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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아에서 직장 출혈은 비교적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많은 경

우가 대장 용종에 의해 유발된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대장 용

종은 연소성 용종으로 대부분 무통성의 혈변을 보인다. 혈변량이

대량인 경우는 드물지만 반복되면서 변비에 의한 항문 열상 시

의 출혈에 비하면 양이 많은 편이다. 감별 질환으로는 우선적으

로 항문 열상을 들 수 있지만 이외에도 감염성 대장염, 알레르

기성 대장염, 직장탈, 염증성 대장 질환, 혈관 기형, 멕켈 게실,

치질 등이 있다
1)
. 근래에 소아 내시경의 이용 분야가 확대되면

서 대장 내시경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직장

출혈의 원인들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용종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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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단발성 연

소성 용종의 경우 암으로 진행할 위험성은 없지만 반복적인 출

혈의 결과로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절제할

필요가 있다
2, 3)
.

이에 저자들은 연소성 용종으로 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아 19

례의 임상 양상 및 용종의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대장 전처치,

진정제의 안정성과 유효성 및 용종 절제술의 치료 성적에 대해

서 알아보는 것이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사를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1998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대장 용종으로 진단되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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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know the clinical profile and effectiveness of colonoscopic

polypectomy in patients with solitary juvenile polyp.

Methods : This study included 19 children, aged 1.8 to 11.4 years, who underwent colonoscopic poly-

pectomy and histologically proven solitary juvenile polyps between March 1998 and August 2002. We

analyzed their detailed history, clinical manifestations, colonoscopic examination, method of anesthesia

and results of colonoscopic polypectomy.

Results : The mean age of the 19 cases was 4.7±2.8 year.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1 : 1.1.

Hematochezia, the main indication of colonoscopy, was present in all cases. Combined symptoms

were mucoid stool or diarrhea(42%), abdominal pain(26%), constipation(11%) and anal fissure(11%).

Anemia(Hb <10 g/dL) in four cases recovered spontaneously after polypectomy. Complications asso-

ciated with premedication, sedation and colonoscopy itself did not occur. Bleeding developed in two

cases(11%) after polypectomy. One of them was controlled with hemoclipping. The main site of pol-

yps was the rectosigmoid colon in 15 cases(79%). The size of the polyps ranged from 0.5 to 3.5 cm.

The interval between the onset of symptoms and polypectomy was from 0.1 to 42 months.

Conclusion : Juvenile polyps are a common cause of benign, chronic and recurrent rectal bleeding.

Colonoscopic polypectomy is a simple, safe and effective therapeutic method. So earlier colonoscopy

might avoid uneffective treatment and prevent untoward problems such as fear of parents and

anemia. (J Korean Pediatr Soc 2003;46: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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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적 용종 절제술을 시행 받은 21례 중에서 병리조직 검사에

서 연소성 용종으로 확진된 19례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2. 방 법

19례 모두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혈변 배설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 다. 8례에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

에 앞서 바리움 대장 조 술이 시행되었으며 5례에서 용종이 발

견되었고 3례에서는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았다. 흑혈변을 보이면

서 혈색소 5.9 gm/dL을 보 던 3.1세 남아와 암갈색의 혈변이

있으면서 혈색소 6.8 gm/dL을 보 던 9.1세 여아를 제외한 17

례는 대장 전처치를 위하여 대장 내시경 시행 하루 전 오후에

입원을 하 다. 입원일 야간에 리세린 1-2 mL/kg의 용량으로

관장을 시행하고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때까지 금식을 시켰다.

대장 내시경 시행 4시간 전부터 폴리에틸렌 리콜 전해질 용액

을 5-10 mL/kg의 용량으로 30분마다 대변이 물처럼 나올 때까

지 복용시켰다. 복용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비위 삽관을

통하여 주입하 다. 그리고 대장내시경 검사 1시간 전에 생리

식염수 혹은 폴리에틸렌 리콜 전해질 용액 10 mL/kg으로 관장

을 시행하 다. 내시경 용종 절제 시에 전신 마취를 한 경우는

없었으며 진정은 미다졸람(0.2-0.3 mg/kg) 혹은 케타민(1-3

mg/kg)을 단독으로 정맥 투여하거나 메페리딘(0.5-1.0 mg/kg)

을 정맥으로 병용 투여하 으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진정이

되지 않아서 내시경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

다. 용종 절제술은 일본 Olympus사의 PCF 240 L(외경 11.3

cm)을 사용하 으며 올가미를 이용하여 응고 전류는 통전시키

지 않고 절제 전류만 통전시켜서 용종을 절제하 다. 절제된 용

종은 세발 바스켓이나 올가미를 이용하여 회수하여 병리조직실

로 보냈다.

