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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auterine midgut volvulus is an extremely rare and potentially life-threatening 

disease, requiring prompt surgical intervention after birth. Non-specific prenatal 

signs of fetal midgut volvulus cause late diagnosis and treatment, resulting very 

poor outcome. We report a case of preterm newborn with intrauterine midgut 

volvulus due to malrotation, who survived after immediate postnatal surgic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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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장 염전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신생아 질환으로 대부분 1세 이전에 발생한다1-3). 이 중 

자궁 내 태아의 중장 염전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 외국의 증례 보고도 20여 례에 불과하다. 

자궁 내 중장 염전은 태아 수종, 태아 곤란증, 조산아, 자궁 내 성장 지연 등과 흔히 동반되며
4-7), 그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절반 이상이 자궁 내 사망하였거나 유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5). 그러나 산전에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단하기 매우 어

려운 질환이다7-10). 저자들은 태아 곤란증으로 출생한 미숙아에서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응

급 개복 수술을 하여 회전 이상에 의한 자궁 내 중장 염전을 진단하고 생존한 증례를 문헌 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생후 1일 여자 환자

주소 : 복부 팽만과 복부 피부 변색

출생력 및 현병력 : 임신나이 36주 2일, 출생 체중 2,410 g, 태아 곤란증으로 응급 제왕 절개

술, 아프가 점수 1분 0점, 5분 1점으로 출생하였다. 아기는 출생 당시 자발 호흡, 맥박 없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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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에서 기관 삽관 후 심장 마사지 시행하였다. 에피네프린 투약 

등 10분 간의 심폐 소생술 후에 회복되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다. 

산모력 : 산모 나이는 만 30세였고 첫 번째 임신이었다. 기저 질

환, 약물 복용 등의 특이 병력 없었다. 산전 진찰 상 특별한 이상 

없었고, 출생 일주일 전 시행한 태아 초음파 검사에서도 이상 없

었다. 산모는 환자가 출생하기 2일 전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

다 하였고, 출산 당일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에서 반응이 없어 태

아곤란증으로 응급 제왕 절개술을 시행 받았다.

진찰 소견 : 아기는 체중 2,504 g (25 백분위), 키 46 cm (25 백

분위), 두위 31 cm (10-25 백분위) 였고, 복위는 32 cm 으로 증가

되어 있었다. 활력 징후는 혈압 63/31 mmHg, 맥박 131회/분, 호

흡수 36회/분, 체온 36.0℃ 였다. 아기는 움직임 없이 축 늘어져 있

었고 급성 병색을 보였다. 대천문은 편평하였으며 외관 상의 기형

은 보이지 않았다. 자발 호흡은 없었고 양압 환기 시 흉곽은 대칭

적으로 팽창되었다. 복부는 매우 팽만되어 있었고 장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벽은 푸른색으로 변색되어 단단하게 만져졌다. 항문의 

모양과 위치는 정상이었으며 태변도 소량 배출되었다. 생식기는 

정상 여자 아기 소견이었고 관절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자극

에 대한 반응 없이 처져 있었으나 원시 반사는 정상적으로 보였다.

검사 소견 : 단순 복부 촬영(Fig. 1)에서 공기 음영이 위에서만 

관찰되었고 소장, 대장 내에는 공기 음영이 없었으며, 자유 공기 

음영 또한 보이지 않았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Fig. 2)에서는 장

의 경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한 장 전체의 괴사 

소견을 보였고, 지저분한 양상의 복수가 동반되었으나, 소용돌이 

징후(whirlpool sign) 등 장 회전 이상에 의한 중장 염전의 특징적

인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경과 및 수술 소견 : 출생 열 두 시간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

였다. 소장은 시계 방향으로 중장 염전된 채 전체가 괴사되어 있

Fig. 1. Preoperative infantogram showed a gas only in the 
stomach, without any distal gas shadow. Free air was not seen.

Fig. 2.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were seen 
with extensive bowel necrosis. It is difficult to delineate between 
bowel and complicated ascites, indicating severe ischemic 
bowel change. Vertical location between sperior mesenteric vein 
(arrow above) and superior mesenteric artery (arrow below) 
suggests malrotation of intestine, but it is not the definitie 
finding of midgut volvulus. 

Fig. 3. On laparotomy, midgut volvulus with extensive necrosis 
of small bowel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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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장간막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풀고, 회장 말단 4 cm 가량

을 남긴 채 전체 소장을 잘라낸 후 십이지장-회장 말단 문합술을 

시행하였다(Fig. 3).

수술 후 활력 징후는 안정되었고, 일주일 째부터 설사 양상의 

변을 보기 시작하였다. 이후 장관 영양과 정맥 영양을 병행하면서 

100 kcal/kg/일 가량 공급하였다. 아기는 생후 1개월 경 활력 징후 

안정적인 상태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전동되었

다. 현재 17개월로 입원 치료 지속 중이며, 정맥영양으로 50 kcal/

kg/일 공급하면서 저알레르기 분유 수유 및 쌀미음 이유식 병행

하고 있다. 현재 체중 11.3 kg (10-25 백분위), 키 80 cm (25-50 

백분위), 두위 45.7 cm (25-50 백분위)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경

학적 발달 평가 상, 언어 발달과 운동 발달이 12개월(교정 나이 16

개월) 수준으로 약간 지연되어 있어 재활 치료 중이다.

