 등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소장을 침범한 장관 자궁내막증(intestinal endometri-
osis)으로 확진되었다(Fig. 4). 

환자는 수술 1일째 갑자기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혈압 80/50 
mmHg, 심박수 150회/분, 체온 39.3도로 측정되었고, 저산소혈증

(hypoxemia), 대사산증(metabolic acidosis)이 급격히 진행하였으며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 상태를 유지하며 인공호흡기 치료 및 보존

적 치료를 계속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수술 2일째 사망하였다. 

Discussion 

자궁내막증은 여성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증식하는 자궁내막 

Fig. 1. An abdominal upright radiogram shows air-fluid levels, 
consistent with small bowel obstruction.

Fig. 2. An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s fluid filled 
dilated small bowel loops, consistent with small bowel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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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자궁 이외의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가임기 여성

의 골반강 내 생식장기에서 호발한다. 주로 호발하는 부위는 난소, 

난관, 자궁의 인대, 직장 질 중격, 자궁의 표면, 골반 복막 등이다. 

그 외에 직장, 대장, 충수돌기, 소장, 대장, 간, 담낭, 췌장, 탈장낭, 

서혜부, 개복술 반흔, 폐, 흉강, 횡격막, 횡문근, 중추신경계, 말초

신경계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들의 10-15%에서 자

궁내막증이 발견되고, 이중 15-37%가 위장관에서 발생한다고 보

고되었다[2]. 
자궁내막증의 발생기전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데, 가

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 중 하나는 자궁내막 조직의 이식설(im-
plantation or reflux theory)이다[5]. 

골반강내 자궁내막증의 경우 대표적인 증상으로 월경통, 성교

통, 불임 등이 있다. 하지만 골반강외 자궁내막증의 경우 증상은 발

생 부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본 증례와 같이 위장관에 발생할 경

우 복통, 출혈, 장폐색, 장중첩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6].  

소장을 침범하는 자궁내막증은 주로 장막 부위를 침범하고 크기

도 2 cm 이하로 작은 편이다.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일부에서 국소

적 염증반응, 섬유화, 유착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서 장폐쇄와 같은 

중증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7]. 그러나 이러한 자궁내막증에 

의한 장폐쇄는 전체 위장관 자궁내막증 중 1% 이하에서만 발생하

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8]. 
위장관 자궁내막증의 이러한 비특이적 증상들은 수술 전 진단을 

더욱 어렵게 한다. 본 증례의 경우도 환자의 증상이나 혈액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 등이 비특이적이어서 수술 전 진단에 어려움

이 있었다. CA125 같은 혈액검사가 일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만, 민감도가 떨어져서 한계가 있다[9]. 바륨 관장(barium enema)
과 같은 조영제 검사(contrast study)는 비록 특이도가 떨어지지만 

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10]. 
영상의학적 검사 중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가 위장관 

자궁내막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

감도가 77-93% 정도로 보고된다[11]. 또한 소장관장술(enterocly-
sis)을 동반한 multislice CT(computed tomography)가 진단에 유용

하다고 알려져 있다[12]. 
Danazol이나 gonadotrophin antagonist 같은 호르몬제 요법이 증

상 완화 등의 목적으로 장폐쇄가 없는 위장관 자궁내막증 치료에 

시도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기간 설정, 장기적 효과 여부 및 호르

몬제 관련 부작용 등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3]. 이와 관련한 최근의 일부 메타분석 결과는 호르몬제 요법의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4].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위장관 자궁내막증의 경우에 복강경을 사

용한 진단 및 치료(laparoscopic approach)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부분절제술 등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는 급성 및 아급성 위장관폐쇄

가 발생한 경우나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다

[15]. 만약 수술 중 위장관 자궁내막증이 의심되면 가능한 많은 병

변들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11]. 또한 악성 종양의 가능

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술 도중 의심이 되면 악성 종양에 

준한 절제(oncological resection)가 필요하다[3]. 
대부분의 위장관 자궁내막증은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

이지만, 본 증례처럼 장폐색 등의 합병증이 신속하고 적절히 해결

되지 않을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자궁내막증에 

의한 장폐색은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인해 수술 전 진단이 매우 힘

들기 때문에 주의 깊은 문진과 진찰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의 증상

이 월경주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 가임기 여성에서 발생한 장폐색의 

감별 진단에 위장관 자궁내막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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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microscopic finding shows infiltration of the serosal 
surface and subserosal area by endometrial glands and surrounding 
stroma (H&E stain, ×100).

Fig. 4. A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the lesion represents  
positive for CD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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