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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복통 환자에서 발견된 소장의 위장관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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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ation o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in Small Bowel on an Elderly Patient
Presenting Acute Abdomina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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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abdominal pain as a common complaint in elderly patients may differ from that in younger patients. In elderly
patients, the diagnostic accuracy of acute abdominal pain is lower compared to that in younger patients. On the other
hand, the mortality in elderly patients with acute abdominal pain is far higher than that in the younger patients.
Therefore, early and correct diagnosis of acute abdominal pain for the elderly patients could significantly influence the
outcome. In this report, we describe a case of a 84-year-old man with a ruptured small bowel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who presented at the Emergency Department with acute abdominal pain. Laparotomy was performed because
perforation of a tumor in the jejunum was found by computed tomography. Diagnosis was confirmed by histopathology and immunohistochemistry. Therefore, small bowel disease should be considered when exploring the cause of acute
abdominal pain in elderl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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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과 비교하여 질병의 증상, 징후가 좀 더 경하고 비특이

서

론

적인 경우가 흔하다. 청력 장애, 치매, 정신 질환과 같은 의사
전달의 장벽이 고령의 환자에서는 더 자주 나타나므로 병력

급성 복통은 응급실에 방문한 고령의 환자들이 흔하게 호

청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때때로 이미 앓고 있는 질환이

소하는 증상이면서 동시에 진단하기 어려운 증상이다. 고령의

나 복용하고 있는 진통제 또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인해 신체

복통 환자의 진단은 의사에게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이

진찰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자들로 인해 고령의

는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고령의 환자에서는 젊은

복통 환자에서는 진단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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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복통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나, 비전형적인 증상, 의사 교환의 어려움, 약
물 복용에 의한 증상의 차폐 등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저자들은 급성 복통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고령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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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영상학적 검사 및 외과 의사와의 적극적 협진을 통해

치까지 진행하고, 관찰 가능한 점막을 확인하였으며, 뚜렷한

진단할 수 있었던 소장에 발생한 위장관 간질 종양(gastro-

병변은 찾을 수 없었다(Fig. 2).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기 바로

intestinal stromal tumor, GIST)의 자발 천공 1예를 경험하

직전에 시행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의 판독 결과에서 기복강, 우상복부 장간막의 줄무늬 음영 증
가 및 팽대된 횡행 결장, 복강 내 복수의 저류가 관찰되었다

증

례

(Fig. 3). 영상학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 천공으로 판단하고
즉시 외과에 의뢰하여 응급으로 탐험적 개복술(explorative

84세 남자 환자가 내원 당일 아침에 구역감 및 하복부의

laparotomy)을 시행하였다. 샘창자걸이근(Treitz ligament)

급성 복통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그 외 설사, 변비, 구토,

으로부터 약 20 cm 가량 떨어진 공장부에서 장경 4 cm 가량

야간 발한은 없었으며, 최근 1개월 사이에 1 kg의 체중 감소를

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이 부위에서의 천공을 확인하고, 염증

동반하였다. 내원 당일은 장의 가스가 배출되지 않았다. 내원 당

으로 인해 이웃한 근위 하행 결장과의 유착 역시 확인하였으

시의 일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7,850/μL (호중구분율 83.9%),

며, 이 부위에서 원위부로 10 cm 떨어진 곳에 역시 유사한

헤모글로빈 8.7 g/dL, 혈소판 350,000/μL으로 측정되었고, 그
외에 C 반응성 단백 9.6 mg/dL (정상범위, <5 mg/dL), 아밀
라제 69 U/L, 리파아제 77 U/L, 알부민 2.6 g/dL, 총 빌리루빈
0.44 mg/dL, 혈중요소질소 17.2 mg/dL, 크레아티닌 0.9 mg/dL,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1.20,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333 IU/L, 철 9 μg/dL, 총철결합능(total iron binding capacity) 170 μg/dL로 측정되었다. 신체 진찰 시 복부는 부드러웠
고 정상 장음이 들렸으며, 미만성의 하복부 압통 및 늑골척추
각 압통이 양측으로 있었다.
내원 당일의 복부 단순 촬영에서는 비특이적인 장내 공기
음영이 관찰되어 마비성 장 폐쇄로 판단하고 금식, 수액 공급

Fig. 2. Simple abdomen X-ray on day 2. (A) Supine view,
(B) erect view. A fine free air line is seen below right diaphragm (arrows).