 

고찰

중장 염전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외과적 응급 질환이며, 그 

발생률은 6,000명의 정상 출생아 중 1명 꼴로 추정된다1-3). 중장 

염전의 절반은 생후 1개월 이전의 신생아기에 발생하고, 나머지

의 절반 또한 1세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 중 자

궁 내 태아의 중장 염전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영

어로 보고된 증례는 20여 례에 불과하다4-6, 8,11-15). 자궁 내 중장 염

전의 상당수가 자궁 내 사망하거나 유산되며, 현재까지 보고된 24

례의 환자 중 7례가 자궁 내 사망, 3례가 출생 후 집중 치료 중 사

망하였다5,11,15,16). 자궁 내 중장 염전은 대부분 태아 수종, 태아 곤

란증, 조산아, 자궁내 성장 지연 등과 관련되었다4-6,8). 

국내에서는 3례의 자궁 내 중장 염전 증례가 보고 되었다6,9,17). 

이 중 2례에서 환자들이 생존하였고6,9), 1례에서는 장 수술 후 호

흡기 합병증으로 생후 70일경 사망하였다17). 생존한 2례 중 1례에

서는 임신 32주에 산전 초음파 상 장 회전 이상에 의한 중장 염전

을 진단한 경우였다9). 나머지 1례는 임신 주수 30주부터 장 팽만 

소견을 보였고, 회전이상을 동반하지 않은 태변장폐색증에 의한 

중장 염전이었다6). 본 증례에서는 산전 초음파 상 양수 과다증이

나 장 팽만 등의 소견이 없었고, 태아 곤란증의 비특이적인 소견

으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로 자궁 내 중장 염전을 의심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출생 당일의 진단적 개복술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생존하였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장 염전의 주 증상은 담즙성 구토, 복통, 복부

팽만 등의 장폐쇄 소견이다1-3). 하지만 자궁 내 중장 염전의 경

우에는 초음파 상 양수 과다증, 장 팽창, 복부 종괴, 복막의 석회

화 등 태아 장 폐색 혹은 천공 소견을 보이거나, 태동 감소, 태아

심음자궁수축검사 및 생체물리학계수에서의 태아 곤란증을 보

이는 등의 비특이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단

하기 매우 어렵다. 태아 초음파 상 장간막 혈관의 소용돌이 징후

(whirlpool sign)는 장 회전 이상으로 야기된 중장 염전의 특징적

인 모습으로, 자궁 내 중장 염전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알려져 있

다4,7-10). 그러나 산전에 소용돌이 징후를 발견하여 진단한 예는 매

우 드물다. 본 증례에서도 산전 진찰 상 중장 염전의 특이적인 소

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출생 후의 임상적 소견과 영상의학적 검

사로도 중장 염전을 확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출생 직후의 응급 

수술을 통해 장 회전 이상을 동반한 중장 염전을 확인하였던 바, 

중장 염전의 과정이 자궁 내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

다. 산전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 제왕 절개술의 시

기와 출생 후 진단적 응급 개복술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중장 염전은 그 치료가 늦어질 경우 

장의 허혈성 괴사가 진행하여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극히 높

아지게 되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1-4,11). 

수술 후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로는 수술 전 쇼크 유무, 술 후 장

폐색 부위, 남은 장의 위치와 길이, 환자의 재태 주수와 체중, 동반 

기형 여부 등이 알려져 있다4-6,8,18,19). 본 증례의 아기는 미숙아로 

동반 기형은 없었고, 출생 직후 쇼크 상태였으며 장 괴사가 광범

위하게 진행한 상태여서 수술 후 단장 증후군의 합병증이 남게 되

었다. 소장은 거의 남지 않았으나 장관 영양 및 정맥영양을 통해 

정상 수준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자궁 내 중장 염전은 전세계적으로 희귀하며, 생존율이 매우 낮

은 치명적인 신생아 질환이다. 저자들은 미숙아에서 발생한 자궁 

내 중장염전을 출생 후 조기 수술을 통해 진단, 치료하여 현재까

지 생존 가능하게 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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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이상을 동반한 자궁 내 중장 염전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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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현*·성세인*·유혜수*·안소윤*·유소영†·장윤실*·서정민‡·박원순*

자궁 내 태아의 중장 염전은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출생 직후 응급 수술을 요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자

궁 내 중장 염전은 산전에 비특이적인 소견을 보여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저자들은 회전 이상에 의한 자궁 내 중장 염전으로 출생한 미숙아를 출생 직후 응급 개복 수술을 시행하여 생존하였기

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