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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막힘증을 동반한 Scimitar 증후군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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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re Case of Scimitar Syndrome Accompanied with an Imperforate Anus in a Newborn
Peter Chun, M.D., Hyoung Doo Lee, M.D. and Young Don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Department of Pediatrics*,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Scimitar syndrome (SS) is a rare congenital anomaly characterized by hypoplasia of the right lung and partially anomalous pulmonary
venous drainage to the inferior vena cava. The term scimitar derives from the shadow created by the anomalous pulmonary vein on
chest X-ray that closely resembles that of a curved Turkish sword. It rarely presents as an isolated abnormality. Various cardiac and
non-cardiac anomalies have been association with SS, such as right lung hypoplasia, dextroposition of the heart, hypoplasia of the
right pulmonary artery, systemic arterial blood supply to the right lower lung from the infra-diaphragmatic aorta, and a secundum
type of atrial septal defect. However, an imperforate anus has not been reported previously in association with SS. We describe the
first case of infantile scimitar syndrome accompanied with an imperforate anus in a newborn who presented with tachypnea and
right pulmonary atelectasis.
Key Words: Scimitar syndrome, Imperforate anus, Pulmonary atelectasis

되었고, 이후 1960년에 Neill 등4)에 의하여 scimitar징후와 그 밖

서론

의 상세한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발생 빈도가 매우 낮
Scimitar증후군은 우측 폐정맥이 좌심방이 아닌 하대정맥으

은 관계로 대부분 증례로서 혹은 규모가 큰 병원에서 소수의 증

로 연결되는 부분 폐 정맥 환류이상을 보이면서, 우측 폐의 발육

례를 모아 연구한 문헌의 형태로 발표되어왔다5-7). Scimitar증후

부전, 우 폐동맥의 발육부전 및 폐 분리증 등과 같은 동반기형을

군의 동반 기형으로는 우측 폐동맥 및 우측 폐의 형성저하, 폐

나타내는 매우 드문 심폐 기형 가운데 하나이다1). 특히, scimitar

분리증 외에도, 심방 중격결손, 우심증, 폐 정맥협착 등이 대표적

란 폐정맥이 횡경막과 심장의 우측 경계면 부근에서 하대정맥

이다7).

으로 비정상적으로 이어지면서 형성하는 곡선이 터키칼
(Turkish sword)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2).

한편, 선천성 항문 막힘증은 출생 후 조기에 잘록 창자 창냄
술(colostomy)과 같은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항문

Scimitar증후군은 1836년 신생아 부검에서 우심증과 우측 폐

직장 기형의 하나로 비뇨기계 이상, 척추 이상, 기관지 식도루, 식

의 형성 저하증이 있음을 언급한 Cooper3)에 의하여 처음 기술

도 폐쇄증 혹은 심혈관계 이상 등이 동반될 수 있다8,9).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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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폐 정맥 환류이상의 하나인 scimitar증후군이 항문 막힘

단층 촬영상 우측 폐 전체 및 좌측 폐 하부 일부에서 다초점성

증과 함께 동반됨을 보고한 예는 매우 드물어서 1974년 미국에

경화 및 용적 감소를 보였다(Fig. 2). 심초음파 검사상 작은 크기

서 항문 막힘증, 반척추뼈증(hemivertebrae), 말굽 폐(horseshoe

의 심방 중격 결손과 함께 작은 크기의 동맥관 개존이 관찰되었

lung)와 함께 부분 폐 정맥 환류이상을 보였던 변이 scimitar증

다. 한편, 골반 자기 공명 영상 촬영에서는 항문 막힘증과 함께

10)

후군 1례 가 전부이다. 이에 저자들은 호흡곤란 및 선천성 편측

직장과 요도 사이의 직장 요도루가 인지되었다(Fig. 3). 염색체

폐 발육부전 및 항문 막힘증을 주소로 입원한 신생아에서 발견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한 scimitar증후군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치료 및 경과: 제 1병일째에, 우측 무기폐에 대한 치료를 위하
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가슴의 물리치료와 함께 기계적 환

