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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선천기형의 산전진단과 태아 치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원  혜  성

  태아의 선천성기형은 주산기 사망원인의 20-25%와, 주

산기 유 병률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에 진단되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가 있고, 이로 인해 주산기 사망률에도 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전에 진단 가능한 것들은 일찍 

파악한 다음 태아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태아치료를, 출생 

(직)후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그에 맞춰 시기 적절하게 치

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산

전진단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산전 진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몇 상기법들이 있는데 이 중 초음파는 태아

진단 상법에 있어 가장 용이하고 비교적 정확한 방법이

라 하겠다. 

  산전초음파에서 부기형의 진단은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으나 주기형의 경우 높은 진단률을 보이고 있다. 임신 

중기에 저위험산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산전초음파에서 선

천성기형의 진단률을 본 연구들에서는 17-35%의 낮은 민

감도를 보인 반면 고위험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는 90% 이상의 높은 민감도를 보 다(Sara, HG, 등. 1994). 

  태아의 비정상 소견을 산전에 진단함으로써 산전상담의 

기회뿐 아니라 여러 의료팀의 협진이 가능하다. 또한 초음

파를 통해 선천성 기형의 자연적인 경과를 관찰함으로써 

그 질환 또는 기형의 병태생리학적 이해가 높아졌다. 이로

써 몇몇 선천성 기형에 한해서는 태아기의 시술이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태아 치료의 개념도 부각되었다. 물

론 그 적응증은 제한적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야 한다(Evans, MI, 등. 1994). 

  첫째, 태아 기형의 병인이 자궁 내 치료의 조건에 맞는 

범위여야 한다. 둘째, 정확한 진단과 그 기형의 진행 정도

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동반기형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선천성 기형의 자연경과 및 예후에 관한 이해

가 이미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그 선천성 기형에 

있어서 생후 치료는 이미 비가역적 손상을 받은 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태아기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다

섯째, 태아 시술 과정이 이미 동물 실험에서 그 효과가 증

명된 경우라야 한다. 여섯째, 엄격한 계획안을 갖춘 태아 

치료 센터에서 행해야 한다. 일곱째, 모든 시술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임신부 및 그의 남편에게 제공한 후 승낙서

를 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태아 치료의 발달에는 자궁 수축 억

제, 태아수술시 모체 및 태아의 감시 장치, 수술 기법, 환

자 선택의 조건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수술 기법과 장비의 발달로 점차 극복되면서 태

아치료의 역은 발전하고 있다. 

수많은 태아기형 중 산전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질

환을 중심으로 태아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내과적 태아 치료 

  약물을 이용한 태아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선천성 갑상

선 기능 저하증, 선천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 선천성 부신 

비대증, 그리고 태아 부정맥 등이 있다. 태아의 갑상선 기

능 이상은 제대천자를 통해 확진할 수 있는데 드물게 초

음파 소견에서 비대된 갑상선을 관찰하기도 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양수내 thyroxine을 주입하여 교정할 

수 있으며(이등, 2009),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모

체에 prophylthiouracil을 투약하여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갑상선 기능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Wenstrom, 

KD, 등. 1990). 

  선천성 부신 비대증은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질

환으로 여아에서 초음파 검사에서 남성화된 성기를 관찰

함으로써 의심할 수 있다. 모체에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

여함으로써 이러한 부신 기능 항진을 억제할 수 있다

(David, M, 등. 1984). 

  태아 부정맥은 태아 심초음파에서 M-mode를 이용하여 진

단할 수 있으며 대개는 자연적으로 소실되어 큰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드물게 지속적인 빈맥이 태아수종을 일으

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빈맥

이 상실성 빈맥과 심방조동이다. 상실성 빈맥은 가장 흔한 

유형의 태아 빈맥으로 심방수축이 1:1로 심실로 전달되면 

심박동수는 대개 200-300회로 규칙적이다. 심방조동은 전기

자극이 심방 주변을 회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400-500회의 규칙적인 심방수축을 만들고 다양한 방실차단

이 존재하여 심실수축은 대개 200-300회에 이른다. 이 두 

질환에서 항부정맥 약물을 모체에 투여하여 태반을 통과하

여 태아 부정맥을 억제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디

곡신(digoxine)이 일차적 약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태아수종이 심한 경우는 이차 약물

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쓸 수 있는 약물에 

플래카나이드(flecanide),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 베라파

(verapamil), 아데노신(adenosine), 아미오다론(amiodarone) 등이 

있다. 태아수종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투여 효과

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onesson, SE, 등. 1998, 

Edwards, A, 등. 1999). 다른 보고에서는 태아에 직접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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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는 방법인 제대천자를 통해서나 태아 둔부에 주사함

으로써 효과를 봤다고 보고한 바 있다(Parilla, BV, 등. 1996, 

Mangione, R, 등. 1999). 국내의 태아 빈맥 치료 보고도 몇몇 

좋은 결과를 보여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산전 상담과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Won 등. 1998, 정 등. 2005). 

2) 태아 수혈 

  (1) 태아 수혈의 적응증 

  가) 동종 면역 

  동종 면역 중에 대표적인 것이 Rhesus(CDE) 혈액형 체계

의 Rho(D)항원이다. D-음성 여성에서 임신 중 또는 임신 

후 D-면역 글로블린의 투여로 D-동종면역에 의한 주산기 

사망수가 많이 감소되어 왔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1960

년부터 1990년까지 태아수종이 65/10,000명에서 10.6/10,000

명으로 감소하 다는 보고가 있었다. 

  태아 빈혈의 치료에서 적혈구 수혈을 위한 다양한 기술

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1986년에 Berkowitz(Berkowitz, RL, 

등. 1986) 등은 초음파하에서 직접 제대 정맥에 수혈하는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

고하 다. 태아-태반의 용량은 많은 양의 혈액을 비교적 빠

르게 주입할 수 있게 하고 직접적인 초음파 가이드는 제대

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태아 감시를 가능케 한다. 

수혈 전에 판크로늄(Pancuronium)과 푸로세미드(furosemide)를 

직접 제대로 투여할 수 있는데, 판크로늄은 태아움직임을 

정지시킴으로써 손상을 최소화하고 미주신경에 의해 중재

된 태아 서맥을 방지할 수 있게 하며, 푸로세미드는 혈관

을 이완시키고 과도한 혈장을 제거하는 것에 도움을 주므

로 특히 태아 수종이 있거나 양수과다증이 동반된 태아 심

부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파르보바이러스 감염 

  어떤 태아들은 파르보바이러스 B19 감염에 감염되는 데 

특히 20주 이전에 감염된 태아들은 심부전과태아수종을 

동반한 매우 심하고 급격한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게 

된다.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태아들도 있다 할지라도 대

부분의 태아들은 심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1990년도에 Peter와 Nicolaides(Peters, MT, 등. 1990)등

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심각한 상태의 태아들은 수혈로

써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 다. 이런 수종성의 태아는 제

대천자술 혹은 대뇌 동맥 도플러 속도측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만약 빈혈이 확진된다면 수혈이 시행될 수 있다. 

1999년에 Dieck (Dieck, D, 등. 1999, 백 등 2010) 등은 진단

의 확진을 위해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함으

로써 파르보바이러스 DNA를 태아혈이나 모체혈에서 발견

할 수 있다고 하 다. 아무리 수혈이 감염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태아회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발생한 태아는 이러한 수

혈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다) 다른 적응증 

  매우 심하긴 하나 태아-모체간 출혈이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혈이 고려될 수 있다.또한 수혈이 fe-

tal hemoglobin Bart disease의 경우에 시행되었다. 1991년에 

Copel (Copel, JA, 등. 1991) 등은 중증의 동종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의 경우에 혈소판 수혈을 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2) 태아 수혈 방법 

  제대 혈관 수혈 전, 약 3 cc의 제대 혈액을 채취하여 태

아 혈액의 헤마토크리트 (Hct), 혈색소치 (Hb), 총 빌리루빈 

치, 혈액형, coombs 검사 등을 검사한다. 대부분의 면역성 

수종에서는 태아 Hct가 30%이하 이므로 제대 혈액 채취 

이후 바로 자궁 내 혈관 수혈을 시작하게 된다. 수혈 혈액

은 D-음성, O형이어야 하고, Hct 85-90%, Anti-CMV 음성으

로 보관일수가 4일 이하인 혈액이어야 한다. 만약 한 번 

이상 수혈을 시행한 경우라면 모체와 태아간의 부적합성

이 없기 때문에 태아의 혈액형과 같은 혈액을 준비해도 

된다. 주입 용량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한다. 

주입용량 (infused vol) =

(최종목표 Hct-처음 태아의 

Hct) Χ 150 Χ EFW(kg)

수혈할 혈액의 (donor blood) Hct

150 : placental correction factor. (Kaufman, GE, 등. 1994)

  1992년도에 Radunovic(Radunovic, N, 등. 1992) 등의 보고에 

따르면 첫 번째 수혈에선 최종 목표 Hct을 25%(혹은 수혈전 

태아의 Hct의 4배 이하)로 해야 한다고 하 다. 이는 과잉 

수액의 공급으로 갑작스런 태아의 자궁 내 사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 수혈의 시기는 48∼72시간 내에 재

차 시행하며, 그 이후 2∼3주 간격을 두고 시행한다. 이때 

목표 Hct는 45-50%로 잡는다. 태아 수혈 후, 태아 안녕 평가

를 위해 비수축검사(NST), 또는 생체물리적계수(Biophysical 

profile)를 매일 시행하여야 한다. 추적 초음파 상 태아 수종

이 개선되었다면, 이후 주당 2회 초음파를 시행하고 2주에 

한 번 태아의 성장을 추적 관찰한다. 최종 제대 혈관 수혈의 

시기는 34∼35주를 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지침이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폐성숙을 확인하고 분만을 시도하게 된다. 

임신 24∼34주(또는 태아의 폐성숙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에 분만해야 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betamethasone 또는 dex-

amethasone)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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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아의 수술적 치료 

  (1) 태아 션트(문합술, shunt) 수술 

  단순 배액의 한 방법인 션트 수술은 태아 체부내의 낭

성부위에서 양수내로 배액을 하는 시술이다. 초음파 가이

드하에 경피적 시술 방법으로 개복 태아수술이나 태아 내

시경보다 덜 침습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그 적응증이 제

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태아 션트의 적응증은 크

게 요로계 폐색, 흉수 및 복수 등이며, 방광-양막강 문합

술, 흉곽-양막강 문합술 및 복강-양막강 문합술 등이 시행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점차 태아 션트 수술 시행이 확대

되어 가고 있으며 션트 도관 또한 과거의 이중 돼지꼬리 

모양에서 바구니 모양의 새로운 도관이 소개되어 보고된 

바 있다(원 등. 2005). 바구니 모양의 도관은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이중 돼지꼬리 모양의 도관에 비해 몇가지 장

점을 가지는데 첫째로 직경이 작고, 둘째로 삽입술기가 보

다 용이하며, 마지막으로 도관의 안전성이 우수하여 도관

이 이동하거나 빠져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다(Ryo, E, 등. 1997). 

그림 2. 바구니 모양의 션트 도관 (Hakko co. Japan)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시행되고 있는 fetal shunting의 적응

증은 다음과 같다.

