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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증          례

환아 : 조 ○, 5일, 남아

주소 : 활동력 저하, 구토, 상복부 팽만

출생력 및 현병력 : 환아는 임신나이 35주 2일, 체중 

2,240 g으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으며 Apgar 점수는 1분 

7점 5분 8점이었다. 환아 출생 이후 활력 징후 안정적으로 

특이 증상 및 이상 진찰 소견 없어 타병원 신생아실 재원 

중, 출생 2일째 총 빌리루빈 12.6 mg/dL 확인되어 광선 치

료를 시작하였다. 수유는 출생 이후 원활한 증량을 보였으

나 출생 5일째 구토와 상복부 팽만 발생하여 본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원되었다. 

산모 병력 및 가족력 : 산모는 특별한 과거력이 없었으며, 

첫 번째 임신이었다. 임신 동안 병력 없이 정기적인 산전 진

찰을 받았으며 임신 기간 중 양수과다는 관찰되지 않았다. 

가족력 상 유전 질환을 포함하여 특이 사항은 없었다. 

진찰 소견 : 입원 당시 신장은 40 cm (3 백분위수), 체중 

2.07 kg (10 백분위수)이었으며 체온 37.2℃, 호흡수 50

회/분, 맥박수 142회/분, 혈압 63/32 mmHg으로 활력 징

위 출구 폐쇄는 위의 출구(날문) 부위의 폐쇄로 인하여 

음식물이 소장으로 배출되지 않고 위 내에 저류되어 반복

되는 구토 혹은 복부팽만을 보이는 증상이다. 위는 태생기 

5-6주에 배아전장으로부터 발달하여 태생기 12-14주에 

완성되는 장기로, 선천성 위 출구 폐쇄는 장관의 완전한 재

개통 실패나 발생 중 내배엽의 국소적인 증식1 등으로 그 원

인을 설명하고 있다. 위 출구 폐쇄는 유형에 따라 무공증

(위전정부, 유문부), 격막(위전정부, 유문부), 유문부 협착, 

위전정부의 이소성 췌장 등으로 구분된다.2 저자들은 지속

적인 구토와 복부 팽만을 보인 미숙아에서 기존의 알려진 

분류에서 벗어나는 장막층의 섬유 끈으로 인한 위 출구 폐

쇄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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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Congenital Gastric Outlet Obstruction with Serosal Fibrous Band 
in Pre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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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gastric outlet obstruction symptoms like vomiting and abdominal distension were caused by 
congenital anatomical abnormality in a neonate. Abnorm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congenital gastric 
outlet obstruction have been categorized by its site and extent of obstruction. We report one case of persisting 
vomiting in a premature infant caused by serosal fibrous band in gastric outlet lesion,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congenital gastric outlet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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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는 정상이었다. 진찰 소견상 환아의 활동성은 약간 처진 

상태였고 감소된 울음 소리를 보였다. 청진에서 호흡음은 

깨끗하였으나 장음은 감소되어 있었다. 복부 전반에 심한 

팽만을 보였으나 만져지는 종괴는 없었다. 그 외 다른 이학

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검사 소견 : 입원 당시 시행한 말초혈액검사에서 혈색소 

15.7 g/dL, 적혈구용적 34.9%, 백혈구수 8,780�103/µL, 

혈소판수 466�103/µL 이었고 C-반응 단백은 21.9 mg/

L (정상 0.1-6.0 mg/L)이었다.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AST 17 IU/L, ALT 9 IU/L, 총 빌리루빈 11.9 mg/dL, 직

접 빌리루빈 1.3 mg/dL, 혈중요소질소 10.2 mg/dL, 혈중 

크레아티닌은 0.2 mg/dL 미만이었다. 전해질 검사에서 나

트륨 137 mmol/L, 칼륨 3.6 mmol/L, 염화물 105 mmol/

L, 중탄산 21 mmol/L이었고, 정맥혈 가스 검사는 pH 

7.36, pCO2 40 mmHg, pO2 34 mmHg, HCO3
- 23 mmol/

L, Base excess -2 mmol/L로 대사성 산증은 없었다. 단

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전 폐야와 심장 음영은 정상 소견 

이었으나, 단순 복부 방사선 검사에서 뚜렷한 위 가스의 팽

만이 관찰되었으며 십이지장 이후의 하부 위장관 가스는 

불분명하였다(Fig. 1). 복부초음파에서 비정상적으로 길게 

이어진 위문부와 하부장관음영이 확인되었고(Fig. 2) 같

은 날 시행한 상부위장관 조영술에서 바륨이 십이지장으

로 통과되지 않는 상태의 팽만된 위가 확인되었으며(Fig. 

3), 지연 촬영에서도 하부 위 장관으로의 바륨 통과는 관찰

되지 않았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역시 팽만된 위와 

그 하부로의 장관 폐쇄가 확인되었다. 

Fig. 1. The finding of plain abdominal X-rays in gastric 
outlet obstruction. Gaseous distension of the stomach 
and gasless small bowel were observed.

