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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에서 대량의 혈변을 보였던 대장 용종 출혈 2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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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ases of Colon Polyp Bleeding With Massive Hematochezia in Elderl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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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 Woo Nam, MD1, Gye Sung Lee, MD1, Hyeong Jong Gwak, MD2

Departments of 1Internal Medicine and 2Pathology, Daejeon Sun Hospital, Daejeon, Korea

The annual incidence of hospital admissions for lower gastrointestinal bleed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s 
0.02%. Massive hemorrhage from a solitary colon polyp is an extremely rare case. We report two consecutive patients 
with a single polyp, which was the source of bleeding. The first case is a 68-year-old male patient who visited Daejeon 
Sun Hospital with the chief complaint of considerable hematochezia. An 1.2 cm colon polyp with active bleeding was 
observed on the colonoscopy. The second case is a 74-year-old female patient with symptoms of hematochezia. A 
blood-clot attached, 3.0 cm sized Yamada type-IV colon polyp was examined on the colonoscopy. One case was a 
sessile polyp, and the other one was a thick-stalked pedunculated polyp. Both types of polyps were supplied with 
more vessels than other polyps, and both patients were taking aspirin. The two patients underwent snare polypectomy 
and were discharged without further bleed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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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장 용종이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크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뉜다. 종양성 용종에는 선종성 

용종, 유암종, 악성 용종 등이 있고, 대장암과 관련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에는 과형성 용종, 점막하종양, 과오종, 염증성 

용종, 지방종 등이 있다. 용종의 모양은 용종의 성장 속도와 

대장 연동 운동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성장 속도가 빠르

면 무경성 용종이 되고 성장이 느리면 유경성 용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 용종은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크기가 2 cm 이상인 경우에는 출혈

이나 장폐색, 복통, 설사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성 

변화를 하기도 한다. 대장 용종의 점막이 궤양 변화를 일으키

면서 용종 안의 혈관이 노출될 때 출혈이 생길 수 있다. 무경성 

용종과 목이 두꺼운 유경성 용종은 다른 용종 보다 더 많은 

혈관 공급이 이루어진다. 크기가 17 mm 이상의 용종, 목의 

직경이 5mm 보다 큰 유경성 용종, 무경성 용종, 그리고 대장의 

악성 병변에서 더 출혈 경향이 높고, 이런 용종은 절제한 

후에도 시술 후 합병증으로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더욱

이 용종 절제술 후 얻은 조직의 현미경적 연구에서 바닥이 

넓은 용종은 수많은 혈관으로부터 혈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저자들은 대장 용종에서의 심각한 출혈로 혈색소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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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noscopic finding. (A) A blood-clot attached colon 
polyp was seen in anal verge 18 cm. (B) Active bleeding was exam-
ined by washing the blood clots on a 1.2 cm colon polyp.

Fig. 2. Microscopic finding of the colon polyp of the bleeding
focus. There was no difference from other adenoma colon polyps
(H&E, ×40).

6.8 g/dL까지 떨어진 증례 2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증례 1 

68세 남자 환자가 내원 당일 발생한 5회의 대량 혈변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고혈압과 관상동맥 협착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다. 음주, 흡연 등의 사회력

과 특별한 가족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50/ 

100 mmHg, 맥박 분당 92회, 호흡 분당 18회, 체온은 36.8°C였

다. 신체 검사와 체계별 문진 검사에서 창백한 결막 및 어지러

움 외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입원 시 시행한 일반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는 7.4 g/dL로 떨어져 있었으며, 혈소판은 

249 K/μL였다. 응고 검사는 프로트롬빈 시간 10.7초, interna-

tional normalized ratio (INR) 0.97,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

틴 시간 27.4초로 정상이었다. 일반 화학 검사에서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34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27 IU/L, 총 빌리루빈 0.3 mg/dL, blood urea nitrogen (BUN) 

30.5 mg/dL, 크레아티닌 1.3 mg/dL이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농축 적혈구 400 mL를 수혈 

한 후 추가 검사한 혈색소는 6.3g/dL로 더 떨어져 농축 적혈구 

400mL 3봉지와 신선 냉동 혈장 400mL 2봉지를 추가 수혈하

였다. 장 세척 시행 및 혈색소 상승 후인 다음날 시행한 위내시

경 검사에서 출혈 소견은 없었고,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항문연 

상방 18 cm에 혈괴가 부착된 1.2 cm의 무경성 용종이 관찰되

었다(Fig. 1A). 물로 씻어내자 현성 출혈이 관찰되었다(Fig. 