결 과

1. 연령별, 성별 분포 및 임상 증상

환아의 평균 연령은 4.7±2.8세로 연령별 분포는 1.8-11.4세

사이 으며 2-5세가 14례(74%)로 가장 많았다. 남녀 비는 1 :

1.1로 비슷하 다(Table 1). 임상 증상은 혈변은 전례에서 있었

는데 이중에서 선혈변이 16례(84%), 휴지에 혈액이 묻는 경우가

10례(53%), 밤색 또는 흑색변을 동반하는 혈변을 보인 경우가 3

례(16%)에서 있었다. 동반된 증상으로 설사 및 점액변을 보인

경우 8례(42%), 복통 5례(26%), 빈혈(혈색소 <10 g/dL) 4례(21

%), 배변시 통증2례(11%), 변비 2례(11%), 항문 열상 2례(11%)

으며 7례(39%)는 동반되는 증상이 없었다(Table 2). 빈혈이

있었던 4례 중에서 용종이 간만곡부와 상행 대장에 위치했던 경

우 밤색 및 흑색변을 보 으며 용종 절제술 당시 혈색소치가 각

각 6.8 g/dL와 5.9 g/dL를 보 으며 수혈 없이 용종 절제술 후

에 철분제 투여만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Table 1).

2. 용종의 해부학적 분포, 모양 및 용종 절제 시의 합병증

대장 용종의 위치는 직장 7례(37%), 직장-S자 결장 4례(21

%), S자 결장 4례(21%), 하행 대장 2례(5%), 간만곡부 1례(5

%), 상행 대장 1례(5%)로 대부분이 좌측 대장에서 발생하 으

며 이 중에서도 15례(79%)가 직장과 S자 결장 부위에서 발생하

다(Table 3). 대장 용종은 모두 단발성이었으며 모양은 유경

성 용종이 17례(90%), 아경성 용종 1례(5%), 무경성 용종 1례(5

%)로 거의 대부분이 유경성 용종이었으며 병리 조직학적으로는

모두 과오종이었다(Table 3)(Fig. 1 & 2A, 2B). 대장 전처치

시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나 전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으며, 용종 절제술 시의 진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9 Patients with Juvenile
Polyps

Patient
No

Sex
Age
(years)

Site of polyp
Size
(cm)

Hb
(g/d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Mean

M

M

F

M

F

M

F

F

F

F

M

F

M

M

F

F

M

F

F

6.5

4.3

3.2

5.0

4.8

4.8

4.0

3.6

4.4

11.4

5.8

9.1

3.1

2.1

3.8

4.8

1.8

5.0

2.5

4.7±2.8

Sigmoid colon

Rectum

Rectum

Descending colon

Sigmoid colon

R-S junction

Rectum

Rectum

Sigmoid colon

Rectum

R-S
*
junction

Hepatic flexure

Ascending colon

Descending colon

Sigmoid colon

Rectum

R-S junction

R-S junction

Rectum

2.4

1.4

1.3

2.2

2.0

1.7

1.2

1.0

1.5

0.5

1.6

2.5

3.5

2.5

1.9

1.5

0.8

1.3

0.9

1.7±0.7

12.9

9.7

11.4

10.0

11.4

11.9

13.1

13.6

12.3

12.2

12.1

6.8

5.9

11.0

11.4

9.8

11.6

11.1

10.4

11.0±2.0

*
R-S junction : Rectosigmoid Junction

Table 2. Clinical Manifestations of 19 Children with Juvenile
Polyps

Symptoms No. of children(%)

Rectal bleeding

Bright or dark red blood

Blood on wiping

Marroon to tarry

Mucoid stool or diarrhea

Abdominal pain

Anemia(Hb <10 g/dL)

Painful defecation

Constipation

Anal fissure

19(100)

16( 84)

10( 53)

3( 16)

8( 42)

5( 26)

4( 21)

3( 16)

2( 1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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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투여나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 시에 발생된 합

병증도 없었다. 그러나 용종 절제술 후에 출혈이 2례에서 발생

하 으며 1례는 특별한 지혈 요법 없이 저절로 멎었으나 1례에

서는 지혈 클립을 사용하 다(Table 3).

