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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of Adult Ileum
- A Case Report -

Seoung Wan Chae, Hye Kyung Ahn and Jin Hee Sohn

Department of Pathology, Hangang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is an uncommon condition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multiple gas-filled cysts within the gastrointestinal wall. This lesion occurs in association with
a large variety of gastrointestinal and non-gastrointestinal conditions. Herein, we describe a
case of 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of the small intestine that developed in a 31-year
old man with a history of duodenal ulcer and pyloric stenosis. Emergency exploro-laparotomy
was done due to a suspicion of ulcer perforation. Primary closure for duodenal ulcer perfora-
tion and segmental resection of ileum were done. Resected ileum showed diffuse sponge-like
changes in the wall. Microscopically, variable-sized cystic lesions, lined by flat or multinucle-
ated giant cells, were noted throughout the intestinal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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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회장에 발생한 창자벽공기낭증

- 1예 보고 -

창자벽공기낭증은 창자벽내에 공기가 존재하는 상태를 기술

하는 용어이다. 드물게 나타나며, 식도에서부터 직장에 걸쳐 전

위창자벽에 발생할 수 있다. 략 15%는 원발성으로 발생하며,

나머지는 아무 증세가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 질환

들과 관련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다.1

저자들은 10여년 동안 십이지장궤양과 유문협착이 있었던 환

자에서 궤양성 천공 수술 중 우연히 발견된 회장에 생긴 창자벽

공기낭증 1예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31세 남자 환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복부의 전반적 통증 때

문에 내원하 다. 환자는 14년 전 십이지장궤양을 진단 받고 치

료 받아왔으며, 4년 전에는 내시경검사에서 유문협착과 치유되

지 않은 십이지장궤양을 진단 받은 병력이 있었다. 단순 복부

x-선 촬 에서 공기 음 이 발견되어 십이지장천공 의진 하에

응급 수술을 시행하 다. 수술 소견상 십이지장 첫 번째 부분에

궤양성 천공이 있었으며, 큰그물막 구멍으로 회장 탈장이 있었

다. 탈장된 회장 중 말단 40 cm 상부부터 100 cm에 걸쳐 장벽

에 스폰지 같은 모양의 변화가 있어 소장을 부분절제하 다. 절

제된 회장은 길이가 100 cm 고, 직경은 3 cm에서 6 cm 가량

되었으며 회장의 벽은 여러 곳에서 1 cm 정도 두께로 두꺼워져

있었으며, 직경 0.5 cm 정도의 스폰지 같은 작은 낭들이 관찰

되었다(Fig. 1). 현미경 소견에서 크고 작은 낭들이 점막층과

점막하층, 근층, 장막하층 등 소장의 전층에 걸쳐 보 다(Fig.

2A). 특히 점막층에는 상피세포층과 고유점막층이 박리되는 곳

도 발견되었다(Fig. 2A). 낭성 병변은 납작한 세포나 혹은 거

조직구들이 내층을 이루고 있었고(Fig. 2B), 이들 세포는

factor VIII-related antigen (prediluted, Zymed, CA, U.S.A.)

에는 음성, vimentin (prediluted, DAKO, CA, U.S.A.)에는

일부가 양성이었다.

고 찰

창자벽공기낭증은 특징적인 임상 증세나 병리기전이 확립되

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치료에 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은 흥미로운 병변이다. 부분의 환자는 특별한 증세가 없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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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창자벽공기낭증은 식도에서 직장까

지 전체 위창자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원발성인 경우가 15%,

그리고 나머지는 속발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1 속발성인 경우

는 위장관계의 질환들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위장관계 이외의

질환과 관련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위장관계 질환들과

관련된 질환들을 창자벽공기낭증이 발생하는 위치별로 분류하

면, 위장에 발생하는 예로는 급성 결합조직염위염(phlegmonous

gastritis), 강한 부식제를 섭취한 경우, 또는 폐쇄성 혈관 질환

에서 자주 발견되며, 장의 경우는 만성 변비,2 폐쇄성 장질환,

허혈성 장염과 내시경 시술 후 자주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위장관계 이외의 질환으로는 신장, 폐, 심장과3 골수 이식 후,

천식, 기관지염/폐공기종, 스테로이드 치료 중에도 발견되었다

는 보고가 있다. 소장에 발생되는 경우는 장폐쇄, 빈돌창자 우회

술 후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문협착과4 동반되는 경우가 많

으며, 이 경우는 소장내의 증가된 공기압에 의해서 점막표층의

미세한 파열이 생겨 창자벽공기낭증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

다. 본 증례의 환자도 역시 십이지장궤양과 함께 유문협착의 병

력이 있었으며, 큰그물막 구멍으로 탈장이 동반되어 있었다.