Pathology Type of shunt

Obstructive uropathy

 Post. Urethral valves

 hydronephrosis

Vesicoamniotic

Pyeloamniotic

Hydrothorax or chylothorax Pleuroamniotic

Ascites Peritoneoamniotic

Pulmonary cyst (CCAM type 1) Cystoamniotic

Cerebral ventriculomegaly Ventriculoamniotic

  가) 요로계 션트(문합술) 

  염색체 이상, 콩팥무발생, 또는 콩팥이형성증 같은 태아

의 콩팥질환들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양수과소증이 동반되

어 태아의 정상적인 폐발달을 방해하므로 예후가 나쁘다. 

한편 후부요도판막 증후군이나 요도폐쇄증, 요관신우이음

부 폐쇄 같은 요로계의 폐쇄성 질환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전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콩팥내압

의 상승으로 인해 콩팥손상을 야기시키고 양수과소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폐발달을 방해하게 되지만(Adzick, NS, 등. 

1994) 자궁내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예후를 가져 올 수 있

다. 자궁내 치료로 도관을 통해 태아 방광내의 소변을 양

막강으로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양수양을 정상적으로 유지

시키는 동시에 태아 콩팥내압을 감소시켜 비가역적인 신장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는 경

우 이러한 자궁 내 방광-양막강 문합술 후 태아의 생존율

은 약 7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Holzgreve, W, 등. 1993). 

그러나 태아가 생존하는 경우라도 요로계 폐쇄 당시에 이

미 콩팥의 손상이 발생하여 콩팥이형성증이 존재할 가능성

도 있다(Johnson, MP, 등. 1995). 따라서 자궁 내 태아 문합

술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술에 적합

한 태아를 선별하는 것이다. 시술 전에 연속적으로 태아방

광에서 채취한 소변의 생화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한 신장기능을 평가함으로써 콩팥 기능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시술 후의 태아의 예후를 예

측할 수 있다(Johnson, MP, 등. 1999). 예후의 평가에 있어 

시술의 시기, 초음파적 소견, 적응증 및 출생후 진단에 대

한 획일화된 기준이 있는 보고들은 없으나, shunting이 자

궁내 또는 신생아 사망은 막을 수 있으나 만성질환을 가지

고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IFMSS(International Fetal Medicine and Surgery Society)에 

보고된 자료에서 보면 169예의 vesicoamniotic shunting을 받

은 환아 중47%에서 신생아 생존을 보 으며, 생존아의 

40%에서 end-stage renal disease로 진행하 다는 보고가 있

다. 시술에 따른 사망은 4%로 보고된 바 있다.

그림 3. 태아 방광-양막강 문합술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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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etal urinary biochemistry data associated with a good 

prognosis

Chemical Measurement

Sodium <mmol/l

Chloride < 90 mmol/l

Osmolarity < 200 mOsm

β2-Microglobulin < 4 mg/l

Glick 등(Glick, PL, 등. 1985), Mandelbrot 등(Mandelbrot, L, 

등. 1991)

  나) 흉곽 및 복강 션트(문합술) 

  흉수가 태아 흉곽 내에 축적되는 경우 발달과정에 있는 

폐를 압박함으로써 폐형성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태아 흉

수의 원인으로는 유미흉, 감염, 그리고 폐분리증, 선천성 

폐 낭성 유선종 기형, 비특이성 낭종 같은 흉곽내 종괴들

이 있으며 갑상선종이나 기관폐쇄 또한 폐액의 배출을 방

해함으로써 태아 흉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Hagay, Z, 등. 

1993). 이러한 경우 양수과다증이나 태아수종을 유발하여 

조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산전 치료의 일환으로 자궁 내 흉-양막강 

문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1987년 Nicolaides 

(Nicolaides, K, 등. 1994) 등이 이중 돼지꼬리 모양 도관을 

사용하여 선천성 폐 낭성 유선종 기형 내의 액체를 양막

강 내로 만성적으로 배액시키는 데 성공한 예를 보고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다. 태변

성 복막염의 태아에서 극심한 복수는 태아 수종 및 양수

과다증을 유발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션트수술로 복

수를 양막강내로 배출시켜 자궁내에서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자궁 내 문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흔한 합

병증으로는 도관의 위치 변화와 그로 인한 도관 기능이상 

및 태아의 해부학적 손상 또는 도관폐쇄로 인한 흉수의 

급격한 재축적을 들 수 있다(Bernaschek, G, 등. 1994). 국내

보고로는 1993년 김(김 등. 1993) 등이 돼지꼬리 모양의 도

관을 이용한 자궁 내 흉-양막강 문합술을 시행하여 태아의 

가슴막삼출을 치료한 예와 2000년 정(정 등. 2000) 등이 바

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 내 흉-양막강 문합술을 

시행하여 태아의 폐 낭성 유선종 기형을 치료한 예를 발

표한 바 있다. 자궁 내 문합술의 또 다른 합병증으로 임신 

중 시행하는 다른 시술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조기 진

통이나 조기 양막 파수의 위험성을 들 수 있는데 예방적

인 항생제와 자궁 수축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와 같

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합병증의 빈

도를 줄이고 성공적인 문합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

술자의 숙련도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태아수종이 있는 경우 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는 시술 당시에 태아

가 이미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태아수종 자체

가 더욱 심각한 이상소견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일 것으

로 생각된다(Weiner, C, 등. 1986, Adzick, NS, 등. 1993). 

  다) 뇌실 션트(문합술)

  과거 obstructive hydrocephalus에shunt를 시행하 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아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시술에 따른 

사망률이 10%에 달하며, 시술 후 neurologic handicap이 53%

까지 보고되고 있다. 

  (2) 태아경을 통한 레이저 소작술 및 초음파 유도하 

고주파 소작술 (Radiofrequency ablation, RFA)

  쌍태 간 수혈 증후군은 현재 발달하고 있는 태아 치료

의 대표적인 적응증의 하나로 태반의 혈관 연결에 의한 

것이다. 특히 태반 표면과 심층부에 동정맥 연결을 동반할 

때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방향으로 혈액을 제공하는 쌍태

(제공쌍태, donor)에서 혈액을 받는 쌍태(수혈 쌍태, recipi-

ent)로 계속적인 혈액공급이 되는 경우, 제공 쌍태는 태아 

발육부전 또는 고착 쌍태, 혈량 저하증, 빈혈 상태로 되고 

양수 과소증을 동반한다. 수혈 쌍태는 거대아, 혈량 과다

증, 적혈구 과다 상태이면서 양수 과다증을 보인다. 쌍태 

간 수혈 증후군은 단일 융모막 임신의 약 15%-20정도에서 

나타난다. 쌍태 간 수혈 증후군의 진단은 쌍태 간 체중이 

20%이상 차이가 날 때, 혈색소 수치가 5g/dl 이상 차이를 

보일 때, 제대 동맥 수축이완비율의 차이가 0.4 이상, 태반

을 경유한 혈관 단락(transplacental shunt)을 초음파로 진단

하 을 때, 쌍태 중 수혈 제공 태아 측의 양수 과소증과 

수혈 태아 측의 양수 과다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로 진

단할 수 있다(Crombleholme, TM 2003). 

  최근 들어 초음파 소견에 따라 쌍태 간 수혈 증후군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그 예후를 예측하고 있다. 단계를 나

누는 분류는 예후의 예측 뿐 아니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

는데도 중요하다. 1단계는 양수 과소 및 과다증이 있으면

서 수혈 제공 쌍태의 방광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경우, 2단

계는 수혈 제공 쌍태의 방광이 더 이상 차는 것을 보지 못

할 경우, 3단계는 도플러 검사의 결과가 제공 쌍태의 제대 

동맥의 이완기말 혈류가 없거나 역류인 비정상 소견을 보

인 경우, 4단계는 태아 수종의 소견을 보인 경우, 5단계는 

일측 또는 양측의 태아가 사망한 경우로 정의 하 다

(Quintero, RA, 등. 1999). 

  대표적 태아치료의 방법으로 연속적 양수 감소술(serial 

amnioreduction), 쌍태간 양막 절개술 (inter-twin septostomy), 

레이저를 이용한 태반 연결 혈관 박리 (laser ablation of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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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al vessel), 제대 폐색 (umbilical cord occlusion) 등이 있다

(Quintero, RA, 등. 2003). 

  가) 레이저 소작을 통한 태반 연결 혈관 박리 (Laser 

ablation of placental vessel) 

  태아경(fetoscopy)을 이용하여 쌍태 간 수혈 증후군의 원

인이 되는 동정맥 문합(artery to vein anastomosis)을 하고 있

는 태반의 전달 혈관을 찾아내고 이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소작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쌍태간의 비정상적인 혈액 

이동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레이저 치료에서는 동

정맥간 연결 혈관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연결되지 않은 혈관을 레이저로 소작시키면 태반의 일부

가 기능을 잃어 자궁 내 태아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리하여 선택적 레이저 소작(selective photocoagulation of com-

municating vessel)를 시도하여야 한다. 동맥-동맥 연결이나 

정맥-정맥 연결은 각각의 혈관의 말단의 구조가 없기 때문

에 식별이 가능하다(Quintero 2003). 이 시술에 사용하는 태

아경은 기존의 복강경이나 자궁경과는 다른 것으로 

20-30cm의 길이와 1.0-2.3mm 정도의 굵기를 가진 장비가 

현재 쓰이고 있다. 곡선으로 고안된 태아경을 사용함으로

써 자궁 앞쪽으로 위치한 태반인 경우에도 시술을 시도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레이저는 neodymium:yttrium- 

aluminium-garnet(Nd:YAG) 레이저이다(De Lia, JE, 등. 1995, 

Ville, Y, 등. 1998, Hecher, K, 등. 1999, Quintero, RA, 등. 

2000, Thilaganathan, B, 등. 2000). 대체적으로 연속적 양수 

감소술에 비해 더 좋은 성적을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며, 특히 생후 장기간 추적조사를 하 을 때, 신경계 손상

이 더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Hecher, K, 등. 1999, Frusca, T, 

등. 2003).

  나) 제대 폐색 (Umbilical cord occlusion) 

  전기 소작(eletric coagulation)이나 제대 결찰 (umbilical cord 

ligation)을 이용하여 일측 태아의 제대의 동정맥 모두를 폐

색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쌍태간의 수혈의 

경로를 제대 (umbilical cord) 단계에서 차단하여 생존 태아

의 혈액이 사망 태아 측으로 혈액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

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측 태아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미

리 이 방법으로 치료함으로써 생존 태아의 합병증을 배제 

시킬 수 있다 (Wee, LY, 등. 2002). 대개 Quintero의 쌍태 간 

수혈 증후군 분류 단계 III/IV에서 시도한다. 방법은 태아

경을 이용하거나 초음파 유도 하에 양극 전기 소작 (bipolar 

electronic coagulation) 이나 결찰 (ligation)을 한다. 알코올과 

같은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알코올에 의한 혈류 

차단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과 정상 공급 태아의 순환

계로 알코올이 유입되어 정상 공급 태아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공률이 양극 전기 

소작이나 결찰에 미치지 못한다. 항상 일측 태아를 사망시

킨다는 점이 한계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태아 생존율은 양수 감소술이나 레이저 치료과 비슷하다 

(Fisk 등, 2000). 

  초음파 유도 하 고주파 소작술은 고주파 발생기가 비싸

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현재 산부인과 

역에서 자궁근종 용해술에 사용되고 있어서 보급이 되

고 있고 태아내에서 바늘이 펼쳐져 원하는 부위만큼 소작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늘을 알코올 주입할 때만큼 태아 

복부내 제대동맥을 찾아 정확히 위치시키지 않아도 된다

는 장점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알코올 주입술이 가지는 

두 가지 단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 초음파 유도하 태아내 소작술은 태아경을 

이용한 방법들에 비해 덜 침습적이고 태아내 알코올 소작

술보다 안전하며 효과적이라 하겠다.