3. 용종의 크기

절제 후 장경 1 cm 이하가 3례(16%), 1-1.9 cm 10례(53%),

2-2.9 cm 5례(26%), 3 cm 이상이 1례(5%)로 69%가 2 cm 이

하 으며 3 cm 이상의 거대 용종은 1례에서 있었다(Table 4).

4. 증상 발현 후 용종 절제술까지의 기간

1개월부터 42개월 사이로 평균 7.6±11.7개월이었으며, 1개월

이하가 2례(11%), 1-3개월 8례(41%), 4-6개월 3례(16%), 7-

12개월 3례(16%), 12개월 이상이 3례(16%) 다(Table 5).

5. 초기 진료시의 임상적 추정 진단

초기 진료 시의 임상적 추정 진단은 변비 및 항문 열상 5례

(26%), 감염성 설사 4례(21%), 대장 용종 4례(21%), 원인 불명

의 하부 장관 출혈 3례(16%), 멕켈 게실 2례(11%), 치질 1례

(5%) 순으로 변비와 감염성 설사로 추정 진단하에 치료받은 경

Fig. 2. Microscopic photograph reveals the classic features of
a juvenile polyp the typical cystic, mucus-filled glands and
prominent lamina propria with inflammatory cells(H&E, ×40).

Table 4. Size of the Removed Juvenile Polyps

Size(cm) No. of patients(%)

<1.0

1.0-1.9

2.0-2.9

≥3.0

3(16)

10(53)

5(26)

1( 5)

Fig. 1. Endoscopic finding shows a large juvenile polyp ob-
structing the lumen of the colon in a 3 year-old boy with he-
matochezia and melena.

Table 3. Clinical Data of 19 Patients with Juvenile Polyps
Resected by Colonoscopic Polypectomy

Characteristerisics No. of patients(%)

Location of polyp

Rectum

Rectosigmoid area

Sigmoid

Descending

Hepatic flexure

Ascending

Shape of Polyp

Pedunculated

Semi-pedunculated

Sessile

Comlplication after polypectomy

None

Bleeding

Sedation with

Midazolam

Midazolam＋Demerol

Ketamine

Ketamine＋Demerol

7(37)

4(21)

4(21)

2(11)

1( 5)

1( 5)

17(89)

1( 5)

1( 5)

17(89)

2(11)

4(21)

8(42)

3(1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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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47%로 가장 많았다(Table 6).

고 찰

연소성 용종은 1957년에 Horrileno 등
4)
이 소아에서 직장-S자

결장에서 발생한 단발성의 유경성 과오종을 기술하기 위하여 처

음으로 명명하 다. 연소성 용종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장관내

종양으로 소아의 장관 용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5)
.

연소성 용종의 유발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많은 수의 염증세포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염증 매개 물질

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5)
세포 증식에 관련되는 효소인 오

르니틴 디카복실라제(ornithine decarboxylase)의 활성도가 증가

되어 있는 점은 기저에 증식성 자극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6)
. 조직학적으로는 선 조직과 기질의

과오종성 증식을 보이며 혈관이 풍부하고 림프구, 호산구, 다형

핵 백혈구와 형질 세포 등의 다양한 염증세포의 침윤을 보인다
5)
. 특징적인 점액으로 차 있는 낭성 선 조직은 단층의 상피세포

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여러 형태의 조직학적인 변이를 보이는데

주된 조직 소견에 따라 정체성 용종, 염증성 용종, 알레르기성

용종, 낭성 용종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호발 연령은 대개 2세에서 10세 사이이며 가장 많이 발생하

는 연령은 2-4세로 1세 이전과 15세 이후에는 잘 발생하지 않

는다
7)
. 일반적으로 남아에서 여아보다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8)
Cynamon 등

2)
은 남녀에서 동일한 빈도로 발생한다고

하 고 Bartnik 등
9)
은 오히려 여아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하 다. 저자들의 경우 연령별 분포는 1.8-11.4세 사이

으며 2-5세가 14례(74%)로 가장 많았고 1세 이하는 2례(11%)

에서 있었으며 남녀 비는 1 : 1.1로 비슷하 다.