1B). 고장성 생리 식염수를 국소 주입하고 전기 올가미를 걸어 

용종을 절제하였다. 조직 검사 결과 저분화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왔고, 다른 대장 용종과 다르게 큰 혈관이 관찰되지는 않았

다(Fig. 2). 용종 절제술 후 추가적 수혈 없이 혈색소는 9.0

g/dL 이상 유지되었고, 더 이상의 혈변 및 출혈 소견은 없었다. 

장 세척 후 검사한 대장 내시경이지만 회장 말단 부위 및 

맹장, 횡행결장에 고여있는 혈변이 없었고, 흑변이 아닌 혈변

이었던 점, 대장내시경에서 현성 출혈이 관찰되는 명확한 

출혈 병소가 있었고, 용종 절제술 후 혈변이 멈추고 황색변을 

보았던 점으로 미루어 소장 출혈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캡슐 내시경 등의 추가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퇴원 후 아스피

린을 다시 복용 중으로 출혈 소견없이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증례 2

74세 여자 환자가 내원 1시간 전 발생한 300 mL 가량의 

3회 혈변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당뇨, 고혈압 및 관상동맥 

협착 질환으로 아스피린과 혈소판 응집 억제제(clopidogrel)

를 복용 중이었다. 음주, 흡연 등의 사회력과 특별한 가족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70/90 mmHg, 맥박 

분당 80회, 호흡 분당 18회, 체온은 36.6°C였다. 급성 병색을 

보였고 결막이 창백하였다. 경부, 흉부 진찰은 정상이었고 

복부 신체 검사에서 우측 상복부에 압통이 있었으나, 반발통은 

없었고 장음은 정상이었다. 상하지 진찰은 특이 소견 없었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는 10.8 g/dL, 혈소판은 312 K/uL

이었다. 응고 검사는 프로트롬빈 시간 10.7초, INR 0.97, 활성

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28.1초로 정상이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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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uspicious focal 
wall thickening is seen in hepatic
flexure colon area. The arrow 
shows an internal vessel-like 
structure and adjacent enhanc-
ing portion.

Fig. 4. Colonoscopic finding. A
3.0 cm sized Yamada type-IV 
colon polyp with blood stigma
was observed in the hepatic flex-
ure colon area.

Fig. 5. Microscopic finding of the colon polyp of bleeding focus.
Adenomatous polyp is seen with large blood vessels (H&E, ×40).

화학 검사에서 AST 14 IU/L, ALT 12 IU/L, 총 빌리루빈 0.3 

mg/dL, BUN 11.7 mg/dL, 크레아티닌 0.7 mg/dL이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간만곡부 대장벽의 비후와 안쪽의 혈관 

모양의 구조물 및 주위의 조영증강 소견이 관찰되어 혈관종 

또는 대장 용종의 현성 출혈이 의심되었다(Fig. 3). 농축 적혈구 

400 mL를 수혈 한 후 추가 검사한 혈색소는 8.1 g/dL로 더 

감소하여 농축 적혈구 400 mL와 신선 냉동 혈장 400 mL를 

추가로 수혈하였다. 장 세척 시행 및 혈색소 상승 후인 다음날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출혈이 의심되는 곳은 없었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혈괴가 부착된 3.0 cm의 Yamada type-IV 

용종이 간만곡부 대장에서 관찰되었다(Fig. 4). 고장성 생리식

염수를 국소 주입하고 전기올가미를 걸어 용종을 절제하였다. 

조직 검사 결과는 큰 혈관을 포함한 선종으로 나왔다(Fig. 

5). 용종절제술 후 혈색소 수치는 10 g/dL 이상으로 유지되었

고,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다. 퇴원 후 아스피린과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복용 중으로 추가 출혈 소견 없이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소화기관 내 출혈은 ligament of Treitz를 기준으로 상부 

위장관 출혈과 하부 위장관 출혈로 나뉜다. 하부 위장관 출혈

은 성인에서 해마다 대략 0.03% 발생한다3,4). 하부 위장관 

출혈의 평균 나이는 63‒77세이며 사망률은 2‒4%이다. 성인에

서 흔한 하부 위장관 출혈은 치질, 게실, 혈관 확장증, 대장암 

등의 종양, 그리고 감염성, 염증성 또는 허혈성 장염이다. 