5) 개방형 태아 수술 (Open Surgery) 

  최근에는 개방형 태아 수술의 시행이 널리 시행되지 않

고 있는데 이는 양막 파열과 조기 진통 및 조기 분만 등의 

심각한 합병증 때문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방형 태아 수술에 대한 보고가 없다.개방형 태아수술의 

적응증으로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 거대 폐낭성 유선종 

및 신경관 결손증(척추 이분증 및 수막척수류)이 대표적이

다. 

  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

  발생 빈도는 3700명당 한 명 꼴로 보고되고 있다

(Wenstrom, KD, 등. 1991). 이중 반 수 이상은 유전성 증후

군이나 심각한 동반 기형으로 치명적이다. 단독 선천성 횡

격막 탈장증의 경우에는 적절한 출생 후 수술과 특별한 

신생아 집중 치료로 약 70%의 생존율을 보인다(Reickert, 

CA, 등. 1998). 개방형 태아수술의 첫 적응증으로 자궁내 

태아 수술이 시도 되긴 했어도 아직까지 그 수술적 기술

이 완벽하진 않다(Harrison, MR, 등. 2003). 중요한 것은 개

방형 수술이 모체와 태아의 예후에 미흡한 점으로 남아 

있으며 반면, 신생아 집중 치료의 발달로 출생 후 치료 예

후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Harrison, MR, 등. 2003, 

Wenstrom, KD 2003).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 중요한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첫째, 여러 산전 진단 검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출생 후 적절한 신생아 치료로 생존할 수 없는 

태아의 감별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 둘째, 몇 가지 다른 

자궁내 태아 수술 방법들 중 일관되게 신생아 예후를 향

상 시키는 연구들이 없다는 점, 셋째, 개방형 태아 수술을 

시행받은 모든 태아들이 조기 분만이(많은 수에서 30주 이

전에) 이루어져서 수술 자체의 위험성과 더불어 미숙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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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율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선천성 횡격막 탈

장증의 태아 수술은 실험적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나) 천미골 기형종 

이 선천성 종양은 혈관 분포가 많고 동정맥 문합이 다수 

발생하여 출혈이나 혈액 이탈 증후군(vascular steal syn-

drome)을 야기하여 태아 수종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 주

산기 예후는 태아의 빈혈, 심부전 및 태아 수종과 동반할 

때 치사율이 높아진다(Altman, RP, 등. 1974). 보통 조기에 

발견될 수록 심각하다. 30주 이전에 발견 되었을 때 생존

율이 10% 미만이고 그 이 후에 발견된 경우는 75%에서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다(Malone, PS, 등. 1990). 따라서 조기

에 발견된 경우 그 심각도를 생각하여 산전에 종양을 제

거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많은 수에서 성공적이지 못했

다(Langer, JC, 등. 1989). 최근에는 고주파 소작술을 이용하

여 기형종의 공급혈관을 소작하여 기형종의 크기를 줄여

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선천성 폐낭성 유선종과 폐분리증 

  이 두 질환이 클 때는 종격동 이동, 흉수, 태아 수종 및 

주산기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데 폐형성 부전과 태아수종 

등이 그 원인이다. 이 두 질환은 자연적으로 크기가 줄어

들기도 하는데 특히 폐분리증에서 그 가능성이 더 높다. 

태아수술의 적응증은 태아 수종이 동반된 경우에 가장 이

상적인데 그 이유로는 첫째, 이 질환들의 자연 경과를 잘 

알지 못하며, 둘째, 태아 수종이 있는 경우는 좋지 않은 

예후를 즉각 진단할 수 있고, 셋째, 이러한 수종이 있는 

태아들은 출생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생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Adzick 등(Adzick, NS, 등. 1994)은 태아수종을 동반

한 선천성 폐낭성 유선종 제 1형(거대 낭종형)을 가진 태

아를 대상으로 단순 추적 관찰한 25명의 태아는 사망하

으나, 태아 개방형 수술로 부분 폐엽 절제술을 시행 받은 

13명은 생존하 다고 보고하 으며, 6명의 태아 션트 수술

을 시행하여 5명의 생존을 보고하 다.

  라) 신경관결손

  신경관결손은 구적으로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

는 선천성 질환이다. 신경학적 후유증으로는 장과 방광의 

기능 소실, 뇌수종과 소뇌 탈장, 하지 기능의 소실 등이 

있다. 이러한 장애는 두 가지 손상에 의한다는 가설이 있

는데 첫째, 척추 자체의 결손과, 둘째, 오랫동안 양수에 손

상된 부위가 노출되어 신경학적 결손이 초래된다는 가설

이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산전에 자궁내에서 척추 결손

을 봉합함으로써 신경학적 결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태아 수술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질환에 대한 

태아수술은 이견이 있다. 즉, 이 질환은 태아 생명에 직결

되는 치명적인 결손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긴 하지만 결

손에 따른 여러 기관의 장애에 대한 결과도 무시할 수 없

다는 점이 이견으로 남아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 1997

년부터 2002년까지 202명의 개방형 척추이분증으로 태아 

수술을 시행받은 태아가 등록 되었다. 이 연구는 무작위 

방법은 아니었으며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인상적

으로 심어주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는 산전 태아수술 시행

이 전향적, 다기관, 무작위 시도로 NIH 임상 연구

(Management of Myelomeningocele Study, MoMS)의 한 부분에

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기본가설은 

태아수술을 해줌으로써 Arnold-Chiari malformation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태아 수술로 하

지의 기능을 향상시킬수는 없었으면 더욱이 조산, 조기파

막, 감염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 다. 

참고문헌 

 1. 권용순, 원혜성, 김소라, 정지윤, 이필량, 이인식, 김 

암. 자궁내 제대 혈관 수혈을 통한 태아 적아구증의 

산전 치료 1예. 대한산부회지 2001;44:2339-43. 

 2. 김행수, 박용원, 조재성, 한동업, 윤달 , 송찬호. 

Pleuroamniotic shunt 로 치유한 태아흉수 1예. 대한산부

회지 1993;36(9):3501-7.

 3. 백수진, 원혜성, 심재윤, 이필량, 김암, 태아빈혈에서 

도플러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및 제대 혈관 수혈 후 

주산기 예후, 대한산부회지 2010;53:303-12.

 4. 이미 , 원혜성 김유진, 엄정민, 문제원, 유래미, 이필

량, 김암, 태아 선천성 갑상샘기능저하증에서 자궁내로 

티록신(thyroxine) 주입한 1예 대한주산회지 2009; 20: 

158-62.

 5. 원혜성, 황종윤, 김선권, 정의, 오지 , 심재윤, 이필량, 

김암.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내 태아지름

술의 임상적 고찰 : 서울아산병원 5년간의 경험. 대한

산부회지 2005;48:2558-69.

 6. 정의, 원혜성, 오지 , 김선권, 심재윤, 이상수, 이필량, 

김암. 태아의 이소성 조기 수축: 산전 진단과 주산기 

예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지 2005;7:17-24.

 7. 정주연, 원혜성, 김소라, 서미덕, 황보천, 김홍권, 이필

량, 이인식, 김암. 선천성 폐낭성 유선종 기형의 자궁

내 치료: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흉-양막강 문합

술 2예. 대한산부회지2000;43:1894-9.

 8. Adzick, NS, Harrison, MR, Flake, AW, Howell, LJ, Golbus, 

MS and Filly, RA. Fetal surgery for cystic adenomatoid mal-

formation of the lung.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1993; 

28(6):806-12.



제62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214  

 9. Adzick, NSand Harrison, MR. Fetal surgical therapy. Lancet 

1994;343(8902):897-902.

10. Altman, RP, Randolph, JG and Lilly, JR. Sacrococcygeal ter-

atoma: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Surgical Section 

Survey-1973.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1974;9(3):389-98.

11. Berkowitz, RL, Chitkara, U, Goldberg, JD, Wilkins, I, 

Chervenak, FA and Lynch, L. Intrauterine intravascular 

transfusions for severe red blood cell isoimmunization: ultra-

sound-guided percutaneous approach. Am J Obstet Gynecol 

1986;155(3):574-81.

12. Bernaschek, G, Deutinger, J, Hansmann, M, Bald, R, 

Holzgreve, W and Bollmann, R. Feto-amniotic shunting--re-

port of the experience of four European centres. Prenatal di-

agnosis 1994;14(9):821-33.

13. Copel, JA, Gollin, YG and Grannum, PA.Alloimmune dis-

orders and pregnancy. Seminars in perinatology 1991;15(3): 

251-6.

14. Crombleholme, TM. The treatment of twin-twin transfusion 

syndrome. Seminars in pediatric surgery 2003;12(3):175-81.

15. David, M and Forest, MG. Prenatal treatment of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resulting from 21-hydroxylase deficiency. 

The Journal of pediatrics 1984;105(5):799-803.

16. De Lia, JE, Kuhlmann, RS, Harstad, TW and Cruikshank, 

DP. Fetoscopic laser ablation of placental vessels in severe 

previable twin-twin transfusion syndrome. Am J Obstet 

Gynecol 1995;172(4 Pt 1):1202-8; discussion 8-11.

17. Dieck, D, Schild, RL, Hansmann, M and Eis-Hubinger, AM. 

Prenatal diagnosis of congenital parvovirus B19 infection: 

value of serological and PCR techniques in maternal and fe-

tal serum. Prenatal diagnosis 1999;19(12):1119-23.

18. Edwards, A, Peek, MJ and Curren, J. Transplacental flecai-

nide therapy for fet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in a twin 

pregnancy.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Obstetrics 

& Gynaecology 1999;39(1):110-2.

19. Evans, MI, Adzick, NS, Johnson, MP, Flake, AW, Quintero, 

R and Harrison, MR. Fetal therapy--1994. Current opinion 

in obstetrics & gynecology 1994;6(1):58-64.

20. Frusca, T, Soregaroli, M, Fichera, A, Taddei, F, Villani, P, 

Accorsi, P and Martelli, P. Pregnancies complicated by 

Twin-Twin transfusion syndrome: outcome and long-term 

neurological follow-up. European journal of obstetrics, gyne-

cology, and reproductive biology 2003;107(2):145-50,

21. Glick, PL, Harrison, MR, Golbus, MS, Adzick, NS, Filly, 

RA, Callen, PW, Mahony, BS, Anderson, RL and 

deLorimier, AA. Management of the fetus with congenital 

hydronephrosis II: Prognostic criteria and selection for 

treatment.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1985;20(4):376-87.

22. Hagay, Z, Reece, A, Roberts, A and Hobbins, JC. Isolated 

fetal pleural effusion: a prenatal management dilemma. 

Obstetrics and gynecology 1993;81(1):147-52.

23. Harrison, MR, Keller, RL, Hawgood, SB, Kitterman, JA, 

Sandberg, PL, Farmer, DL, Lee, H, Filly, RA, Farrell, JA 

and Albanese, CT. A randomized trial of fetal endoscopic 

tracheal occlusion for severe fetal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The New Englandjournal of medicine 2003;349(20): 

1916-24.

