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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hemic colitis is the most common form of ischemia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It
results from inadequate blood flow in the colon that leads to inflammation of the
colon. Though this disease frequently affects the elderly with risk factors of
ischemia, younger patients may be affected too. Several conditions such as major
vascular occlusion, small vessel disease, shock, some medications, colonic
obstructions and hematologic disorders can predispose individuals to ischemic
colitis. Ischemic colitis following colonoscopy is rare. Here we report 2 cases of
ischemic colitis which developed after colonoscopic procedures in patients
without risk factors of ischemia.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10;41:36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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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허혈성 대장염은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허혈성 질
1
환으로, 1963년 Boley 등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결장
1,2
에 불충분한 혈류공급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고령에서 발생하지만, 드물게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
우도 있으며 주된 증상은 급성으로 발현되는 하복부의 통증,
1,3
설사와 혈변 등이다. 허혈성 대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
들로 큰 혈관의 폐색, 미세혈관질환, 쇼크, 약물, 결장의 폐쇄와
혈액질환 등이 있으나, 대장내시경 시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4,5
허혈성 대장염은 드물다. 저자들은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 후 새로이 발생한 허혈성 대장염 2
예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례
1. 증례 1
50세 여자가 약 20일간 지속된 복통에 대한 검사를 위해 내
원 2일 전 본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후 심해진 복통
과 혈변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환자는 검사 전 장정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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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솔린액(상품명, 성분: 인산일수소나트륨 160 mg, 인산이
수소나트륨 60 mg) 90 mL를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2회에 나
누어 분복하였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40/90 mmHg,
o
심박수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3 C였고, 흉부청진에
서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다. 복부 검사에서 장음은 감소되
었고, 하복부에 압통이 관찰되었다. 과거력에서 제왕절개로 출
산한 병력 있었으며, 고지혈증으로 투약 중이었다. 말초혈액검
3
사에서 백혈구 10,700/mm , 혈색소 13.1 g/dL, 혈소판 186,000/
3
mm 였으며, 혈청화학검사에서 AST 20 IU/L, ALT 17 IU/L,
alkaline phosphatase 221 IU/L, 총 빌리루빈 1.2 mg/dL, 총 콜
레스테롤 159 mg/dL, BUN 6.0 mg/dL, creatinine 0.7 mg/dL,
총 단백질 6.7 g/dL, 알부민 3.9 g/dL, sodium 140.0 mEq/L,
potassium 3.3 mEq/L, chloride 108 mEq/L, C-reactive protein
0.71 mg/dL였다. 대변검사에서 잠혈 반응 양성이었고 호중구
가 관찰되었다. 단순복부촬영에서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으
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구불결장에 장벽의 비후가 관찰
되었다. 입원 2일째 구불결장경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전 대장
내시경에서는 정상이었으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장벽의
비후가 관찰된 항문연 상방 30 cm에서 40 cm에 이르는 구불
결장 부위에 점막의 부종과 발적이 관찰되었다(Fig. 1). 병변
부위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는 점막 표피의 박탈, 점막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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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lonoscopic findings of
the sigmoid colon. (A)
Initial colonscopic finding shows normal colonic mucosa. (B) Follow
up sigmoidoscopy shows
severe mucosal edema
and hyperemia which is
consistent with ischemic
colitis.

째 혈변을 호소하여 복부 전산화단층혈관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상행결장과 근위횡행결장에 대장 벽의 비후소견이 관찰되었다.
추적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용종절제술 시행 당시 정상이었던
상행결장에서 근위횡행결장까지 심한 점막의 부종과 발적을 동
반한 급성 염증 병변이 관찰되었다. 육안 소견으로 허혈성 대
장염을 진단하였고 병변 부위는 복부 전산화단층혈관촬영에서
장벽의 비후가 관찰된 부위와 일치하였다(Fig. 3). 환자는 금식
및 수액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로 임상증상 호전되어 입원 5일
째 경구 영양 섭취를 시작하였고, 입원 6일째 퇴원 후 특이 증
상 없이 현재 외래 추적 중이다.

고찰
Figure 2. Pathologic finding of colonocoscoic biopsy. It
reveals mucosal epithelial sloughing, mucosal
hemorrhage, atrophy and regeneration of crypts,
which is consistent with ischemic colitis (H&E
stain, ×100).