소아에서 대장 내시경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연소성 용종은 대

개 단발성으로 90% 정도가 직장-S자 결장에서 발생한다고 알

려져 왔으나 소아에서도 대장 내시경술이 보편화 되면서 점차

연소성 용종의 분포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10, 11)
. Mestre

11)
의

보고에 의하면 연소성 용종 환아의 50%가 1개 이상의 용종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발성 용종의 경우 60%가 직장-S자 결장보

다 근위부에서 용종이 발견되었다. 또한 직장에 용종이 있었던

환아의 18%에서는 근위부에서도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면

서 전대장 내시경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그렇지만 단발성 용종

은 80-90%가 직장과 S자 결장에서 발견된다
12, 13)
. 한편 서

14)
의

국내 보고에서는 대장 용종의 89%가 단발성 용종이었으며 67%

가 직장-S자 결장 부위에서 발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전례가

단발성 용종이었으며 79%가 직장-S자 결장 부위에서 발생되

었다.

연소성 용종의 크기는 서
14)
의 보고에 의하면 1-1.9 cm 가

37%, 2-2.9 cm가 42% 고 3 cm 이상의 거대 연소성 용종은

16%에서 있었다. 저자들의 경우 1-1.9 cm는 53%, 2-2.9 cm는

26%로 1-19 cm 크기의 용종이 가장 많았으며 3 cm 이상의 크

기를 가진 용종은 상행 대장에서 발생된 1례가 있었는데 용종

절제 당시 혈색소가 5.9 g/dL로 심한 철결핍성 빈혈을 보 다.

연소성 용종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경한 무통성의 간헐적이고

도 지속적인 선혈변이지만 드물게 심한 직장 출혈을 일으킬 수

도 있다. 선혈변은 대부분은 간헐적이지만 거의 매일 지속될 수

도 있으며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서
14)
의 보고에 의하

면 선혈변 89%, 복통 50%, 설사 혹은 점액변 45%, 빈혈 29%,

변비 16% 등이었으며 전원 되기 전의 초기 추정 진단은 감염성

설사 34%, 대장 용종 42%, 항문 열상 11%, 멕켈 게실 11% 순

이었다. 저자들의 경우 선혈변 84%, 휴지에 혈액이 묻는 경우

53%, 밤색 또는 흑색혈변 16%로 100%에서 직장 출혈이 있었

으며 동반된 증상으로는 설사 및 점액변 42%, 복통 26%, 변비

11%, 항문 열상 11% 다. 초기 진료 시의 임상적 추정 진단은

변비 및 항문 열상 26%, 장염 21%, 용종 21%, 원인 불명의 하

부 장관 출혈 21%, 멕켈 게실 11% 순이었다. 대장 용종의 경우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

자의 1/3에서 철 결핍성 빈혈이 동반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2)
. 저

자들의 경우 혈색소 10 g/dL 이하를 보인 경우는 21%에서 있

었다. 이 중에서 용종이 간만곡부와 상행 대장에 위치했던 경우

밤색 및 흑색변을 보 으며 용종 절제술 당시 혈색소치가 각각

6.8 g/dL와 5.9 g/dL로 심한 빈혈 소견을 보여 통상적인 연소성

대장 용종에서 볼 수 있는 소견과는 다른 양상을 보 다.

연소성 용종의 10-20%는 자발적인 경색에 의하여 자가 절제

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 연소성 용종은 거의

대부분이 유경성 용종이므로 올가미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절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짧거나 굵은 경상부를 가진 용종의 경우나

무경성 용종의 경우에는 용종 절제 시에 출혈 방지를 위하여 에

피네프린을 포함한 고장성 용액을 주입하거나 내시경적 밴드 결

찰 혹은 혈관협자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6, 17)
. 저자들의

Table 6. Initial Clinical Impressions on the Primary Clinic

Impression No. of patients(%)

Constipation and anal fissure

Infectious diarrhea

Rectal polyp

LGI bleeding, unknown cause

Meckel's diverticulum

Hemorrhoid

5(26)

4(21)

4(21)

3(16)

2(11)

1( 5)

Table 5. Interval between Onset of the Symptoms and Pol-
ypectomy

Duration No. of patients(%)

<1 month

1-3 months

4-6 months

7-12 months

>1 years

2(11)

8(41)

3(16)

3(16)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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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16%에서 올가미를 씌운 후 용종을 절제하기 전에 에피

네프린을 주입하고 혈관 협자로 경상부를 잡은 후에 용종 절제

를 하 다.