24. Hecher, K, Plath, H, Bregenzer, T, Hansmann, M and 

Hackeloer, BJ. Endoscopic laser surgery versus serial amnio-

centeses in the treatment of severe twin-twin transfusion 

syndrome. Am J Obstet Gynecol 1999;180(3 Pt 1):717-24.

25. Holzgreve, W and Evans, MI. Nonvascular needle and shunt 

placements for fetal therapy. The Western journal of medi-

cine 1993;159(3):333-40.

26. Johnson, MP, Corsi, P, Bradfield, W, Hume, RF, Smith, C, 

Flake, AW, Qureshi, F and Evans, MI. Sequential urinalysis 

improves evaluation of fetal renal function in obstructive 

uropathy. Am J Obstet Gynecol 1995;173(1):59-65.

27. Johnson, MP and Freedman, AL. Fetal uropathy. Current 

opinion in obstetrics & gynecology 1999;11(2):185-94.

28. Kaufman, GE and Paidas, MJ. Rhesus sensitization and al-

loimmune thrombocytopenia. Seminars in perinatology 1994; 

18(4):333-49.

29. Langer, JC, Harrison, MR, Schmidt, KG, Silverman, NH, 

Anderson, RL, Goldberg, JD, Filly, RA, Crombleholme, TM, 

Longaker, MT and Golbus, MS. Fetal hydrops and death 

from sacrococcygeal teratoma: rationale for fetal surgery. Am 

J Obstet Gynecol 1989;160(5 Pt 1):1145-50.

30. Malone, PS, Spitz, L, Kiely, EM, Brereton, RJ, Duffy, PG 

and Ransley, PG. The functional sequelae of sacrococcygeal 

teratoma. Journal of pediatric surgery 1990;25(6):679-80.

31. Mandelbrot, L, Dumez, Y, Muller, F and Dommergues, M. 

Prenatal prediction of renal function in fetal obstructive 

uropathies. Journal of perinatal medicine 1991;19 Suppl 1: 

283-7.

32. Mangione, R, Guyon, F, Vergnaud, A, Jimenez, M, Saura, R 

and Horovitz, J. Successful treatment of refractory supra-

ventricular tachycardia by repeat intravascular injection of 

amiodarone in a fetus with hydrops. European journal of ob-

stetrics, gynecology, and reproductive biology 1999;86(1): 

105-7.

33. Nicolaides, K, Brizot Mde, L, Patel, F and Snijders, R. 

Comparison of chorionic villus sampling and amniocentesis 



소
아
외
과

소아외과

 215

for fetal karyotyping at 10-13 weeks' gestation. Lancet 

1994;344(8920):435-9.

34. Parilla, BV, Strasburger, JF and Socol, ML. Fetal supra-

ventricular tachycardia complicated by hydrops fetalis: a role 

for direct fetal intramuscular therapy. American journal of 

perinatology 1996;13(8):483-6.

35. Peters, MT and Nicolaides, KH. Cordocentesis for the diag-

nosis and treatment of human fetal parvovirus infection. 

Obstetrics and gynecology 1990;75(3 Pt 2):501-4.

36. Quintero, RA, Morales, WJ, Allen, MH, Bornick, PW, 

Johnson, PK and Kruger, M. Staging of twin-twin trans-

fusion syndrome. J Perinatol 1999;19(8 Pt 1):550-5.

37. Quintero, RA, Comas, C, Bornick, PW, Allen, MH and 

Kruger, M. Selective versus non-selective laser photo-

coagulation of placental vessels in twin-to-twin transfusion 

syndrome. Ultrasound Obstet Gynecol 2000;16(3):230-6.

38. Quintero, RA, Dickinson, JE, Morales, WJ, Bornick, PW, 

Bermudez, C, Cincotta, R, Chan, FY and Allen, MH. 

Stage-based treatment of twin-twin transfusion syndrome. 

Am J Obstet Gynecol 2003;188(5):1333-40.

39. Radunovic, N, Lockwood, CJ, Alvarez, M, Plecas, D, 

Chitkara, U and Berkowitz, RL. The severely anemic and 

hydropic isoimmune fetus: changes in fetal hematocrit asso-

ciated with intrauterine death. Obstetrics and gynecology 

1992;79(3):390-3.

40. Reickert, CA, Hirschl, RB, Atkinson, JB, Dudell, G, 

Georgeson, K, Glick, P, Greenspan, J, Kays, D, Klein, M, 

Lally, KP, Mahaffey, S, Ryckman, F, Sawin, R, Short, BL, 

Stolar, CJ, Thompson, A and Wilson, JM. Congenital dia-

phragmatic hernia survival and use of extracorporeal life sup-

port at selected level III nurseries with multimodality 

support. Surgery 1998;123(3):305-10.

41. Ryo, E, Okai, T, Namba, S, Okagaki, R, Kikuchi, A, 

Kozuma, S, Yoshikawa, H and Taketani, Y. Successful thor-

acoamniotic shunting using a double-flower catheter in a 

case of fetal cystic adenomatoid malformation associated with 

hydrops and polyhydramnios. Ultrasound Obstet Gynecol 

1997;10(4):293-6.

42. Sara, HG and Mary, EDA. Diagnostic Ultrasound in 

Pregnancy: An overview. Seminars in perinatology 1994;18: 

117-32.

43. Sonesson, SE, Fouron, JC, Wesslen-Eriksson, E, Jaeggi, E 

and Winberg, P. Foet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treated 

with sotalol. Acta Paediatr 1998;87(5):584-7.

44. Thilaganathan, B, Gloeb, DJ, Sairam, S and Tekay, A. 

Sono-endoscopic deline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equator 

prior to selective fetoscopic laser ablation in twin-to-twin 

transfusion syndrome. Ultrasound Obstet Gynecol 2000; 

16(3):226-9.

45. Ville, Y, Hecher, K, Gagnon, A, Sebire, N, Hyett, J and 

Nicolaides, K. Endoscopic laser coagulation in the manage-

ment of severe twin-to-twin transfusion syndrome. British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1998;105(4):446-53.

46. Wee, LY and Fisk, NM. The twin-twin transfusion syndrome. 

Semin Neonatol 2002;7(3):187-202.

47. Weiner, C, Varner, M, Pringle,K, Hein, H, Williamson, R 

and Smith, WL. Antenatal diagnosis and palliative treatment 

of nonimmune hydrops fetalis secondary to pulmonary extra-

lobar sequestration. Obstetrics and gynecology 1986;68(2): 

275-80.

48. Wenstrom, KD, Weiner, CP, Williamson, RA and Grant, 

SS. Prenatal diagnosis of fetal hyperthyroidism using 

funipuncture. Obstetrics and gynecology 1990;76(3 Pt 2): 

513-7.

49. Wenstrom, KD, Weiner, CP and Hanson, JW. A five-year 

statewide experience with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Am J Obstet Gynecol 1991;165(4 Pt 1):838-42.

50. Wenstrom, KD. Fetal surgery for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3;349(20): 

1887-8.

51. Won, HS, Lee, IS, Yoo, HK, Yoo, SJ, Ko, JK, Lee, PR, 

Kim, A and Mok, JE. Two cases of atrial flutter with fetal 

hydrops: successful fetal drug therap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1998;13(6):676-9,

Symposium: Vascular Access

Available Devices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최  윤  미

  17세기 깃털과 동물의 방광을 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IV infusion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19세기 metal needle, 

rubber tubing 시대를 거쳐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vascular 

access devices 들이 사용되고 있다. 소아외과 역에서는 

환자의 혈관이 가늘고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

어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Vascular access devices는 크게 peripheral catheter와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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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ter로 나뉘고, central catheter는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PICC), central non-tunneled catheter, central 

tunneled catheter, implanted port 등으로 구분한다.

  Devices의 재질은 Teflon, polyethylene, polyurethane, sili-

cone 등이 쓰이고, silicone이 가장 flexible 하고 implant 

time 이 길어서 tunneled catheter, port 등에 많이 쓰이고, 

polyethylene은 조직반응이 많은 편이라 acute catheter에 쓰

인다.

  Central access의 적응증은 total parenteral nutrition, che-

motherapy, long-term antibiotics, emergency access, critical 

care monitoring and medication, frequent sampling, bone mar-

row transplantation, hemodialysis 등이 있다.

  Peripheral catheter는 48시간 정도 유지 가능하고, 쉽게 

삽입 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합병증도 적은 장점이 있

으나, 막히거나 빠지기 쉽고, 약제 사용에 제한이 있고, 

extravasation으로 조직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응급상황에서 peripheral catheter access가 어려울 때에는 

intraosseous catheter를 시행하기도 한다.

  PICC는 intermediate-to long term으로 사용 할 수 있고, 

NICU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쉽게bedside에서 시행

할 수 있고, medication에 제한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싼 장점이 있지만, 막히기가 쉽고 다량의 fluid를 빠른 시

간에 infusion 하는데 어렵다. 신생아에서는 umbilical cath-

eter를 사용하기도 한다.

  Central non-tunneled catheter는 2-4 주 정도 사용 가능하

고 가격이 싸고 모든 medication 및 monitoring 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침습적이어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감염, 혈전의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Central tunneled catheter는 Dacroncuff가 있어 감염 방지

에 효과가 있어서 long-term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

만, 수술적 삽입이 필요하고 가격이 비싸다.

  Implanted port는 피부 안쪽으로 삽입해서 겉에서 보이

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활동에 제한이 없고 감염의 위험

도 적어서 가장 오래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

고, 단점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삽입과 제거가 필요하다

는 점이다.

  Vascular access가 필요한 환자의 나이와 상태, 치료 목적

과 기간에 따라 적절한 device를 선택하고, 적절한 위치의 

혈관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Symposium: Vascular Access

Peripheral and Umbilical 

catheter (Including PICC)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최수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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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Vascular Access

Jugular Access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  현  영

Symposium: Vascular Access

Cephalic and Subclavian 

Access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문  석  배

Cephalic vein

  1. Anatomy
(1) Lie within the fat tissue in the deltopectoral groove
(2) Usually small size
(3) Occasionally (about 7%) ab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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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pproach: always by surgical cutdown
(1) Transverse incision below the clavicle, parallel to the 

clavicle, to include the deltopectoral triangle
(2) Dissection to the fascia of the deltoid and pectoralis 

muscle
(3) Identify the deltopectoral groove and cephalic vein. 