증례

기요법을 시작하였다. 또한, 항문 막힘증으로 인한 복강 내 위장
관의 감압을 위하여 입위관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복부 팽만이

환아: 김◯◯ 아기, 생후 1일, 남아

점차 진행됨에 따라 제 2병일째에 잘룩 창자 창냄술을 시행하였

주소: 빠른 호흡, 끙끙거림

다. 이후 복부 팽만의 호전과 함께 산소 요구도 및 빠른 호흡의

출생력 및 현 병력: 재태기간 37주, 출생체중 2,768 g, 제왕 절

정도는 호전을 보여서 제 4병일째에 발관과 함께 기계적 환기요

개술에 의하여 인근 병원에서 출생한 둘째 아기였고, 분만 당시

법을 중단하였다.

의 Apgar 점수는 1분에 8점, 5분에 9점으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호흡기 증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흉부 방사선 소견

출생 당일부터 끙끙거림, 빠른 호흡 등의 호흡 곤란 증상들이 진

상 우측 폐의 무기폐의 개선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아서, 기관

행되고 흉부 방사선 검사상 기흉이 의심된다고 하여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산모력 및 가족력: 산전 진찰에서 병적 소견은 없었고, 산모의
과거력 및 부모 양측의 가족력 역시 특이한 점은 없었다. 음주,
흡연 등은 부인하였다.
이학적 검사: 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맥박수 138회/분, 호흡수
63회/분, 체온은 36.6℃였고, 신체 계측상 체중 2.77 kg (10-50
백분위수), 신장 47 cm (10-50 백분위수), 두위 34.5 cm (50-75
백분위수)였다. 이학적 검사상 빠른 호흡, 끙끙거림 외에 늑골하
수축, 코 벌렁거림이 있었다. 흉부 청진에서 심음은 규칙적이었
으며 뚜렷한 심잡음은 인지되지 않았으나, 우측의 호흡음은 좌
측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다. 복부는 약간 불러 있었으

Fig. 1. Chest X-ray shows right pulmonary atelectasis.

나 비교적 편평하고 부드러웠으며, 간이나 비장의 비대는 없었
다. 직장 검사에서 항문 막힘증이 인지되었고 항문루는 관찰되
지 않았다. 머리, 몸통, 사지의 병적인 피부 소견은 없었다.
검사 소견 : 입원 당시 시행한 검사에서 백혈구 11,050/mm3,
혈색소 16.1 g/dL, 적혈구용적률 47.0%, 혈소판 230,000/mm3
였고, AST 42 IU/L, ALT 2 IU/L, BUN 8.0 mg/dL, creatinine 0.6
mg/dL, 총 빌리루빈 3.1 mg/dL, 직접 빌리루빈 0.3 mg/dL, C반응단백질 0.19 mg/dL로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동맥혈
가스 분석상 pH 7.382, PCO2 40.7 mmHg, PO2 93.2 mmHg,
HCO3- 24.4 mEq/L였으나, 흉부 방사선 검사상 우측 폐의 늑간
간격의 감소, 심장 음영의 우측 편위를 보여서 기흉이 아닌 우측
폐 전체의 무기폐에 합당한 징후를 보였다(Fig. 1). 흉부 컴퓨터

Fig. 2. Chest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right lung multifocal
consolidation with volume loss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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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12병일째에 삼차원 심장 혈관

이후 수유진행 및 체중 증가 원활하고 호흡기 증상 없어서 퇴

조영 컴퓨터 단층 촬영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우폐 정맥이 간

원하였고, 외래 추적 관찰을 계속 진행하다가 생후 4개월 경에

정맥으로 연결되는 우측 폐 정맥 환류이상, 그리고 우측 폐 상엽

심도자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우측 폐정맥이 폐 실질 내에서

기관지 발육 부전 및 우폐 동맥의 발육 부전이 관찰되어 scimitar

하대정맥으로 환류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폐정맥 환류의 가벼

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Fig. 4).

