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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관장은 변비의 치료로 사용되며, 그 기전은 물리적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 직장을 팽창시켜 대장의 수축

을 유발하거나, 굳은 변을 무르게 하거나, 또는 두 가

지 작용을 모두 하는 것이다.
1
 관장은 변비의 치료 이

외에도 특정 질환에서 약물을 직접 대장에 주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궤양성 직장염(ulcerative 

proctitis)에서 스테로이드 관장을 하거나, 간성 혼수에

서 락툴로스 관장을 시행하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1
 의

학적인 목적 이외에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인 줄루

(Zulu)족에서는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풀이나 나무 뿌

리를 다린 물로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또

한 치유 목적을 위해 약초
3
 등으로 관장을 하는 행위도 

보고되어 있다. 의학적으로 인정된 약제를 사용해서 관

장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대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

으며,
1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약제나 소위 민간 요법

에서 사용하는 약제로 관장을 한 후 발생한 대장 손상

에 대한 보고가 종종 있다. 저자들은 변비의 완화를 위

해 커피 관장을 시행한 직후 발생한 대장 손상을 경험

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2세 여자가 내원 1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 및 혈변

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4∼5년 전부터 변비가 

있어 왔으며, 변비의 호전에 커피 관장이 좋다는 말을 

듣고 내원 1일 전 집 근처의 한의원에서 커피 관장을 

시행하 다. 커피 관장시 항문 주위의 열감이나 동통은 

없었다. 관장 시행 4시간 정도가 지난 후 주로 하복부

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양상의 복통 및 혈변이 발생

하여 근처 병원에서 S상결장경검사를 받은 후 커피 관

장에 의한 장 손상인 것 같다고 듣고 응급실을 통해 입

원하 다.

  내원시 신체 검진에서 환자는 그다지 아파 보이지 

않았으며, 혈압은 130/98 mmHg, 맥박은 분당 100회, 호

접수：2005년 4월 29일, 승인：2005년 8월 2일

연락처：윤용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우편번호: 110-74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Tel: 02-2072-3346, Fax: 02-765-8265

E-mail: yyb10604@plaza.snu.ac.kr 

커피 관장에 의한 대장 손상 1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원재․김진원․박주경․이준규․류지곤․김용태․윤용범

Colon Injury Caused by Coffee Enema

Won Jae Yoon, M.D., Jin Won Kim, M.D., Joo Kyung Park, M.D., Jun Kyu Lee, M.D.,
Ji Kon Ryu, M.D., Yong-Tae Kim, M.D. and Yong Bum Yoon,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관장은 오랜 기간 동안 변비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적절한 관장은 오히려 대장에 손상을 일으

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관장에 의한 대장 손상은 관장에 사용되는 카테터에 

의해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관장액이나 관장 자체의 압력 또는 관장액의 

농도에 의한 손상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커피 관장에 의한 대장 손상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색인단어: 손상, 대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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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는 분당 20회, 체온은 36.4
o
C 다. 하복부에 압통 

및 반발 압통 이외에 이상 소견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에서 백혈구 13,800/mm
3
 (호중구 86.6%, 

림프구 7.3%, 단핵구 5.3%, 호산구 0.5%, 호염기구 

0.3%), 혈색소 15.7 g/dL, 혈소판 226,000/mm
3
이었다. 콜

레스테롤 150 mg/dL, 총 단백 7.5 g/dL, 알부민 4.2 

g/dL, 총 빌리루빈 1.8 mg/dL, ALP 91 IU/L, AST 14 

IU/L, ALT 11 IU/L, γ-GT 10 IU/L이었으며, 프로트롬

빈 시간은 115% (0.91 INR),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은 38.4초 다.

  복부 전산화단층촬 술에서 직장-S상결장 경계부위

의 장벽 전체의 조  감소 및 주위 지방 조직으로의 침

윤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 환자는 내원 당일부터 

금식 및 수액 공급,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제4

병일에 시행한 S상결장경검사에서 항문환 8 cm 상방

에서 지도모양의 얕은 궤양, 10 cm 상방에서 지도모양

의 깊은 궤양이 관찰되었다. 궤양의 주변은 발적과 부

종이 동반되었으며, 궤양 바닥은 삼출물로 덮여있었다. 