을 시작하였다(Fig. 1). 내원 이틀째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s자
결장의 감돈 의심되는 모양을 보여 감압 목적 및 기타 질환
감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고, 다량의 잔변으
로 인해 정확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말단 회장 위

Fig. 1. Initial simple abdominal X-ray finding demonstrating mild paralytic i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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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uted tomography of abdomen on day 2 showing
pneumoperitoneum (arrows).

오공진 외: 소장의 위장관 간질 종양 천공

Fig. 4. Pathologic findings. (A) Dense round epitheloid cells adjacent to the normal small bowel glands (G-E staining, ×100);
(B) Mitotic cells between round dense epitheloid cells (G-E staining, ×400); (C) Uniform C-KIT (CD117) verifing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200)

모양의 장경 1 cm의 종괴가 관찰되어, 이들 병변이 포함된 소

이 중에서도 응급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은 15-34%

장 일부를 절제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수술 후 영상의학과

로 젊은 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

전문의와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의 재검토를 하였으나, 수

고 있다4-6).

술 시 관찰되었던 2개의 종괴 및 천공부를 의심할만한 병소는

고령에서 가장 흔한 급성 복통의 원인은 담낭염을 포함한
췌담도 질환으로, 응급실에 복통을 주소로 방문하는 55세 이

찾을 수 없었다.
절제 부위 중 장경 4 cm의 종괴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상의 환자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술을

는 소장에서 생긴 악성 위장관 기질 종양(유사분열수 14/50

요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비특이적 복통, 악성 종양, 장관

high power fields, Ki-67 proliferation index: more than

폐색, 소화성 궤양, 탈장 등의 질환들도 고령의 급성 복통 환

50%, 종양의 크기 4.5×2.0 cm)으로,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자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비특이적

C-kit 양성으로 확인되었다(Fig. 4).

복통으로 응급실에서 퇴원한 환자 중 1년 안에 악성 종양으로

이후 환자는 술 후 합병증 없이 전신 상태 안정되어 퇴원하
였고, imatinib을 사용하면서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진단될 확률이 10%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하겠다7). 급성 충수돌기염, 췌장염, 게실염 등은 흔하
지 않으나 복통을 호소하는 고령 환자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

고

요 질환이며, 복부 대동맥류, 장간막 허혈 등은 빈도는 드물지

찰

만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어 반드시 감별을 필요로 한다.
고령의 환자에서 급성 복통은 응급실에 방문하는 가장 흔

한편, 소장에 생기는 병들은 내시경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응급실에 방문한 65세 이상의 노인

때문에 검진으로 초기 병변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진단이 다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원 당시 주 증상 중 16.81%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8,9). GIST는 평균 발생 연령이 67세로,

로 복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 복통을 주소로 응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하며, 위장에서 60-70%,

급실에 내원한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

십이지장을 포함한 소장에서 20-30%의 빈도로 발생하고, 이외

들에서 대상자의 50% 이상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였으며,

에 식도나 대장에서도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젊은 복통 환자들에 비해 2배에 달하는 30-40%의 환자가 수

GIST 환자는 대체적으로 복통 또는 복부의 종괴, 위장관 출

2,3)

술적 치료를 받았다는 결과가 있었다 .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 빈혈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장에서

응급실에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고령의 환자 중 40% 가량이

발생한 GIST의 자발 천공으로 인해 급성 복통이 발생한 경우

잘못된 진단을 받으며, 이 중 10%의 환자가 사망에 이른다는

는 매우 드물다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고령의 급성 복통 환자의 전반적인

러웠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가 정상범위 이내였기에 처음부

사망률은 2-13%로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측정되었으며,

터 장 천공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으나, 영

11,12)

. 본 증례의 경우 신체 진찰 시 복벽이 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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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 검사에서 발견한 자유 공기 음영 및 기복강을 근거로
장 천공을 의심하였고, 외과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수술적
방법으로 소장에서 발생한 위장관 간질 종양의 진단 및 치료
가 가능하였다. 소장에서 생기는 질환은 드물기는 하지만 진
단이 지연될 경우 예후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고령의 급성
복통 환자를 진료할 경우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원인에
대해 염두에 둘 것을 권장한다. 고령의 환자에서 복통과 함께
장내가스가 증가한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단순 장 마비로
진단하기 쉬우나, 본 증례에서 보듯이 소장에서 발생한 위장
관 간질 종양으로 인해 장 천공 및 유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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