운 협착이 인지되었으나 압력차는 4 mmHg에 불과하였다(Fig.
5). 그 외 좌측 폐동맥의 근위부에 가벼운 협착이 보였으나 우측
폐동맥의 이상기시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항문 막힘증에 대해
서는 생후 4개월째에 누공 조영술 및 후방 시상 항문 직장 성형
술(posterior sagittal anorectoplasty)을, 그리고 생후 6개월째
에 장루 복원술을 시행하였다. 현재는 비교적 건강하게 외래 추
적 관찰 중이다.

고찰
본 증례의 환아는 빠른 호흡과 우측 폐의 무기폐를 주소로
하여 전원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scimitar증후군으로 확진되었
고, 희귀하게도 항문 막힘증을 동반하고 있었던 경우이다.
Scimitar증후군은 질환의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영아형과 성
인형으로 구분된다11,12). 영아형은 생후 1세 이내에 진단된 경우
로서 생후 수 개월 내에 증상이 나타나서 빠른 호흡, 성장 장애,
심부전 등을 보이며 사망률이 높은 반면, 성인형은 생후 1세 이
후에 진단되고 대개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서 예후 또한 영아형
Fig. 3. Pelvic magnetic resonance image shows the imperforate anus
with a rectourethral fistula.

에 비하여 양호한 경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3). Najm 등7)은
20년간 32명의 scimitar증후군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요약하여

Fig. 4. Three-dimensional reconstructed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parti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drainage into the inferior vena cava via an intrapulmonary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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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giocardiography anteroposterior views show right and left pulmonary arteries (A) and the scimitar vein
draining into the inferior vena cava (B).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영아형이 성인형에 비하여 증상이

막힘증의 경우, 임신 8주경 비뇨 직장 중격(urorectal septum)이

일찍 나타나고, 더 많은 선천성 기형을 동반하며, 불안정한 혈류

자라나와 배설강막(cloacal membrane)과 만나서 앞쪽으로는

역학과 함께 임상적 예후도 더 나빴다고 한다. 또한, 심방 중격결

비뇨 생식동(urogenital sinus), 뒤쪽으로 항문 및 직장이 만들

손(65.6%), 폐분리증(53.1%), 폐형성 저하증(53.1%), 우심증

어진다. 그러나, 발생학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두 장기의 발

(46.9%), 폐정맥 협착(21.9%) 등이 동반되었고, 성인형에 비하

달 이상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

여 영아형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 밖에도 scimitar 증후군

다고 판단된다.

과 관련한 증례 문헌은 여럿 있었으나 항문 막힘증이 scimitar

본 증례의 경우 흉부 방사선 촬영 및 심초음파 검사 외에도

증후군과 동반되어 나타났다고 보고한 예는 없었다. 다만, 1974

scimitar증후군의 진단을 위하여 폐의 컴퓨터 단층 촬영, 삼차

년 미국에서 항문 막힘증, 반척추뼈증(hemivertebrae), 우심증

원 심장 혈관 조영 컴퓨터 단층 촬영, 심도자술을 시행하였고,

을 보였던 신생아의 부검에서 말굽 폐(horseshoe lung)과 함께

항문막힘증 및 척추 이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복부 자기 공

우측 폐의 폐 정맥이 환류이상이 보였던 변종 scimitar증후군 1

명 영상 촬영을 시행하였다. Scimitar증후군의 확진을 위해서는

10)

례의 기록만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이 역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

심도자술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폐정맥의 비정상적인 주

보면 항문 막힘증, 척추 기형, 심혈관계 기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

행을 확인할 수 있고, 폐동맥의 해부학적 이상 여부와 압력, 좌

었기에 scimitar증후군이 아닌 VACTERL/VATER association

우단락의 정도, 동반된 심기형 등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 더 가깝다 . 그런데, 본 증례의 환아에서는 항문 막힘증 외에