사이사이의 장 점막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2). 천공의 위험으로 전처치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찰은 불가능하 다. 생검에서는 음

와(crypt)의 위축, 고유층의 유리질화, 모세혈관의 확장 

Figure 2. Initial sigmoidoscopic 

findings. (A) A shallow, geo-

graphic ulcer with surrounding 

hyperemia is seen 8 cm above 

the anal verge. (B) A deep, geo-

graphic ulcer with exudates is 

seen 15 cm above the anal 

verge.
A B

Figure 3. Sigmoidoscopic findings 

obtained on the 14th hospital 

day. (A) Luminal narrowing 

with greenish membranous les-

ion is noticed. (B) The nar-

rowed portion is covered with 

exudate and blood clots.
A B

Figure 1. Abdominal CT obtained upon admission. Decreased 

enhancement of the recto-sigmoid junction is noticed. Infil-

tration of adjacent fatty tissue is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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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충혈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복통과 혈변은 점차 호전되었으며, 제7병일부터 식이

를 시작하 다. 제12병일에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

술에서 호전된 소견을 보 으며, 제14병일에 시행한 

S상결장경검사에서는 항문환 15 cm 상방에서 내강의 

협착이 관찰되었다. 협착된 부위는 녹색조를 띠는 막성 

병변으로 덮여 있었으며, 삼출물 및 혈괴가 붙어있었

다. 이보다 상방은 내강의 협착으로 내시경의 진입이 

불가능하 다(Fig. 3). 이전에 보 던 궤양들은 호전된 

소견이었다. 제15병일에 시행한 대장조 술에서는 직

장-S상결장 경계부위의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4).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소량의 

배변완화제를 사용하여 배변이 가능하 으므로 수술 

치료없이 제25병일에 퇴원하 다. 퇴원 후에도 2개월

간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 으며, 퇴원 후 시행한 S상결

장경검사 및 대장조 술에서는 직장-S상결장 경계부위

의 협착 이외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5). 

협착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배변완화제의 복용없이 배

변이 가능하며, 퇴원 후 8개월 째 큰 문제없이 추적관

찰 중이다.

고      찰

  커피 관장은 악성 종양에 대한 치료로 Gerson
4
이 주

장한 치료 방법의 일부이다. 소위 대체 의학의 바람을 

타고 우리 나라에서도 유행한 적이 있다. 커피 관장의 

효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커피로 관장을 할 경우 담

즙 생산이 증가하고, 커피에 함유된 화합물이 간의 효

소들을 자극하여 ‘제독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한다

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

다.
5,6
 또한 커피 관장이 사인으로 의심되는 증례 보고

도 있다.
7

  관장에 의한 대장 손상에 대한 보고는 그다지 흔하

지 않으며, 대개의 경우 증례 보고 형태로 이루어졌다. 

비교적 대규모의 보고로는 Diarra 등
8
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경험한 21명의 환자에 대한 보고가 있다. 

관장에 의한 대장 손상은 기전으로는 관장용 카테터에 

의한 물리적 손상,
1
 고온의 관장액 사용에 의한 열 손

상,
9
 관장액에 의한 화학적 손상

8
 등을 들 수 있다. 관

장용 카테터에 의한 손상은 주로 카테터 끝에 의해 직

장 전방의 점막에 주로 일어난다. 점막의 손상이 비교

적 심한 상태에서 관장액이 이를 통하여 점막하층으로 

Figure 5. Follow-up (A) sigmoido-

scopy and (B) colon study find-

ings. Residual narrowing of the 

recto-sigmoid junction is notic-

ed.
A B

Figure 4. Colon study obtained on the 15th hospital day. Luminal 

narrowing is seen on the recto-sigmoid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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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1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한 관장에 따른 화학적 손상도 

보고되고 있다.
3,8
 식염수 관장(saline enema)은 대장 점

막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물

만으로 관장을 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양을 사용하

면 수분 중독(water intoxication)이 발생할 수 있으며,
1
 

장기간 온수 관장을 시행한 사람에서 궤양을 동반한 

장염의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
11

  본 증례의 경우 커피 관장에 의한 환자의 대장 손상

의 기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기전으로는 미

처 식히지 않은 커피로 관장을 하여 장 손상이 일어난 

경우, 관장용 카테터 내강에 남아 있던 화학 물질(세제

나 소독약 등)이 잘 청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커피와 

같이 섞여 나오면서 대장 손상을 일으킨 경우, 커피 자

체에 의한 대장 손상, 카테터 끝에 의한 점막 손상, 관

장액의 압력에 의한 대장 손상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

  특정 질환에 있어 적응증에 맞게 이용할 경우 관장

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입

증된 관장액만을 관장에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장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응증에 맞게, 의인성 손

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이다. 안전

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로 관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ABSTRACT

  Enema has been used to treat constipation. Injuries to 

colon and rectum during enema, whether mechanical, ther-

mal, or chemical, can be life-threatening. Injudicious use of 

enema solutions not proven to be safe can also cause such 

injuries. We herewith report a case of colon injury caused 

by a coffee enema.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5; 

31: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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