움(crypt)의 위축 및 재생 등 허혈성 대장염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환자는 금식과 수액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
로 증상이 호전되어 입원 4일째 경구 수분 섭취를 재개하였으
며, 입원 6일째 퇴원하여 특이 증상 없이 현재 외래 추적 중이
다.
2. 증례 2
58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대장 용종의 제거를 위해
입원하였다. 과거력에서 고혈압 외에 다른 병력은 없었으며, 특
이한 가족력도 없었다. 비흡연자였으나, 주 5회, 회당 소주 3∼
4병의 음주력이 있었다. 입원 2일째 경구 인산나트륨 용액으로
장정결 후 시행한 대장내시경검사에서 항문연 직상방부터 항문
연 상방 35 cm 위치까지 4개의 용종이 관찰되어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에 소요된 시간은 약 37분이었다. 입원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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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대장염은 대장의 국소적인 혈류감소로 인한 조직의
괴사와 이에 따른 이차적인 세균의 침입에 의해 염증이 발생하
6
는 질환이다. 많은 경우에 보존적인 치료로 저절로 호전되지
만 심한 허혈증의 경우 진단이 지연되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
7
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허혈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 확립되
지 않았으나 혈압의 저하, 동맥경화, 혈관염, 미세혈관의 수축
등 혈관 인자와, 변비나 관장에 의한 장관내압의 상승 및 장의
8
운동 등 장관 인자에 의한 혈류의 저하로 발생한다. 그리고 항
생제, phentermine과 같은 식욕 억제제, 몇몇 항암제, pseudoephedrine, 강심 배당체, 이뇨제, 코카인, 맥각알칼로이드, 호
르몬 치료제, statin계 지질 저하제 , 면역 억제제, 완하제, 비스
테로이드계 소염제, 정신작용약,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제, 혹은
혈압 상승제 등의 약물에 의해서도 허혈성 대장염이 유발될 수
있으며, 본 증례와 같이 드물기는 하나 대장내시경검사도 허혈
1,9
성 대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인 증상은 급격히 발생
하는 복부산통, 설사와 혈변 등이 있으나, 비교적 증상이 서서
10
히 발생하거나 복부 팽만 혹은 폐쇄로 발현할 수도 있다. 혈
11
액검사 소견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다. 영상 검사에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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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lonoscopic findings
of the hepatic flexure.
(A) Initial colonoscopy
shows normal colonic
mucosa. (B) Follow up
colonoscopy shows hyperemia and edema of
colonic
mucosa
on
hepatic flexure,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ischemic colitis.

16

Table 1. Analysis of Previously Reported Cases of Ischemic Colitis after Colonoscopy in Korea
Author

Age

Sex

UD

Agent

Distribution

Management

Comment

Choi (1996)
Nam (2002)
Lee (2003)

58
50
49

F
M
M

Bronchitis
N
Hypertension

N
NaP
N

N
SC
SC/AC

Conservative
Conservative
Conservative

N
N
CPP

UD, underlying disease; Agent, agent for bowel preparation; N, not stated; NaP, sodium phosphate; SC, sigmoid colon; AC,
ascending colon; CPP, colon polypectomy.

