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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Congenital Megacystis Due to Non-Obstructive Ur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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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nital megacystis with bilateral hydroureteronephrosis is most commonly associated with posterior urethral valves, prune-belly syndrome, vesicoureteral reflux, or nonrefluxing, nonobstructive megaureters. Among the other cause of congenital megacystis, megacystis-microcolon-intestinal hypoperistalsis syndrome(MMIHS), which is characterized by megacystis, microcolon and hypoperistalsis
of the intestines with resultant abdominal distension, is a rare cause of functional obstruction of urinary tracts in childhood. It was first reported by Berdon, et al. in 1976, and only 89 cases have been
reported until the present. There has been no report in Korea. We report a 2 month old female patient who exhibited intestinal malrotation, megacystitis, abdominal distension and hypoperistalsis. She
did not show any evidence of microcolon, but her biopsy result exhibited degenerative changes of
intestinal and cystic smooth muscle, pointing to a syndrome very similar to MMIHS. (Korean J Pediatr 2004;47:95-99)
Key Words : Megacystis, MMIH syndrome, Non obstructive urinary retention

계 말단의 미성숙 및 기능부전, 위장관 평활근의 퇴행성변화, 장

서

3-5)

관 단백질의 불균형 등이 제기되고 있다

론

. 문헌에 보고된 75명

의 MMIHS 환아 중 1세까지 생존한 환아는 10명에 불과할 정
선천성 거대 방광증은 대개 요관 확장과 연관되어 있으며
1)

6)

도로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저자들은 소결장(mi-

1957년 William 등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 그 원인으로는 방

crocolon)의 소견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장관의 회전 이상과 함

광 요관 역류, Prune-belly 증후군, 선천성 대사이상, 저산소성

께 비폐쇄성 소변 저류에 의한 거대 방광 및 수신증, 복부 팽만,

뇌증 등이 있으며 그 외 여러 원인 중 소결장 및 장관의 연동운

장관 연동 운동 저하, 조직 생검상 장관과 방광 평활근의 퇴행

동 저하로 인한 복부팽만을 동반하는 거대방광-소결장-장관 연

변성 소견을 보여 MMIHS와 매우 유사한 임상양상을 보인 거

동 운동 기능저하 증후군(megacystis-microcolon-intestinal

대방광증 1례를 체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hypoperistalsis syndrome, MMIHS)은 소아에서 매우 드물게
2)

증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으로, 1976년 Berdon 등 이 처음 보고한

례

이후 전 세계적으로 89례만 보고되었고, 아직 국내에서 정식 보
고가 없는 상태이며 이 병의 원인 가설로는 위장관계 자율신경
본 증례의 요지는 2002년 제52차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
표되었음.
접수 : 2003년 8월 20일, 승인 : 2003년 10월 9일
책임저자 : 김지홍,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소아과
Tel : 02)3497-3552 Fax : 02)3461-9473
E-mail : kkkjhd@yumc.yonsei.ac.kr

환 아 : 한 ○○, 생후 2개월, 여아
주 소 : 내원 1일 전부터의 복부 팽만, 수유 곤란, 발열
가족력 및 과거력 : 특이소견 없음.
현병력 : 환아는 재태기간 40주, 출생체중 4 kg으로 제왕 절
개 분만되어 태변 흡인 증후군으로 치료받던 중 수유 곤란과 근
긴장 저하, 복부 팽만이 지속되어 생후 11일경 본원 신생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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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로 옮겨 30일간 패혈증 치료받고 증상이 일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퇴원 2일째 복부팽만과 수유곤란, 발열을 보여 다
시 입원하였다.
진찰 소견 : 내원 당시 체중은 5.0 kg이었고 급성 병색을 띄
고 있었고 얼굴과 결막은 창백하지는 않았고 경부 림프선은 촉
지되지 않았으며 청진상 호흡음은 거칠었으며 수포음이 청진되
었다. 심음은 규칙적이었고 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 진찰상
복부는 팽만되었으나 종괴는 없었고 장음은 감소되어 있었다.
검사실 소견 : 내원 당시 시행한 말초 혈액 검사 소견은 백혈
3