Cephalic vein lie within the fat tissue at the 
deltopectoral groove

(4) Proximal and distal control of the vein as usual 
manner

  3. Advantages
(1) No immediate, life-threatening complications such as 

hemothorax or pneumothorax

  4. Disadvantages
(1) Absent in about 7% 
(2) Relatively small size, especially in children, for a 

large-bore catheter
(3) Difficulty in traversing the angle of insertion of the 

cephalic vein into the subclavian vein

Subclavian vein

  1. Anatomy
(1) Begins at the outer border of the first rib as a 

continuation of the axillary vein
(2) Courses behind the medial third of clavicle and joins 

the internal jugular vein at the scalenus anterior 
muscle (=brachiocephalic vein)

(3) Angle of brachiocephalic vein is more acute on the 
right side, younger infants

(4) Left subclavian vein is the preferred initial side of 
approach because of this anatomic difference

  2. Approach: always by percutaneous, landmark-guided or 
ultrasound-guided access

  Landmark-guided access
(1) Patient is positioned in Trendelenburg, with a small 

shoulder roll (to separate the clavicle and the 1st rib 
space for easier access to the subclavian vein)

(2) A saline-filled syringe with attached needle is inserted 
1-2cm below the clavicle at tis midpoint and is then 
directed toward the sterna notch

(3) Brief hesitation of ventilation by an anesthesiologist 

at this time can minimize the risk of potential 
hemo/pneumothorax

(4) After blood returns, the needle position is secured, 
and the guide wire is introduced

  Ultrasound-guided access
(1) Same patient position as landmark-guided access
(2) “Hockey stick probe” is placed at the supraclavicular 

level with its foot on the clavicle and the stick 
directed medially and slightly cranially

(3) Two bony structures should be identified: the most 
superficial and lateral structure is the clavicle, and 
the deeper and more medial structure is the 1st rib

(4) Vascular structures are found passing between these 
two structures; internal jugular vein, subclavian vein, 
carotid artery

(5) Under ultrasound control, subclavian vein is 
cannulated with usual infraclavicular route

  3. Advantages 
(1) Possible as a bedside procedure in emergency 

condition (landmark)
(2) Nice view of the underlying anatomy and its 

variations, possible pathologies such as thrombosis, 
thereby avoiding immediate complications 
(ultrasound)

(3) Shown to be effective in children less than 10kg 
(ultrasound)

  4. Disadvantages 
(1) High immediate complication rate, such as 

hemo-/pneumothorax or cannulation failure 
(landmark)

(2) Learning curve, appropriate equipment 
(high-frequency pediatric probe) for high success rate 
(ultrasound)

Summary

  Compared to the percutaneous subclavian access, cephalic 
vein cutdown technique has been considered a safe initial ap-
proach for placement of venous access devices for its lower 
rate of fatal immediate complications. However, occasional 
absence of the vein and small size (especially in children), has 
also been a problem of cephalic vein access. With the ad-
vancement of ultrasound-guided percutaneous technique,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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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aneous subclavian access is being accepted as a easier and 
safer procedure over the conventional cephalic vein cutdown 
method. 

Symposium: Vascular Access

Saphenofemoral Access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최  승  훈

Symposium: Vascular Access

Central Line Infection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  명  덕

일반연제

X-01

2세 남아의 공장에서 발생한

혈관종에 의한 장출혈 1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우인택, 박진영*

 
(배경 및 목적) 아 및 소아에서 하부 위장관 출혈의 주

된 원인은 멕켈 게실, 위장염, 소아 용종, 염증창자병 등

이 있으며, 드물게 위장관에 발생한 혈관종이 포함된다. 
혈관종은 아 및 소아에서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양성 

혈관 종양이며,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위장관 출혈의 원인으로 아 및 소아의 위장관에 발생

하는 혈관종은 매우 드물며, 주로 소장에 호발하며 소장

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의 7∼10%을 차지한다. 주로 급

성 혹은 만성 위장관 출혈, 복통, 장 폐색, 드물게는 천공

이 동반되며, 장중첩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장관에 발

생한 혈관종은 단발성 혹은 다발성으로 존재하며, 위장

관 내의 점막에서 돌출된 폴립모양을 보이거나, 위장관 

점막하층을 따라서 장막표면까지 침윤성 성장양상을 보

일 수도 있다. (대상 및 방법) 저자들은 흑색변을 주소로 

내원한 2세 남아에서 공장에서 발생한 출혈을 동반한 혈

관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결과) 평소 건강하던 2세 남아가 3일간 지속된 흑

색변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 다. 환아의 과거력 및 가

족력상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피부 및 점막에 다른 혈

관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복부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혈액검사상 혈색소치가 6.1g/dL로 낮아

서 수혈을 시행하 다.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는 

정상소견을 보 으며, 멕켈씨 게실 주사 검사도 정상이

었다. 복부 초음파 검사 상 소장의 일부가 비대칭적으로 

비후되어있었으며, 복부 전산화 단층촬 에서 골반강 내

에 위치한 소장의 벽이 조  증강소견을 보이며 두꺼워

져 있었다. 복강경을 이용한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

으며, 공장의 장막을 따라서 혈액으로 충만 된 10×4cm
의 자줏빛 종괴가 발견되었다. 배꼽에 위치한 10mm port
에 추가적인 절개를 시행하여 종괴를 복강 외로 들어낸 

후, 인접한 정상적인 공장을 포함하여 종괴 절제술 및 

빈창자사이연결술을 시행하 다. 복강 내 다른 위장관과 

장기를 관찰하 으나 다른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현

미경 소견상 종괴는 혈액으로 충만 되어있는 확장된 혈

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내부는 주로 평평한 내피세

포로 놓여져 있었다. 혈관벽의 일부는 바깥막의 섬유화

로 비후되어있었으며, 공장의 모든 층을 침범한 혈관종

으로 진단되었다. 환아는 술 후 8일째 별다른 문제없이 

퇴원하 으며, 현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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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2

Laparoscopically assisted 

anorectal pull-through (LAARP)

로 치료한 중위-고위 항문직장

기형환자들의 perioperative 결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과학교실

정수민, 신현백, 문석배, 이석구, 서정민*

(배경 및 목적) Laparoscopically Assisted Anorectal 
Pull-Through (LAARP)는 2000년, Georgeson이 개발하여 발

표한 중위 이상의 항문직장 기형을 위한 수술법으로 이

후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용이

한 술식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와 

Posterior sagittal anorectoplasty (PSARP)로 치료 받은 환자

들의 후향적 비교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 다. 그러나 아

직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사가 미흡하므로 이에 본

원에서 시행한 LAARP환자들의 perioperative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LAARP를 시행받은 25명의 남자 환

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환자들의 나이, 
항문직장기형 유형,동반 기형 또는 질환,수술 후 재원기

간, 재원 중 합병증 발생 유무, 퇴원 후 합병증 발생 유

무 및 재입원, 재수술 여부를 조사하 으며, 수술소요 시

간에 대해서 조사하 다. (결과) 환자들의 정중 나이는 

2.78개월 (range: 0.5∼6.2개월)이었으며 항문 직장 기형의 

유형으로는 직장-방광 누공 3례, 직장-방광 경부 누공 2
례, 직장-전립선 요도 누공 17례, 직장-구부요도 누공이 3
례로 직장-전립선 요도 누공이 가장 많았다. 환자들의 동

반 질환으로는 방광 요관 역류와 척추 기형이 각각 10례
로 가장 많았고, 배벽 갈림증 (gastroschisis),십이지장 폐쇄

증, 기관식도 누공이 동반되었던 경우도 각각 1례씩 있

었다. 정중 수술 후 재원기간은 8일 (range: 6∼42일)이었

으며 재원 중 합병증은 3명의 환자에서 발생하 고 각각 

요로감염, 무기폐, 장마비로 치료를 받았다. 환자들의 정

중 추적관찰 기간은 27.47개월 ((range: 2.53∼75.70개월)이
었고, 퇴원 후 합병증은 직장 점막 탈출증이 15례 (60%)
로 가장 많았고 이중 13명이 직장점막 절제술을 시행받

았다. 다음으로는 변비 증상으로 7명 (28%)의 환자가 재

입원하여 치료 받았다. 또한 요도 게실이 직장-구부요도 

누공 1례에서 발생하 다. 집도의가 LAARP를 시행할 때 

걸린 정중 수술 시간은 4시간 (range: 2.29∼8.2시간)이었

다. (결론) 중위 이상의 항문직장 기형 환자에서 LAARP
는 비교적 안전하고 용이한 수술법이었다. 그러나 60%의 

환자에서 직장 점막 탈출이 발생한 것은 문제점으로 생

각되며, 항문직장 기형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배변기

능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 추적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X-03

배꼽주위 절개를 통한 신생아 수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과학교실

신현백, 문석배, 이석구, 서정민*

(배경 및 목적) 신생아는 피부가 잘 늘어나서 배꼽주위 

절개를 통하여 여러가지 수술들이 행해지고 있고 특별한 

합병증의 증가없이 미용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생아들에 대한 배

꼽주위 절개를 통한 수술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대
상 및 방법)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에서 배꼽주위절개를 통하여 수술한 신생

아 7명에 대하여 환아의 일반적 특징, 진단명 및 수술명, 
산전진단 여부, 수술시간, 복강경 도움여부, 절개위치와 

추가 절개여부, 식이진행속도, 합병증 및 재수술여부 등

에 관하여 조사하 다. (결과) 총 7명의 환아에서 jejunal 
atresia 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ileal atresia 1명, 
ileal duplication 1명 등이 있었다. Jejunal atresia 2명의 경우

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복강경을 이용하여 병변을 확

인한 뒤 배꼽부위 투관침을 위한 절개를 확장하여 수술

하 다. 평균 제태연령은 37주 (33주∼40주) 고, 출생당

시 평균체중은 2732g (1969g∼3760g), jejunal atresia 1명과 

ileal atresia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아가 산전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 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후 식이진행에 무리

가 없었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었다. 그러나, jejunal atre-
sia 2명에 있어 수술후 유착과 문합부 협착에 의해 식이

진행이 않되어 이전의 배꼽주위 절개를 통해 유착박리술

과 장 절제술 등의 재수술을 시행하 고, 이후 식이진행

에 무리가 없었다. (결론) 배꼽주위 절개를 통한 신생아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용

적으로도 우수하다. 그리고, 복강경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넓은 범위의 수술들이 배꼽주위 절개를 통해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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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4

소아 단일 통로 복강경

충수절제술의 초기 경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김태훈, 조민정, 김대연*, 김성철, 김인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단일 통로에 의한 복강경 수술이 새

로운 복강경 수술 술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아 충수 절

제술에 적용하여 시행한 초기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서울 

아산 병원 소아 외과에서 급성 충수염으로 복강경 충수 

절제술을 시행 받은 67명의 소아 환자 중 단일 통로 복

강경 충수절제술 (single port laparoscopic appendectomy, 
SPLA)를 시행 받은 10명의 환자와 일반적인 복강경 충수 

절제술 (conventional laparoscopic appendectomy, CLA)을 시

행 받은 57명의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 다. 환자들의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수술 시

간, 수술 및 병리 소견, 합병증 유무, 재원 일수 등을 파

악하여 비교하 다. (결과) SPLA를 시행한 군의 남녀비

는 5:5 고 평균 나이는 11.2±2.4세 다. CLA를 시행한 

군의 남녀비는 36:21 으며 평균 나이는 10.6±2.8세 다. 
두 군의 체질량지수는 각각 17.8±3.1과 18.4±3.4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수술 시간은 SPLA를 시행한 군이 

88.1±30.1 분이었으며 CLA를 시행한 군이 71.6±26.3분으

로 SPLA를 시행한 군에서 다소 오래 걸렸다 (p=0.054). 
수술 및 병리 소견을 화농성 (suppurative), 괴사성 

(gangrenous) 및 천공성 (perforated) 충수염으로 나누었을 

때, SPLA를 시행한 군은 화농성 8명, 괴사성 2명이었고 

CLA를 시행한 군은 화농성 34명, 괴사성 11명, 천공성 

12명으로 SPLA를 시행한 군이 비교적 경한 병변이었음

을 알 수 있었다. 합병증에서는 SPLA를 시행한 군의 경

우 2명에서 수술 부위 농양 형성으로 재입원하여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 고 2명에서 배꼽 창상 감염이 발생하