드물게 용종 절제술 후 출혈, 단일 직장 궤양 증후군, 비스테로

이성 소염제 유발 궤양, 직장 정맥류, 혈관염, 또는 Dieulafoy 

병변에서 발생할 수 있다5). 급성 하부 위장관 출혈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혈변이며, 흔하지 않게 흑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창백, 피곤함, 두근거림, 호흡 곤란, 빈맥, 빈호흡 또는 

실신은 혈역학적 위기 상황을 뜻한다. 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

와 동시에 소생 처치를 시작해야 한다.

국소 진단의 정확도가 높고 동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장내시경을 주 진단적 방법으로 선택한다6). 정확한 진단을 

빨리 내리고 치료 계획을 잡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출혈이 

멈춘 후에 내시경적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명확히 출혈을 일으

킨 병소인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적 장간막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고, 

급성 소장 출혈의 경우 핵의학 검사(tagged red blood cell 

scan), 혈관 조영술, 캡슐 내시경으로 진단한다7). 아스피린, 

비스테로이성 소염제,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제 복용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용종이 붉은색을 띄는 것은 미세 미란에 의한 것이며, 얇은 

표면 상피와 미세 미란은 용종 출혈과 관련된다. 미세 미란과 

얇은 표면은 용종의 표면적과 융모 요소(villous component)와 

관련이 있다. 얇은 표면 상피와 미세 미란의 면적은 용종 

크기가 클수록 즉,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그에 따라 

출혈 경향도 높아진다8). 아스피린이 점막의 궤양을 일으켜 

게실 출혈을 일으키는 등 하부 위장관 출혈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9). 정상 대장 점막의 출혈 시간(bleeding time)은 

156±71초이며, 아스피린 투여 후 대장 출혈 시간은 24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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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아스피린은 대장의 출혈 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또한 아스피린 투여 환자에서 대장 출혈 시간이 정상화 되는 

데는 48시간 이상이 지나야 한다10). 아스피린 및 비스테로이성 

소염제가 용종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으로 용종 감소 효과 

및 용종 발생 억제 효과 그리고 용종의 암으로의 악성 변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1).

저자들은 하나의 대장 용종에서 발생하여 혈역학적 불안정

한 상황까지 유발한 하부 위장관 출혈을 경험하였다. 첫 번째 

증례는 무경성 용종으로 조직 검사에서 큰 혈관이 보이지는 

않았고, 두 번째 증례는 목이 두꺼운 유경성 용종으로 조직 

검사에서 큰 혈관들이 관찰되었다. 두 증례 다 선조직(gland)에

서 기원한 양성 종양인 선종이었고, 아스피린을 복용하였다. 

본 증례에서 아스피린이 대장 용종 점막의 미세 미란을 일으켜 

혈관이 노출되고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아스피

린을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출혈 시간이 연장되어 대량 출혈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에서는 수혈 및 장 세척 후인 내원 다음날 대장내시

경을 시행하였는데, 내원 당일 바로 대장내시경을 시도 하였다

면 현성 출혈이 있을 시 출혈 부위를 발견하기가 더 용이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장 세척 후 대장내시

경 시 발생한 천공의 경우 시술 전 장 세척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하여도 복강 내 오염 정도가 적어 보존적 

치료로도 특별한 합병증 없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2). 시술 합병증을 고려하여 장 세척을 

먼저 시행하고, 대장내시경을 할 지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할 

지에 대해서는 환자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내과적 치료 기준을 정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대장내시경상 출혈 병소로 명확히 보이는 혈괴가 부착된 

병변이 관찰되었고, 용종 절제술 후 더 이상의 출혈이 관찰되

지 않았기에 캡슐 내시경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출혈 병소

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출혈이 관찰될 때에는 소장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에서 하나의 대장 용종에 의한 자연적 대량 출혈은 

국내에서는 발표된 예가 없는 흥미로운 경우이다. 저자들은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노인 환자에서 대장 용종 점막의 미세 

미란으로 혈관이 노출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대량 출혈을 

올가미를 이용한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로 성공적으로 치유하

였기에 2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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