서
18)
의 보고에서는 용종 절제 시에 전신 마취나 케타민을 사

용한 경우는 없었고 바리움이나 미다졸람을 단독 혹은 메페리딘

과 병용 투여하여 특별한 문제의 발생 없이 효과적으로 용종 절

제를 하 다. 저자들의 경우에도 역시 전신 마취를 한 경우는

없었으며 미다졸람이나 케타민을 단독 또는 메페리딘과 병용 투

여하여 진정 시킨 후에 용종 절제를 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문

제가 생긴 경우는 없었다.

용종 절제술 후에 발생 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출혈과 장

천공이 있다. 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출혈은 0.7-2.7%에서 장천

공은 0.3-1%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 저자들

의 경우 2례에서 출혈이 발생하 으나 수혈이 필요하지는 않았

으며 1례는 저절로 출혈이 멎었고 다른 1례는 지혈 클립을 사용

하여 출혈이 조절되었다. 용종 절제 후의 재발은 Poddar 등
8)
은

4.5%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고하 다. 저자들의 경우에는 용종 절

제 후 추적 관찰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짧기는 하지만 현재까

지 재발된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증상 발생 후 용종 절제술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

평균 7.6개월로 3개월 이내에 용종 절제술을 받은 경우가 52%,

3개월 이후인 경우가 48%이며 32%는 7개월 이상 증상을 보인

뒤에 용종 절제가 이루어져 상당 기간 동안 직장 출혈의 원인에

대한 잘못 된 추정 진단 하에 부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소아에서 대장 용종 절제술은 1975년 Gans 등
19)
이 처음으로

시술한 이래 소아 내시경술의 발전으로 대장 용종 절제술은 안

전하고도 효과적인 치료 수기가 되었다. 따라서 반복적이면서 만

성적인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무통성의 혈변 배설을 보이는 경

우에 보다 조기에 대장 용종의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장 내시

경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부모나 환아의 걱정과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 적:연소성 용종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장관 내에 발생하

는 종양이다. 대부분 단발성이나 다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단발성 연소성 용종의 경우 60-80%가 직장 및 S자 결장에서

발생되어 반복적이면서도 만성적인 혈변배설을 일으킬 뿐 아니

라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증상이 있는 경우의 용종은 조기 절제가 바람직하다. 저자들은

연소성 용종으로 용종 절제술을 받은 19례의 임상 양상과 특징

및 대장 용종 절제술의 치료 성적을 분석하고자 하 다.

방 법: 1998년 3월에서 2002년 8월까지 대장 용종으로 진단

되어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을 받은 환아들 중에서 병리조직 검

사에서 연소성 용종으로 확진 된 19례의 환아들의 임상 양상 및

용종의 특징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결 과:

1) 환아의 연령은 4.7±2.8세 남녀 비는 1 : 1.1이었다.

2) 전례에서 혈변이 있었으며 설사 및 점액변이 8례(42%),

복통 5례(26%), 변비 2례(11%), 항문 열상이 2례(11%)에서 있

었다.

3) 연소성 용종의 분포는 직장 7례(37%), 직장-S자 결장 4례

(21%), S자 결장 4례(21%)로 15례(79%)가 직장과 S자 결장 부

위에서 발생했으며 상행 대장에서 발생된 1례는 흑색 혈변을 보

이면서 심한 빈혈이 있었다. 용종 절제술 당시에 혈색소 치가

10 g/dL 이하인 경우가 4례(21%)에서 있었으며 수혈 없이 용종

절제 후 모두 정상화 되었다. 그리고 대장 전처치, 진정제 투여,

대장 내시경 검사와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지만 용종 절제 후 2

례에서 출혈이 있었다. 이 중 1례는 특별한 지혈 요법 없이 저

절로 멎었으나 1례에서는 지혈 클립으로 지혈 시켰다.

4) 용종의 크기는 절제 후 장경 1-1.9 cm가 10례(53%)로 가

장 많았고 2-2.9 cm는 5례(26%) 고 1 cm 이하가 3례(16%)

으며 1례는 3.5 cm의 거대 용종이었다.

5) 증상 발현 후 용종 절제까지의 기간은 1개월부터 42개월

사이로 평균 7.6±11.7개월이었다.

6) 초기 진료 시의 추정 진단은 변비 및 항문 열상, 감염성

설사, 대장 용종, 원인 불명의 하부 장관 출혈, 멕켈 게실, 치질

등이었다.

결 론:대장 연소성 용종은 2-10세 사이의 소아에서 반복적

이고도 만성적인 혈변 배설의 주원인이며 대장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은 간편하고도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의 불안 및 빈혈 등과 같

은 원치 않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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