다. 그러나, 4명 중 3명이 초기 시행한 3례에서 생긴 경

우 다. CLA를 시행한 군에서는 2례에서 수술 부위 농

양 형성이 생겼고, 1례에서 장폐쇄증, 1례에서 창상 감

염, 1례에서 전기 소작기 관련 화상이 발생하여 SPLA를 

시행한 군의 합병증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3). 
그 결과 평균 재원일수도 SPLA를 시행한 군이 7.8±3.3일, 
CLA를 시행한 군은 6.4±5.4일로 SPLA를 시행한 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 (p=0.05). (결론) 단일 통로에 의한 소아 

복강경 충수 절제술은 기존 복강경 충수절제술에 비해 

아직은 더 높은 합병증 빈도와 보다 긴 재원 기간을 보

다. 합병증 빈도 등이 감소하는 바 초기 학습 곡선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성적 향

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X-05

소아의 천공성 충수염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의 복강경적

치료의 유용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
1

장혜경, 신재호, 장은영, 김성민,
오정탁, 최승훈1, 한석주*

(배경 및 목적) 천공성 충수염에 대한 복강경적 충수절

제술에 대해서는 복강내 농양 등의 합병증 동반 가능성

으로 인해 복강경적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의 시행 여부

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의 천공

성 충수염에 동반된 범발성 복막염에 대한 복강경적 충

수절제술 및 배액술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천공성 충수염과 이에 동반한 범발성 복

막염으로 복강경적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받은 환

자를 대상으로 성별, 수술 당시 연령, 수술 전 증상 지속 

기간, 수술 시간, 입원 기간, 수술 후 합병증, 재입원 여

부 등에 대하여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수

술 전 검사 또는 수술 중 복강경으로 확인된 복강 절반 

이상의 복막염이 있는 경우나 직경 5cm 이상의 충수주

위 농양이 있는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하 다. 동일 기

간 동안 천공성 충수염으로 개복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

을 시행받은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 다. (결과) 2004년 9
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7명의 소아 환자가 천공성 충수

염에 동반된 범발성 복막염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충수

주위 농양 및 복막염으로 복강경적 충수절제술 및 배액

술을 받았으며 (복강경군), 동일 기간 동안 28명의 소아 

환자가 천공성 충수염으로 개복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았다 (개복군). 복강경군은 여아 29명(50.9%), 개복군은 

여아 14명 (50%) 고, 수술 당시 연령은 복강경군과 개

복군에서 각각 8.2세와 6.3세 (p=0.017)로 복강경군에서 

약 2세 높았다. 수술 전 증상 기간 및 수술 후 입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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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수술 시간은 복강경군에서 

111.6분으로 개복군 (78.9분)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 

(p<0.0001). 수술 후 입원 기간 또는 퇴원 1달 내의 수술 

합병증은 복강경군 14예 (24.6%), 개복군 13예 (46.4%)로 

복강경군의 합병증 발생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p=0.042). 
복강경군의 합병증은 장폐쇄 5예, 복강내 농양 2예, 포트 

삽입부 감염 1예 등이었고, 개복군의 합병증은 상처 감

염 7예, 장폐쇄 5예, 복강내 농양 1예 등이 있었다. 복강

경군의 퇴원 후 재입원 여부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소아의 천공성 충수염이 범발성 복막염으

로 진행된 경우에서 복강경적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은 

개복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처 감염이나 장폐쇄 등

의 합병증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X-06

결핵에 의한 급성 충수 돌기염

1예 보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해운대백병원 외과학교실

남  소  현*

(배경 및 목적) 충수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원발성 결

핵성 충수염은 극히 드물며, 폐나 위장관에 결핵이 있어 

이차적으로 충수에 결핵이 발생된 경우도 흔치 않다. 저
자는 급성 충수염과 복강 내 종물로 발현한 결핵성 충수

돌기염 1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한다. (증례) 14세 남자 

환자가 간헐적인 우하복부 복통을 주소로 타병원에 내원

하여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을 시행한 뒤 급성 충수돌기

염과 우측 장골동맥에 인접한 종양이 발견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의 과거력 및 가족력상 특이소견 없었

으며, 복통 이외에 동반하고 있는 증상은 없었다. 이학적 

검사에서 우하복부에 약한 압통만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단순 복부 촬  및 흉부 촬 에서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 및 CRP 는 정상 범위

고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에서 충수돌기는 12mm로 

distension 되어 있었으며, 말단에 낭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었다. 또한, 우측 psoas 근육 앞쪽, 우 장골동맥의 외측, 
십이지장 2nd portion 하방에 석회화를 동반하며 내부에 

약간의 괴사를 동반하고 있는 3.3×2.7cm의 종양이 발견

되었다. 소장 및 대장 벽이 비후되거나 장폐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전신 마취하에 복강경 충수

돌기 절제술 및 우하복부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 다. 충
수돌기는 base부터 tip까지 균일하게 흰 색으로 congestion 
되어 있었고 육안상 화농성 충수돌기염으로 보 으며, 
복부 전산화 촬 에서 보 던 종양은 장간막 임파절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후 조직 검사상 충수돌기

와 장간막 임파절 모두에서 결핵에 의한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확인되었고, 환자는 술후 5일째 합병증 없이 

퇴원하 다. 환자는 항결핵제 치료를 시작하 으며 9개
월 정도의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결론) 결핵에 의한 

급성 충수돌기염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
직학적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진단이 매우 어렵다. 본 

증례를 통하여 장간막 임파절 종대를 함께 동반한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보고하는 바이다.

Fig. 1. distended appendix

Fig. 2. well-defined 3cm 
sized mass with internal 
calcification and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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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7

Currarino 증후군: 2예 보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홍  정*, 송향미, 유기상

 
(Purpose) 1981년 Guido Currarino등에 의해서 처음 기술된 

큐라리노증후군 (Currarino syndrome)은 부분적 엉치뼈의 

무형성, 앞엉치뼈덩이, 항문직장기형의 세징후를 나타내

는 질환이다. 7q36에 위치한 Homeobox gene HLXB9의 돌

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하는 비

교적 드문 질환 중의 하나로 다양한 임상양상으로 나타

난다. 항문직장기형에서는 곧창자회음샛길이 가장 많으

며, 항문 협착에서부터 척수나 비뇨생식계로 항문에서의 

샛길이 있거나 없는 항문폐쇄증까지 다양한 기형이 존재

하고, 이로 인한 변비나 항문주위 감염증, 상행 감염으로 

인해 E. coli 세균성 뇌수막염이 보고되기도 한다. 앞엉치

뼈덩이는 앞수막탈출증, 기형종, 피부모양기형낭종, 중복

곧창자 등으로 악성화로 진행되기도 하며, 신경관 결손

에서는 결박척수증후군과 지방종이 일반적이다. 국내에

서의 8예의 문헌보고가 있었으며 주로 신경외과, 소아과

의 관점에서 보고되었으며 외과에서 보고된 예는 국외문

헌에 보고된 바가 있다. 저자들은 아주대병원에서 큐라

리노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항문성형술을 시행한 2예를 경

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제태연령 38주에 출생

체중 3200gm으로 제왕절개분만된 여자환아로 3일간의 

담즙성 구토, 복부팽만으로 선천성 거대결장증 의심되어 

대장조 술 시행후 생후 11일째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육안소견상 항문 협착이 의심되어 Hegar 확장기를 삽입

한 결과 최대 #8번까지 삽입할 수 있었으며 골반 단순

방사선 촬 상 엉치뼈 결손이 관찰되었다. 척추 MRI 소
견상 4,5 엉치뼈결손, 앞엉치뼈종양, 항문직장협착이 관

찰되어 큐라리노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생
후 17일째 결장루조성술 및 수막척수탈출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생후 6개월에 결장루복원술을 시행하 여 정상

적인 배변기능을 보여 퇴원하 다. (증례 2) 제태연령 40
주에 출생체중 3700gm으로 자연분만된 남아로 출생 직

후 항문폐쇄증이 의심되어 전원되었다. 회음부 육안소견

상 저위기형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여 항문성형술을 시도

하 다. 항문 성형술 시행도중 앞엉치뼈종양이 관찰되어 

에스결장루술을 시행하 다. 수술 후 시행한 MRI소견상 

앞엉치뼈종양과, 항문폐쇄증과 동반되어 큐라리노증후군

을 확진할 수 있었다. 앞엉치뼈종양은 기형종으로 확진

되었다. 환아는 생후 24일에 앞엉치뼈 종양제거술과 

Pena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생후 5개월에 결장루복원술을 

시행받았다. (요약) 저자들은 2예의 Currarino증후군을 경

험하 다. 2예의 출생직후 진단명은 각각 선천성거대결

장증과 선천성항문폐쇄증 (저위기형)으로서 Currarino증후

군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처치의 가능성이 

있음을 경험하 다. 따라서 신생아에서 태변배설장애가 

있는 환아에서 Currarino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것

으로 사료된다.
 

X-08

큐라리노 증후군의 임상 경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김태훈, 조민정, 김대연, 김성철*, 김인구

(배경 및 목적) 큐라리노 증후군은 천골 결손, 천골 앞 

종양 및 항문 직장 기형 등을 특징으로 하는 드문 유전

성 증후군이다. 항문 직장 기형의 원인으로 드물지만 반

드시 감별해야 하는 증후군으로 본 저자들의 임상 경험

을 분석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아산 병원 소아 외과에서 치료 받은 13
명의 큐라리노 증후군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환자들의 진단 당시 증상, 항문 직장 기형의 

유형, 상 검사 소견, 천골 앞 종양의 병리 소견, 동반된 

기형 및 치료 과정 등을 파악하 다. (결과) 환자들의 남

녀 비는 8:5 다. 출생 직후 진단된 경우가 4명으로 출

산 직후 변을 잘 보지 못하고 복부 팽만이 진행된 경우

들이었다. 출생 당시 쇄항 치료 후 나중에 늦게 진단된 

경우가 4명으로 3명은 항문성형술 이후에, 1명은 후방 

중앙 절개식 항문직장 성형술 이후에 진단되어 다시 치

료를 받았다. 3명은 복부 팽만, 변비를 주소로 허쉬스프

룽씨병 의심 하에 검사 및 치료 중 진단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변비를 주소로 생후 26개월, 9세 때 진단되었는데 

이 경우들에서는 항문 직장 기형이 없었다. 천골 결손은 

12례에서 반쪽 천골 결손을 보 고 1례에서 천골 아전 

무형성증을 보 다. 천골 앞 종양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례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발견되었다. 치료는 

장루 형성술 후 추적 관찰 중 심한 심장 기형 합병증으

로 사망한 1례와 추적 관찰 중 소실된 1례를 제외한 나

머지 11례에서 이루어졌는데, 항문 직장 기형이 없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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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는 천골 앞 종양 절제술과 계류 척수 절단술 

(untethering) 및 척수수막류 복원술을 시행하 다. 항문 

직장 기형을 동반한 나머지 9례 중 7례에서 장루 형성술 

후 천골 앞 종양 절제술과 계류 척수 절단술 및 척수수

막류 복원술, 후방 중앙 절개식 항문직장 성형술, 그리고 

장루 복원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1례에서는 항문

성형술만 시행되었고 나머지 1례에서는 헤가 확장술 시

행 후 경과 관찰 중이다. 치료 과정 중 척수 관련 신경외

과 수술이 8례에서 시행되었으며 2례에서 비뇨기과 수술

이 필요하 다. 천골 앞 종양 절제술이 8례에서 시행되

었는데 이중 4례가 척수수막류, 3례가 지방척수수막류, 1
례가 유피낭종이었으며 2례에서 기형종이 함께 존재하

다. 7례에서 방관 요관 역류, 이소성 요관, 신장 무형성증 

등의 비뇨기계 기형을 동반하 고 2례에서 망막 등에 안

과 기형을 동반하 으며 1례에서 심장 기형을 동반하

다. (결론) 큐라리노 증후군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

는 선천성 증후군으로 복부 팽만 및 변비 주소의 환자에

서 반드시 감별 진단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질환이며, 
천골 앞 종양 및 동반 기형 치료 등을 위해 여러 전문분

야적인 접근이 중요한 질환이다.
 