창자벽공기낭증이 발생하는 가설로는 장내 공기압 증가 등으

로 인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공기가 유입된다는 기계적 학설 이

외에 가스 형성 세균이 창자점막을 통과하여 낭과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세균설, 어떤 특정 상태에서 가스가 장점막에 흡수

된다는 화학설 등이 있다. 세균설을 뒷받침하는 실험으로 클로

스트리듐을 쥐의 장과 복강내에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창자벽공

기낭증이 형성되었다고 하며, 또 기종내의 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소 성분이 많이 검출되어 가스형성 세균에 의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 소장결장염, 창자 허혈 등과 동반된 창자

벽공기낭증에서 세균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부분의 경우는 창

자벽공기낭증과 동반된 염증 반응이나 세균이 증명되지 않아 가

스형성 세균만으로 창자벽공기낭증 형성기전을 설명하기에는 부

족하다. 물리적 힘에 의해 공기가 장관벽으로 유입되는 경로로

는 장폐쇄나 내시경 조작 시 장관내 기압이 증가하여 점막 결손

부분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 그리고 병변과 멀리 떨어진 곳에
Fig. 1. The histologic section of the ileum shows sponge-like cys-
tic spaces throughout the intestinal wall.

Fig. 2. The histologic section shows diffusely detached mucosal lamina propria of the subepithelial portion and variable sized multiple cys-
tic spaces in the mucosal, submucosal, and muscular layers (A). The close-up view of the lining cells shows flat or multinucleated giant
cell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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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막 결손을 통해 유입된 가스가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

위장관으로 전파되는 방법, 폐에서 빠져 나온 공기가 혈행성으

로 결체조직 사이로 공기가 이동한 후 장관벽의 바깥쪽을 뚫고

위장관내로 유입된다는 가설이 있다.1 본 증례의 경우도 오랜 기

간 동안 지속된 유문협착과, 큰그물막 구멍으로 생긴 소장 탈장

이 소장내 공기압을 증가시켜 발생한 물리적 외력에 의해 창자

벽공기낭증이 발생한 것이라 여겨진다.

창자벽공기낭증은 낭의 크기와 분포 양상에 따라 3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1 첫 번째로 내시경적으로 하얀 판을 보이는 미세

소포형은 주로 점막고유층에 10-100 m 크기의 낭으로 발견된

다. 이런 소낭은 지방세포과 비슷하게 보이며 낭형이나 미만형

과는 달리 조직구로 이루어진 내피를 보기가 어렵다. 이는 점막

가성지방세포증이라고 불리기도 하 으며, 주로 내시경 검사 때

물리적인 외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 형태로,

직경이 수 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의 낭으로 이루어진 낭형은

주로 점막하 혹은 장막하 조직에 위치한다. 물집 또는 포도송이

모양의 군집으로 보이고, 점막하 조직에 생긴 경우 작은 목없는

폴립이나 판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조학적으로 낭은 납작한 세

포나 거 식세포로 덮여있기도 하다. 세 번째 형태는 미만형

으로, 창자벽에 스폰지 모양의 병변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그

리고 두 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공기낭은 느슨한 기질로 이루

어진 점막하 혹은 장막하 조직에서 발견된다. 본 증례에서도 창

자벽에 스폰지 모양의 병변이 넓은 범위에 걸쳐 발견되었다. 그

리고 공기낭이 점막하, 장막하 조직, 그리고 근층에 걸쳐 있었으

며, 공기낭에 의해 상피표층과 고유점막층 사이가 박리된 부분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창자벽공기낭증은 확장된 림프관, 깊은낭성위염(gastritis cy-

stica profunda) 등과 감별을 해야하는데, 낭을 이루는 내피세

포와 낭의 안쪽이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구나 다핵거

세포층을 확인하면 감별할 수 있다.5 그리고 점막 조직에 소포를

형성하는 경우는 지방세포와 모양이 비슷한데, 이 경우도 소포

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핵이 다수이고, 소포들이 서로 융합하여

커다란 낭을 형성하는 점으로 감별할 수 있다.6

국내외에 보고된 창자벽공기낭증의 증례들을 검색한 결과 큰

그물막 구멍 탈장이 동반된 경우는 없었으며, 십이지궤양으로

생긴 유문협착과 함께 탈장이 장내 공기압을 증가시키는 데 상

승 작용을 하여 회장에 미만형의 창자벽공기낭증을 일으켰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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