Fig. 2. The finding of ultrasonography in gastric outlet obstruction. (A) Elongation and collapse of 
pyloric channel. (B) Short segmental intussusception in proximal portion of pylorus (target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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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경과 : 입원 직후부터 금식 상태로 비위관을 통

한 위 세척과 음압 배액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았으며 입원 2일째 영상학적 검사 소견에서 확인된 위 

출구 폐쇄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한 개복술을 진행하

였다. 수술 당시 위의 대만곡에서 소만곡까지 이르는 섬유

성 끈(fibrous band) 구조(Fig. 4)가 위의 유문부에서 관

찰되었으며, 대만곡 부분에서는 위 출구 폐쇄에 의한 과도

한 위 팽만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장막으로 덮인 직경 3 cm

의 천공이 확인되었다. 끈 구조에 대한 유착박리술(band-

lysis)과 천공에 대한 1차 수복(primary repair)을 시행하

였다. 또한 팽윤된 위의 부피와 압력으로 인하여 섬유 끈 이

하 십이지장에서 장중첩증이 동반되어있어 도수 정복을 시

행하였다.  환아는 수술 8일 째 시행한 상부위장관 조영술

에서 위 유문부 이하로 바륨의 원활한 통과가 확인 되었으

며, 수술 15일 째 경구 분유 수유를 시작하여 수술 27일 째 

보조 비경구 영양 없이 완전 경구 영양이 가능하였고 수술 

후 34일 째 퇴원하였다. 

고          찰

위 출구 폐쇄는 1970년대 이후로 수술적 치료가 본격화 

되면서 주로 외과의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 위 출

구 폐쇄 원인의 대부분은 선천성 해부학적 이상으로 비후

성 유문협착증이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며 비후성 유문

협착증 이외의 구조들에 의해 발생하는 위출구 폐쇄는 비

교적 드물다.4 그외에도 무공증(전정부, 유문부), 격막(전정

부, 유문부), 유문부 협착, 위전정부의 이소성 췌장 등이 출

구 폐쇄의 원인들로 언급되고 있다.5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분류에 따르지 않는 위 출구 폐쇄에 종류에 

대하여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2 위 근육층 내의 섬유성 

끈 구조물에 의한 출구 폐쇄와 같은 드문 증례도 언급되고 

있다.6 

신생아에서 출생 4-6주 이내에 발생하는 비담즙성 사

Fig. 3. The finding of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UGI) and delayed plain X-ray in gastric outlet 
obstruction. (A) UGI showing the distended stomach with gas and contrast agent. (B) A contrast 
agent does not pass through a pylorus in 180 minutes delayed films. 

Fig. 4. An intraoperative picture shows a 1 mm vertical 
fibrous band across the antral portion of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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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는 장막층의 섬유 끈 구조에 의한 위 출구 폐쇄에 

대한 국내 첫 보고로써, 향후 유사한 증상과 영상 소견을 

가진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전형적인 위 출구 폐쇄

의 유형과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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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성 구토가 위 출구 폐쇄의 초기 증상이다. 수유 진행 곤

란이 지속되는 신생아에 대하여 진단을 위한 복부초음파, 

위 내시경, 상부위장관 조영술 등의 다양한 영상학적 검사

들을 사용한다. 단순 복부 촬영에서 단일 기포가 관찰되고 

위 하부 위장관의 공기 음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위 출구 폐

쇄의 특징인 소견이다.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 위 출구 폐쇄

의 진단을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정확한 검사로 언급되고 

있는데, 위 유문부 격막의 경우 쌍구 현상(double bulb)이

나 방사선 투과성의 선(band)이 확인되어 진단 할 수 있으

나, 대부분이 수술적 치료 중에 그 원인이 명확히 감별된

다.7, 8 위 내시경에서는 유문부의 좁아진 출구 유무 및 크기

의 확인이 가능하고, 폐쇄의 원인일 수 있는 점막 주름과 연

동운동이 없는 비정상적인 조직을 감별할 수 있다.9, 10 

위 출구 폐쇄 증상이 있을 경우 주된 치료는 수술이다. 

유문부 격막 등의 원인 구조물에 대하여 절개 혹은 절제술

을 시행하거나 유문부 성형술을 시행한다. 무공증에 의한 

폐쇄일 경우 끝끝 연결술(end to end anastomosis)를 시

행한다.11 드물게 폐쇄의 원인 구조가 점막내에 국한되어 있

을 경우 내시경적 점막 절제를 시도하기도 한다.12  

본 증례의 경우, 출생 5일째 이후 수유 증량에 따라 전형

적인 증상인 비담즙성 구토와 상복부 팽만이 발생하였고 

단순 복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위장관의 가스 팽만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진단을 위해 추가로 진행한 복부 초음파에서

는 선천성 위 출구 폐쇄의 흔한 원인이 될 만한 유문부 비

후나 격막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다. 또한, 상부위장

관 조영술에서 역시 이상 구조물에 의한 위장관 강 내의 음

영결손이나 방사선 투과성의 선과 같이 원인 감별에 도움

이 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본 증례는 기존 선천성 위 

출구 폐쇄의 분류에서 벗어나는 장막층 밖에서의 섬유성 

끈으로 인하여 위 전정부 이하 폐쇄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

문에, 영상학적 검사를 통하여 위장관 내의 폐쇄 원인을 발

견하지 못하였고 개복을 통하여 복강 내의 band를 확인하

여 제거함으로써 확진 및 치료를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증

례들과 구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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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신생아에서 구토와 복부 팽만과 같은 위 출구 폐쇄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선천성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선천적 위 출구 폐쇄를 일으키는 구조적 이상들은 그 위치와 폐쇄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왔다. 저자들은 지속적인 

구토와 상복부 팽만을 보인 미숙아에서 기존의 알려진 선천적 위 출구 폐쇄의 구분에서 벗어나는 장막층의 섬유 끈으

로 인한 위 출구 폐쇄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 위 출구 폐쇄, 미숙아, 장막, 섬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