구수 6,140/mm (호중구 60%, 림프구 35%, 단핵구 1%)이었고
3

혈색소 10.5 g/dL, 적혈구 용적치 32%, 혈소판 199,000/mm 이
었다. 혈청 전해질 Na/K/Cl 134/4.7/107 mEq/dL, 혈당 115
mg/dL였고, 혈중 요소 질소/크레아티닌은 12.2/0.4 mg/dL였다.
소변 검사상 고배율에서 백혈구 수가 10-20개 보였고, 소변 균
배양 검사상 E. coli 2,000 CFU/mL 보였으며 혈액 균배양 검
사상 Klebsiella pneumoniae가 검출되었다.
그 외 염색체 검사는 46, XX 정상소견 보였고, 혈청 아미노
산 검사와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이었다. 단순 복부촬
영소견(Fig. 1)으로는 장내 가스 팽만과 팽만된 방광에 의한 골
반강과 하복부의 음영증가소견이 보였고 복부 초음파검사(Fig.
2)상 소변 저류로 인한 방광의 과도한 팽만, 양측 수신증, 요관
확장을 보였으며, 배뇨 중 방광 요관 조영술 및 이뇨성 신 조영
술(diuretic renogram)상 요로의 기계적 폐색이 없는 기능적 확
장이 확인되었다(Fig. 3, 4). 상부 위장관 조영술(Fig. 5)로는 중

Fig. 2. Ultrasonography of abdomen showed distended megacystis, distended utreter, and both hydronephrosis due to non
obstructive urinary retention.

Fig. 1. Abdomenal X-ray showed bowel gas distension and
increased opacity in pelvic cavity and low abdomen due to
distended megacystis.

Fig. 3. Voiding cystoureterography
demonstrable vesicoureteral re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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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etic renogram study was compatible with functional dilatation of calyceopelvic system of both kidneys without evidence of organic obstruction of ureteropelvic junction.

Fig. 6. Barium study did not show microcolon.

Fig. 5. Upper gastrointestinal study showed intestinal malrotation and delay of barium pass.

장의 회전이상과 통과 시간 지연을 보였으며, 바륨 대장 조영술
(Fig. 6)에서 소결장은 보이지 않았다. 조직 생검상 광학 현미경
소견(Fig. 7)에서 방광벽 평활근의 퇴행변성과 국소적인 간질성
섬유화, 직장의 전자 현미경 소견(Fig. 8)에서 장 평활근의 공포
성 퇴행 변성을 보여 MMIHS와 유사한 조직소견을 나타내었다.
치료 및 경과 : 환아 입원 당시부터 일반병실에서 치료받았으

Fig. 7. Degenerative change and focal fibrosis were seen in
smooth muscle layer of megacystis(LM, ×400).

나 입원4일째 패혈증성 쇽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 후 입
원 12일째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지속적인 복부 팽만 때문에 시

란과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요로 확

행한 초음파 검사상 거대방광이 의심되어 지속적인 도뇨관 삽입

장도 호전되었다. MMIHS 의심하에 시행한 바륨 대장 조영술에

으로 감압 치료를 시작하여 과량의 소변이 배출된 이후 수유 곤

서 장 회전이상이 보여 교정을 위한 Ladd 수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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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hy), Taguchi 가 주장한 장관 단백질의 불균형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편 MMIHS의 임상 증상으로는 대개 복부팽만, 담즙 착색
구토, 감소되거나 소실된 장음 등을 특징으로 하며 본 환아에서
는 복부팽만, 거대방광, 장관 연동 운동저하, 장 회전 이상, 장관
내 신경절 세포의 존재 등이 보였다. 그 외에 동반되는 기형으
8)

로는 구개열과 사지의 기형이 보일 수 있고 , 또 다른 경우는
9)

구개열, 잠복고환, 심근증, 실명, 부분 난청 등이 보고되었다 .
문헌에 의하면 이제 까지는 75명의 MMIHS가 보고되고 있고
2)

그들 중 61명이 여아, 14명은 남아로 남녀 비는 4 : 1이었다 . 가
장 흔한 소견은 확장된 방광(88%)이었고, 거기에 수신증을 동반
한 경우는 17례(53%)였다. 산전 초음파상 MMIHS에 있어서의
가장 초기 소견은 확장된 방광으로 재태 연령 16주로부터 인식
가능하였다. 산모의 고연령이 MMIHS와 관련되지는 않으며 임
신 첫 주에 약물(clomiphen, scopolamine)에 노출된 경우에서 2
4)

례 보고된 바 있다 . 방사선학적 검사가 MMIHS의 진단에 도움
이 되며 단순 복부 방사선 소견상 소장이 확장되거나 위에 기포
가 보이고 복강내 공기가 없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방광 조영술
로는, 거의 모든 환아에서 팽창된 방광을 볼 수 있고, 방광 요도
Fig. 8. Degenerative change with multiple vacuoles were seen
in smooth muscle layer of rectum(EM, ×3,000).

10)

역류와 잔류 요막관 등을 볼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초음파와
배설성 요로 촬영술상 단측 혹은 양측 수신증을 볼 수 있으며

그 후 환아는 입원 40일째 퇴원하여 현재 외래에서 간헐적인 청

위, 소장, 대장의 연동운동 저하를 보이기도 하고 외과적 수술

결 자가 도뇨법으로 방광의 감압치료를 시행하면서 추적 관찰

혹은 부검소견으로 제일 많이 발견되는 두 가지는 거대 방광과

중이며, 수유량은 양호하고 정상적인 체중증가를 보이고 있다.