개는 비특이적이나 바륨조영검사에서 엄지자국(thumb printing)
소견이 관찰될 수 있고, 만약 복강 내 공기 음영이나 장벽 내
혹은 간문맥 내 공기음영 등이 보인다면 장괴사를 강력히 의심
1
하여 탐색개복술을 고려해야 한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장벽의 비후, 엄지자국이나 이중후광징후(double halo sign)가
관찰될 수 있고, 장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장의 확장 소견
1
이 관찰될 수 있다. 허혈성 대장염은 입원환자 중 약 1,000명
1,12
당 1명 정도로 발생하나 실제 그 발생률은 더 높을 수 있다.
허혈성 대장염이 호발하는 부위는 구불결장과 비장만곡 부근으
로 각각 구불결장동맥의 분지와 상직장동맥이 만나는 부위에
Sudeck씨 점(Sudeck’s point)과 중결장동맥과 좌결장동맥이 만
나는 부위에 Griffith씨 점(Griffith’s point)으로 불리는 분수계
13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증례 1에서 허혈성 대장염은 구불결장
에서 발생하였으나 증례 2에서는 간만곡 부위를 중심으로 상행
결장과 근위횡행결장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약 50%에
서 중결장동맥의 분지와 우결장동맥의 분지가 만나는 이 부위
에서 Drummond 변연동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14
있다는 점에서 일부분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대장내시경검사가 점막변화를 관찰하는데 더 높은
민감도를 보이고 조직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바륨조영
11
술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 내시경 진단술 및 치료술의 발달과
대장암의 조기검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점점 많은 예의
대장내시경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시술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이나 대장의 천공 등이 있으나 대장내시경 시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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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허혈성 대장염의 예는 비교적 드물어, 국내에서는
15
1996년 Cha 등 에 의해 보고된 이후 총 3예가 보고되었다. 이
번 증례에서는 이전 검사에서 정상으로 관찰되었던 위치에서
대장벽의 허혈에 의한 염증 변화가 관찰되어 대장내시경검사에
의하여 발생한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하였다. 대장내시경검사
후에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내시경에 의
한 물리적인 미세혈관 손상이나 기계적인 압박, 장관내압 상승
13
과 과신전 등이 있다. 장관내압이 30∼40 mmHg 정도에서는
가역적인 순환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장관내압이 50 mmHg에
8
이르면 장관벽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증례 1에서는
과거 제왕절개술로 인해 복강내 유착이 있었고 장관의 굴곡이
매우 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내
시경에 의한 물리적인 자극이 더 심하고, 장관내압도 상승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례 2의 경우는 앞서 언급하였던 Drummond 변연동맥의 불충분한 발달이 있었을 가능성과 용종절제
술에 소요된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기계적 자극이
나 장관내 압력의 증가가 허혈성 대장염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국내에서 보고된 3예의 대장내
시경 후 발생된 허혈성 대장염 환자에서 연령, 성별, 기저 질
환, 발생 위치, 장정결에 사용한 약제, 추가 치료 여부 등을 분
석해 보았다(Table 1). 환자는 각각 58세 여성, 50세 남성, 49
세 남성이었고, 기저질환은 첫번째 예에서 기관지염, 세번째 예
에서 고혈압이 확인되었으나 두번째 예에서는 특별한 기저질환
이 확인되지 않았다. 허혈성 대장염의 발생 위치는 첫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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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으나, 두번째 예에서는 구불결장, 그
리고 세번째 예에서는 상행결장과 구불결장이었다. 장정결을
위해서 두번째 예에서는 경구 인산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두 예에서는 사용된 장정결제가 기술되어 있지 않았으
며, 모든 예에서 보존적인 치료 후 증상의 호전을 보여 퇴원하
였다. 본 두 증례의 경우 허혈성 대장염을 일으킬 만한 기저질
환은 없었으며 모두 장정결을 위해서 경구 인산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였다. 경구 인산나트륨 용액과 구연산마그네슘 사용 후
발생한 허혈성 대장염의 증례가 보고되어 있으며, 그 기전은
고삼투성의 경구 인산나트륨 용액이 장관 내에서 흡수되지 않
고 삼투성 완하 작용을 나타내면서 일시적인 체액의 손실과 탈
수를 일으킴으로써 허혈성 대장염을 일으킨 것으로 설명할 수
17,18
따라서 본 증례들과 앞서 보고된 증례들에서 장정결
있다.
제로 사용되었던 경구 인산나트륨 용액이 허혈성 대장염의 원
13
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Lee 등 에 의해 보
고된 예와 본 증례 2에서는 대장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각각 시술에 소요된 시간은 25분과 37분이었다. 이와 같은 치
료적 시술의 여부와, 시술에 소요된 시간도 역시 허혈성 대장
염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장내시경검사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허혈성 대장염은 비교
적 드물지만 과거 복강 내 수술의 병력이 있거나 장관의 굴곡
이 심한 경우와 시술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혹은 기타 다른 허
혈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진행할 때 무리한 검사나 과도한 공
기주입은 삼가고, 장정결을 위한 전처치 시에는 적절한 수분공
급을 하여 허혈성 대장염의 위험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
허혈성 대장염은 대장에 불충분한 혈류의 공급으로 인해 염
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개는 허혈의 위험인자를 가진 고령에
서 발생하지만, 드물게 특별한 위험인자를 가지지 않은 환자에
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장내시경의 보편화로 점점 더 많은 예
의 대장내시경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출혈, 감염이나 대장 천
공 등의 합병증들은 잘 알려져 있으나, 대장내시경검사 후에 합
병증으로 발생하는 허혈성 대장염의 예는 드물다. 저자들은 특
별한 허혈의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서 대장내시경검사 후에 발
생한 허혈성 대장염 2예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색인단어: 허혈성 대장염, 대장내시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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