X-09

총배설강 기형 환아들의 신생아

시기의 수술적 치료와 임상경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조민정, 김태훈, 김대연, 김성철*, 김인구

 
(배경 및 목적) 총배설강기형은 요직장중격의 비정상적

인 발달로 인하여 비뇨, 생식 및 소화기관이 단일 총관

을 통해 회음부 말단으로 개구되는 기형이다. 환아마다 

비뇨, 생식기관의 기형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며 출생 직

후 수질증이나, 확장된 방광 및 결장으로 인해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총

배설강기형 환아에서 신생아 시기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임상 경과 및 치료 결과의 보고이다 (대상 및 방법) 1998
년부터 2010년까지 총배설강기형으로 수술 받은 환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결과) 16명 중 3명은 산전에 총

배설강기형으로 진단받았고, 8명은 복부종괴 혹은 수신

증을 진단받았다. 4명에서 동반 기형이 있었고 이 중 한 

명은 염색체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다. 출생 시 4명은 질

과 방광이 모두 늘어나 있었고 이 중 3명은 방광루, 질

루 형성술 후 3개월∼6개월의 추적기간 동안 요로감염 

외 다른 문제는 없었다. foley 카테터 삽입술을 받은 한 

명은 수술 직후 지속적인 질과 방광 확장으로 방광루와 

양측 질루를 삽입하고 10일 후 제거해보았지만 동일한 

소견을 보여 두 달 후 방광루, 우측 질루 삽입술을 시행

하 고, 15일 후 좌측 질루 삽입술을 한 다음 수질증이 

해결되었다. 방광만 늘어나 있던 5명 중 한 명은 소변의 

대부분이 결장루로 배액되어 18일 후 방광루를 시행하

다. 한 명은 결장루로 간헐적인 소변배액을 시행하 고 

한 명은 방광경부의 협착으로 방광경적 요로절개술을 받

았다. 나머지 두 명은 교정술까지 다른 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3명은 방광 확장 없이 수질증만 관찰되었

다. 질루만 시행하 던 환아는 문제 없이 4개월 경과 관

찰 중 추적 소실되었고 수질증이 있었지만 질루는 시행

하지 않은 한 명 환아는 교정술까지 수신증이나 합병증

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 명은 수질증이 있었지만 질루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후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30
일 후 방광루와 양측 질루를 시행하 지만 뇌실염과 뇌

수종 합병증으로 6개월 후 사망하 다. 질과 방광 확장

을 보이지 않은 4명 중 3명은 교정술을 받을 때까지 비

뇨기계의 카테터 삽입술을 요하지 않았고, 한 명은 반복

적인 요로감염과 방광경부 협착으로 인한 수신증으로 8
개월 후 방광경적 요도절개술을 시행하 다. 모두 16명
의 환아 중 9명이 교정술을 받았다. 2명은 동반된 심장

기형과 뇌수종으로 교정술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

고, 한 명은 현재 교정술을 기다리고 있다. 4명은 추적 

소실되었다. 6명은 pena술식을 이용한 후부시상항문직장

요도질성형술을 시행하 고 3명은 후방접근을 시도하

으나 자궁절제나 대장루 박리를 위해 다시 복부접근을 

이용하 다. 2명은 질 무형성증으로 pena술식과 요도성

형술을 시행하 다. 5명에서 중복 자궁이 있었고, 한 명

은 질의 위치가 매우 높고 박리과정 중 질 손상으로 인

해 자궁과 질을 절제 할 수 밖에 없었다. 4명은 교정술 

후 방광질루와 요도결석, 요도 협착 등 합병증으로 수술

적 치료가 필요하 다. (결론) 출생 시 방광이나 질이 확

장되어 있었으나 배액관을 삽입하지 않은 7명 중 5명이 

수술 후 조기에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배액관 삽입술을 

필요로 했다. 수술 전 환아가 가진 해부학적 기형을 파

악하고 수질증, 방광 확대소견이 있을 때는 결장루와 함

께 질루나 방광루를 시행하는 것이 교정술까지의 합병증

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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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

신생아에서 발생한 benign 

transient non-organic ileus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

신재호, 장은영, 장혜경, 한석주, 오정탁*

(배경 및 목적) 신생아에서 히르슈슈프룽병과 유사한 증

상과 단순복부촬  소견을 보이나 정상적인 신경절이 직

장 원위부에서 관찰되며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는 환

자들이 종종 있는데 benign transient non-organic ileus of 
neonates (BTNIN) 이라는 병명으로도 불린다. 이 질환은 

예후가 좋아 임상적으로 잘 연구되지 않고 있으나 초기

의 증상이 히르슈슈프룽병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필히 

감별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저자

들은 신생아에서 발생한 BTNIN의 임상적 특성 및 치료

에 대해 후향적 고찰을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세브

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외과에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5
월까지 2년 5개월간 치료한 BTNIN을 대상으로 하 다. 
(결과) 대상 기간 동안 총 11명의 환자가 BTNIN으로 치

료를 받았으며, 환자들의 남녀비는 1.2:1 (M:F=6:5)로 비

슷하 고, 평균 임신기간은 37.6±2.5 주, 평균 출생 체중

은 2.99±0.43kg 이었다. 주 증상은 복구 팽만으로 전 환자

에서 다 발생하 으며, 구토 (4), 변비 (4) 등이었다. 증상

의 발현은 9명 (82%)에서 생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발생

하 으며 2명에서는 출생 후 바로 발생하 다. 대상 환

자들은 모두 히르슈슈프룽병과 감별이 필요한 임상적인 

양상을 보여 대장조 술 (11), 직장 흡입 생검 (10), 직장 

전층 조직 생검 (1), 항문직장 압력검사 (5) 등을 시행하

으며 대장조 술 상 4명 (36.4%)에서 이행부위 

(transition zone)와 유사한 소견이 관찰되어 히르슈슈프룽

병으로 진단되었으나, 직장 흡입 생검 및 전층 조직 생

검에서는 10명 (90.9%)에서 ganglion cell이 관찰되었으며 

항문직장 압력검사에서는 4명(80%)에서 rectoanal in-
hibitory reflex가 관찰되었다. 전 환자에서 수술 없이 보존

적 치료에 증상이 호전되어 평균 4.9±0.9 개월의 나이에 

증상의 소실 및 복부단순촬  상 정상적인 소견을 보

다. (결론) 신생아에서 발생한 BTNIN은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며 평균 5개월의 나이에 증상이 소실되나, 히

르슈슈프룽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대장조 술 상에

서도 히르슈슈프룽병으로 진단될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

로 세심한 관찰을 요하며 직장 흡입 생검 및 항문직장 

압력검사가 감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X-11

금식상태의 식도폐쇄 및 기관루

환아에서 발생한 위문부협착증 1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 외과학교실

정은영, 최순옥*, 박우현

(증례) 위문부협착증은 1000명당 1명 꼴로 발생하는 비교

적 흔한 아질환으로 우유의 응유성분이 과다한 유문점

막을 통과하면서 유문의 부종 및 폐쇄를 유발시킨다는 

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다. 또
한 위문부협착증은 식도폐쇄 및 기관루와 동반되는 경우

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식도폐쇄 및 

기관식도루 환아에서 금식상태 중 발생한 위문부협착증 

환아를 수술적으로 치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생후 

1일된 남아가 출생후 과도한 타액 분비 및 입위관 삽입

이 되지 않는 소견을 보여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아는 

재태기간 40주 4일, 3180g으로 정상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첫번째 아이 으며 출생시 APGAR 점수는 9점이었다. 내
원시 촬 한 단순 및 측위 흉부사진상 2번째 흉추의 상

부경계에 입위관의 끝이 위치하면서 장내음 이 보 다. 
심초음파상 4mm 크기의 심방중격결손과 2mm 크기의 

대동맥관개존증 이외에 다른 VACTERL에 해당하는 동반

기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생후 2일에 위루조성술 

및 중심정맥삽관술을 시행하 다. 이 후 환아는 총경정

맥 양공급으로 지냈으며 생 후 16일째 기관식도루 결

찰 및 식도문합술을 시행하 다. 술 후 5일째 단순복부

촬  상에서 위의 원위부 공기음 과 함께 확장된 위음

이 관찰되었으며 술 후 7일째 입위관 및 위루관을 모

두 제거하 다. 지속되는 확장된 위음 으로 시행한 복

부초음파상에서 두께 7mm, 길이 27.7mm의 위문후협착증

에 합당한 소견을 보 다. 술 후 8일째 비담즙성 사출성 

구토가 있었으며 이 때 시행한 복부촉진상에서 종괴를 

만질수는 없었다. 술 후 9일째 우측 상복부 절개를 통해 

Ramstedt 위문절개술을 시행하 다. 수술 후 환아의 식이

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위문절개술 후 7일째 정상

적으로 퇴원하 다. 환아는 술 후 4개월째 별다른 문제

없이 외래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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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2

Small bowel obstruction 

because of swallowed 

jelly-toy: report of two cases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외과학교실,

진단방사선과학교실
1

정혜민, 정성은*, 김현영, 정규환,
박태진, 이성철, 박귀원, 김우선1

(Case) Accidental swallowing of various foreign bodies by 
children is common events and most of it passes harmlessly 
through the gastrointestinal tract. But sometimes, even though 
the foreign body doesn’t makes severe chemical damage to 
GI tract, it can make GI tract obstruction or perforation. We 
present an unusual 2 cases with small bowel obstruction by 
jelly-toy. Case 1: A 16-month-old girl admitted with findings 
of small bowel perforation. She had abdominal pain and 
vomiting 5days ago. She was diagnosed with acute gastro-
enteritis at a local clinic but conservative management 
couldn’t relieve her symptoms. Then we checked the abdomi-
nal CT scan and CT finding suggested small bowel 
perforation. Explorative laparotomy was performed. Jejunal 
perforation was found and there were several jelly materials 
presumed jelly-toy in the lumen of intestine. After removal of 
the foreign bodies, primary repair of the perforation site of 
jejunum was done. Case 2: A 20-month-old girl presented 
with intermittent fever up to 39.0℃ and abdominal pain for 
2weeks. The initial impression was acute gastroenteritis and 
she was treated with conservative management at local clinic 
for several days, but there was no improvement. 
Ultrasonography and CT findings suggested small bowel ob-
struction of unknown origin at multiple levels. She underwent 
explorative laparotomy. Several jelly lumps presumed jelly-toy 
were found from the jejunum to ileum causing nearly ob-
struction of the lumen. Using the enterotomy site of the 
ileum, foreign bodies were removed and primary repair was 
done for enterotomy site.
 