Schramel 등15)은 scimitar증후군의 진단과 추적검사를 위하여

는 척추, 요골 등의 골격계 이상이나 소화기 및 신장의 기형은 없

환기 관류스캔(ventilation/perfusion scan)과 기관지경 검사를

었다. 따라서, 비록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

기본 검사로 포함시킬 것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나 1974년에 발표된 증례를 본 증례의 환아와 같은 imperforate

환자의 초기 상태가 허락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폐

anus가 동반되어 있는 scimitar 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대

의 컴퓨터 단층 촬영 및 삼차원 심장 혈관 조영 컴퓨터 단층 촬

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영으로 시행하였다.

14)

Scimitar증후군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술적 교정이 scimitar증후군의 치료이지만, 폐동맥 고혈압

려져 있지 않다. 발생학적으로, 임신 7주 이후 허파싹(lung bud)

이 없다면 신생아기에 서둘러 수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

이 발달하면서, 하행 대동맥의 얼기(plexus)로부터 받아왔던 폐

나, 심방 중격결손, 폐동맥 고혈압, 우측 폐정맥의 비정상적인 협

로의 혈액 공급 경로가 폐동맥으로 전환되고, 임신 11주 경에 폐

착은 수술 적응증이 된다. 본 증례의 경우, 출생 초기 빠른 호흡

13)

정맥이 좌심방으로 환류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 따라서, 이 과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었으나 이후 호전되었고, 심도자술상 폐

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우측 폐와 폐동맥의 정상

혈류량의 의미있는 증가나 폐동맥 고혈압의 징후가 없었기에 환

적인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짐작되고 있다. 한편 항문

아의 성장을 추적해 나아가다 수술적 교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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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증례는 항문 막힘증을 동반하
는 선천성 무기폐 또는 scimitar증후군에 대한 선례가 없었기에
초기 감별 진단 당시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향후에 항문 막힘
증과 같은 위장관계 기형이 있으면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선

hemodynamic significance by magnetic resonance imaging. Eur
Radiol 2003;13 Suppl 4:L147-50.
3) Cooper G. Case of malformation of the throacic viscera: consisting of
imperfect development of right lung, and transposition of the heart.
Lond Med Gaz 1836;18:600-1.

진단에 임해야 할 것이다.

4) Neill CA, Ferencz C, Sabiston DC, Sheldon H. The familial occurrence
of hypoplastic right lung with systemic arterial supply and venous
drainage "scimitar syndrome". Bull Johns Hopkins Hosp 1960;107:
1-21.

요약

5) Argueta-Morales IR, Meador LC, Nykanen DG, DeCampli WM.
Infantile form of scimitar syndrome with contralateral pulmonary
vein stenosis. Pediatr Cardiol 2010;31:550-2.

천성 무기폐를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scimitar증후군처럼 폐정
맥 환류이상을 동반한 심혈관계 이상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Scimitar증후군은 우측 폐정맥이 하대정맥을 통하여 좌심방
이 아닌 우심방으로 연결되는 부분 폐 정맥 환류이상을 보이면
서 우측 폐의 발육부전, 우폐동맥의 발육부전 및 폐 분리증 등
과 같은 동반 기형을 보이는 매우 드문 심폐기형 가운데 하나이
다. 또한 선천성 항문 막힘증은 출생 후 조기에 잘록 창자 창냄
술과 같은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항문 직장 기형의
하나로 비뇨기계 이상, 척추 이상, 기관지 식도루, 식도 폐쇄증 혹
은 심혈관계 이상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분 폐 정맥 환
류 이상의 하나인 scimitar증후군이 항문 막힘증과 함께 동반됨
을 보고한 예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호흡 곤란 및 선천성 편측 폐 발육부전 및 항문 막힘증을 주소
로 입원한 신생아에서 진단된 scimitar 증후군 1례를 경험하였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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