소결장이고 드물게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과 팽창
된 근위 소장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 외 장관 회전 이상과 소장

고

의 분절협착, 십이지장 격막, 멕켈 게실 등을 동반한 례가 있다

찰

10)

고 한다 . 그밖에 보고된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9례의 경우에서
신생아의 거대방광증은 요관 확장과 연관되어 늘어난 방광 용

광학 현미경상 방광 배뇨근 중 종근(longitudinal muscle)의 위
3, 6, 11-13)

적을 주 증상으로 하며 복부팽만을 동반할 경우 감별 진단해야

축 소견이 보였고

할 것으로는 남아에서는 후부 요도 판막증(posterior urethral

장과 방광의 평활근층의 중심부에서 공포성 변성이 보였다

valve), 요도 협착(urethral stenosis), 그리고 Prune-belly 증후

그리고 4례에서는 결체조직의 증식소견이 보였다 . 최근

군 등이 있으며 여아에서는 질 수종(hydrocolpos), 난소 낭종

MMIHS에 있어서의 장관 연동운동 저하는 내장 근육병증(vis-

6)

전자 현미경상에서는 5례의 경우에서
3, 6, 12)

.

14)

3)

15)

(ovarian cyst) 등이 있다 . 또한 일반적으로 거대 방광증은 일

ceral myopathy)에 기인한 것이며 , 장 펩타이드의 불균형 으

시적인 요로 폐쇄, 선천성 대사 이상,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해

로 인한 것으로도 생각되고 있다.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MMIHS 또는 Ehlers-Danlos 증후군

본 증례에서는 소변 저류로 인한 방광의 과도한 팽만, 양측

과 관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MMIHS은 신생아에서 거대 방

수신증, 기계적 폐색이 없는 요로의 기능적 확장 소견과 중장의

광증과 함께 선천성이며 치명적인 장관 폐쇄를 동반하는 드문

회전이상과 통과 시간 지연을 보였으며, 소결장 소견은 보이지

2)

질환이다. 이 증후군은 1976년 Berdon 등 이 처음으로 기술한

않았으나 조직 생검상 맹장 근 고유층과 방광벽 평활근의 퇴행

바에 의하면 비폐쇄성의 확장된 방광, 소결장, 감소된 장관 운동

변성과 국소적 간질성 섬유화, 직장 평활근의 공포성 퇴행 변성

저하에 의한 복부 팽만을 특징으로 하고 불완전한 장관 회전 및

등을 보여 위에 기술된 MMIHS의 여러 소견과 많은 부분에서

3)

감소된 소장과 연관되어 있다. Puri 등 은 1983년에 MMIHS

일치하였다.

환자에서 장과 방광 평활근 세포의 공포성 퇴행 변화가 있는 것

MMIHS에 동반된 거대방광증의 치료로는 장관 운동 촉진제

을 주장하였고 이 평활근 세포들의 퇴행성 변화가 이 병의 원인

(prokinetic drugs)와 위장관 호르몬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효과

5)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Gillis와 Grantmyre 가 주장한

는 아직은 미지수이고 외과적으로는 동반된 장관 회전이상 등을

위 장관 자율신경계 말단의 미성숙 및 기능부전, All Rayess와

교정해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장기적인 예후는 매우 좋지

7)

Ambler 가 1992년 발표한 신경 축삭 이형성(axonal dystro-

않아 현재까지 보고된 환아의 86%가 사망하였으며 그중 7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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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에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대부분 수술 후 합병증과
16)

패혈증, 간부전증 등이었다고 한다 .
본 증례에서는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Ladd 인대를 제거하여
장 회전이상을 교정하였고 청결 자가 도뇨법으로 소변 저류를
해소하여 방광의 압력을 낮추어 주면서 추적 관찰 중에 있다.
신생아에서 본 증례처럼 원인 모를 복부 팽만과 소변의 저류
현상이 보인다면 선천성 거대 방광증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검사
를 진행하여야 하고 장관 이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드물지만
MMIHS에 동반된 거대 방광증을 염두에 둔다면 진단 및 치료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저자들은 수유 곤란과 복부 팽만 등의 임상 소견을 보이면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소변 저류로 인한 방광의 과도한 팽만,
양측 수신증, 요관 확장 소견을 보이고, 상부 위장관 조영술에서
중장의 회전 이상과 장관 연동 운동 저하, 직장 및 방광 평활근
의 조직 생검상 국소적 간질성 섬유화와 공포성 퇴행 변성을 보
이는 소견 등 MMIHS 증후군과 매우 유사한 소견을 보이는 증
례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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