X-13

소아의 난치성 수두증에서 시행한 

뇌실-담낭 우회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1

장은영, 신재호, 장혜경, 오정탁, 심규원1, 한석주*

(배경 및 목적) 뇌실-담낭 우회술은 복강내 유착이 심하여 

뇌실-복강 우회술을 적용하기 힘든 수두증 환자에서 대안적

으로 시행되어온 수술이나 아직까지 널리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아에서 아직 시도됨이 보고된 적이 

없다. 이에 저자들은 여러 번의 복부 수술로 인해 복강내 

유착이 심하여 뇌실-복강 우회술이 실패했던 소아 환자에서 

뇌실-담낭 우회술을 실시하여 성공하 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년 5개월의 남아로 재태기간 26주, 
출생체중 930g으로 초극소저출생체중아로 출생하 다. 환자

는 출생시 뇌출혈로 수두증을 진단받았으며, 출생 제 7일째, 
괴사성 장염 및 천공으로 복강배액술을 시행받았으나 호전

이 없어 출생 제 32일째 1차 개복술을 시행받았으며, 출생 

제 37일 째 출혈로 2차 개복술을 시행받았다. 출생 2개월에 

장폐쇄로 유착박리술 및 회장루술, 위루술을 받았다. 마지

막으로 출생 12개월에 회장루 복원술을 받아서 총 4회의 개

복술과 1회의 복강배액술을 시행받았다. 따라서 복강은 심

하게 유착된 상태 다. 출생 1년 1개월에 수두증이 진행되

어 뇌실-복강 우회술을 시행받았으나 심한 복강 내 유착으

로 뇌척수액이 원활히 흡수되지 않고 복강내 가성낭종을 

만들어서 결국 배액관을 제거하 다. 이후 뇌수종이 진행되

고 신경학적 증세가 악화되어 뇌실-담낭 우회술을 시행받았

다. 수술시간은 총 90분이었고, 복부 술기에는 약 60분이 소

요되었다. 담낭 주위로 유착박리술이 함께 시행되었고, 담

낭내로 배액관을 약 5cm 정도 삽입하고 이를 담낭벽에 고

정하 다. 성장을 고려하여 여유분을 충분히 복강에 거치시

켰다. (결과) 수술 제 1일에 식이를 시작하 고, 수술 후 복

부 초음파를 시행하여 담낭 및 담도의 확장이나 염증, 복강

내 체액의 저류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 제 11일에 

퇴원하 다. 환자는 수술 후 신경학적 증세가 호전되면서 

뇌수종의 더 이상의 진행 없이 현재까지 뇌척수액 감염이

나 배액관 기능 이상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론) 심각

한 복강내 유착이 있어서 일반적인 뇌실-복강 우회술을 시

행하기 힘든 난치성 수두증 환자에서 뇌실-담낭 우회술은 

차선의 수술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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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4

산전 진단된 담관 낭종의 수술 시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김태훈, 조민정, 김대연*, 김성철, 김인구

(배경 및 목적) 산전 진단의 발달로 인해 보다 많은 간담

도계 선천성 질환의 진단이 산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차 늘어나는 산전 진단된 담관 낭종 환자들에 있어 수

술 시기에 따른 임상 양상 및 치료 결과를 평가해 보고

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산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담관 낭종이 의심되었던 환자들 중 2001년 1월부터 2009
년 12월까지 서울 아산 병원 소아 외과에서 담관 낭종 

절제술을 시행 받은 26명의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후향

적으로 비교 분석하 다. 환자들의 수술 당시 연령을 60
일 전후로 나누어서 담관 낭종 크기의 변화, 증상 발현 

여부, 합병증 유무, 재원 일수 등을 파악하여 비교하

다. (결과) 환자들의 남녀 비는 8:18이었다. 모든 증례에

서 수술은 생후 240일 이내에 시행되었는데 생후 60일 

이내에 수술을 받은 군이 13명, 생후 60일 이후에 수술을 

받은 군도 13명이었다. 생후 60일 이후에 수술 받은 군의 

평균 수술 당시 연령은 137.2±58.7 일이었는데 이들 중 

출생 당시와 수술 직전 담관 낭종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던 환자 10명 중 8명에서 담관 낭종의 크기의 증가

가 있었으며 3명에서는 출생 당시 크기의 30% 이상의 

증가 폭을 보 다. 수술 전 황달, 발열, 회색변 (acholic 
stool)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3례 는데 이들 모두

가 출생 당시 큰 이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

들이었다. 나머지 10명에서는 크기 증가가 있던 경우라 

하더라도 증상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시행되었다. 생

후 60일 이전에 수술 받은 군의 평균 수술 당시 연령은 

28.6±15.9 일이었으며 신생아기에 수술 받은 경우도 7명 

포함되었다. 수술 전 크기의 증가가 있었던 경우가 1례 

있었으며 수술 전 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1례 있었다. 26
례 모두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10일 이내에 퇴원하 고 퇴원 후 합병

증으로 재입원한 경우도 없었다. (결론) 산전 진단된 담

관 낭종의 수술 시기는 출생 이후 검사를 통해 확진된 

후 바로 혹은 생후 약 4∼6개월 후 시행한 경우로 나뉘

었으며 수술 성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생후 

4∼6개월 안에도 관련 증상이 발현되고 담관 낭종의 크

기가 증가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X-15

췌장염이 동반된 선천성 담도 낭종 

환자에서의 수술 시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조민정, 김태훈, 김대연*, 김성철, 김인구

(배경 및 목적) 췌장염이 동반된 선천성 담도 낭종이 진

단되었을 때 췌장과 주위의 염증으로 인해 박리가 어렵

고 출혈이 되는 것을 염려해 혈청 amylase, lipase가 감소

하고 임상적으로 췌장염이 호전 된 후 수술을 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췌장염의 일차적인 치료로 수술 전 ERCP
가 먼저 고려되기도 한다. 저자들은 췌장염을 동반한 선

천성 담도 낭종 환자에서의 수술 시기 및 췌장염이 수술

에 미치는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후향적 연구를 시행

하 다 (대상 및 방법)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본원에서 

췌장염을 동반한 선천성 담도 낭종으로 수술 받은 15세 

이하 환아를 대상으로 하 다. 췌장염의 진단은 ‘췌장염

의 Atlanta정의’에 따라 내원 시 구토 및 복부 통증을 동

반하고 혈청 amylase, lipase가 상승한 환자 중에서 상학

적 검사나 수술 소견상 췌장염이 진단된 환자만을 대상

으로 하 다. ERCP 후 일시적으로 췌장염이 동반된 경

우는 제외하 다. 수술 직전 혈청 amylase나 lipase 수치에 

따라 100U/L이하인 환자를 A그룹 (mild), 100 U/L이상 

200 U/L이하는 B (moderate), 200 U/L이상은 C (severe)로 

분류하 다. (결과) 모두 43명 중 A, B, C그룹은 각각 17, 
16, 10명이었다. 여아가 38명, 남아가 5명이었다. 낭종과 

췌장염의 진단시기의 중간값은 각각 40개월(A), 42.5개월

(B), 68개월(C)이었고 수술까지 걸린 시간은 43일(A), 26.5
일(B), 7일(C)로 C그룹 환자들은 대부분 내원 1주 이내 

수술을 시행하 다. 첫 혈청 amylase와 lipase의 중간값은 

342/611 U/L(A), 544/608.5 U/L(B), 338/609.5 U/L (C) 고 

total bilirubin은 1.8 mg/dL (A), 3.05 mg/dL (B), 0.95 
mg/dL (C) 다. B그룹 2명, C그룹 2명에서 황달을 주소

로 내원하 고 C그룹 한 명은 낭종 파열로 인한 복수로 

내원하 다. 나머지는 구토를 동반한 복부통증으로 내원

하 고 43명 모두에서 담도염 증상은 없었다. 수술 전 

ERCP가 시행한 수는 A그룹 17명 중 11명, B그룹 16명 

중 10명이었고 C그룹 10명 중에서는 1명만이 시행되었

다. 수술 전날 혈청 amylase, lipase의 중간값은 각각 68/41 
U/L(A), 115.5/74 U/L (B), 234.5/315 U/L (C) 다. 수술 

전후의 Hemoglobin수치 변화는 1.2g/dl (A), 1.05g/d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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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g/dl (C)로 세 그룹간 차이가 없었고 B그룹 4명만 수

술 중 수혈을 받았다. 수술 시간 역시 240분 (A), 236분 

(B), 241.5분 (C) 으로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 단기 합병

증은 B그룹 한 명에서 수술 후 출혈이 있었지만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었다. 장기 합병증은 A그룹 환자 2명이 각

각 담도염과 췌장염으로 입원치료를 하 고 C그룹에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A그룹 2명, B그룹 1명에서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었다. 각 그룹들의 추적기간의 중

간값은 32개월 (A), 28.5개월 (B), 56개월 (C)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담도 낭종 환자에서 췌장염이 동

반되었을 때 수술 직전 혈청 amylse, lipase수치와 수술까

지 보존적 치료 기간의 차이가 수술 중의 출혈이나 합병

증의 발생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X-16

선천성 담관 낭종의 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종규, 최금자*, 민석기

(배경 및 목적) 담관 낭종은 드문 선천성 질환으로 대부

분 소아기에 증상이 발현되며 낭종을 절제하는 것이 표

준 치료로 인식되고 있으나 산전에 진단되었거나 증상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적기에 대하여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또한 수술 후 장기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저

자들은 담관 낭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임상 양상

과 치료 결과를 분석하여 치료 경과에 향을 주는 요인

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9
년 12월까지 15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담관 낭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4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수술 당시 연령, 임상양상, 낭종의 해부학적 유형, 
수술 관련 요인, 수술 후 합병증, 재원 기간, 경과 관찰 

기간 중 재입원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결과) 45명 

중 여자 34명, 남자 11명으로 남녀비는 3.1:1로 여자에 호

발하 다. 연령 분포는 2개월에서 66세 사이로 5세 이하 

유아 19명 (42.2%), 6∼15세 학령기 소아 10명 (22.2%), 
16세 이상 16명 (35.6%)으로 평균 15.8±18.5세 이었다. 39
명 (86.7%)이 임상 증상을 호소하 고, 복통 (64.4%), 황달 

(28.1%), 구토 (20%), 복부 종괴 (11%) 및 고열 (11%) 순이

었다. 이 중 9명 (20.0%)은 진단시 췌장염을 동반하고 있

었으며, 무증상으로 산전 초음파 검사 또는 건강 검진에

서 진단된 경우가 6명 (13.3%)이었다. 진단 방법은 MRCP
를 US나 CT와 같이 이용한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다.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AST, ALT 상승을 보인 환자는 

60%이었고, 고빌리루빈 혈증을 보인 환자가 27.5%이었으

며, 백혈구 증가증을 보인 환자는 20%이었다. 담관 낭종

의 유형에서는 Todani변형에 따른 type I이 37명 (82.2%), 
type IV가 6명 (1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술 방법은 

44례 (97.8%)에서 낭종 절제술 및 Roux-Y 간담도 공장 문

합술을 시행하 고, type V 1예에서 간 좌엽 절제술을 시

행하 다. 수술 시간은 성인에서 유소아군보다 유의하게 

길었고 (P=0.000), 수술 중 실혈량도 유의하게 많았다 

(P=0.003). 45명 중 7명 (15.6%)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

생했으며 그 중 담관염이 3례로 가장 많았고, 합병증 발

생은 연령, 성별, 임상 증상 유무, 낭종 유형 등에 향을 

받지 않았다. 수술 후 평균 재원 기간은 13.6±6.4일 이었

으며 학령기 소아에서 성인보다 유의하게 짧았고 

(P=0.021), 수술 전 증상 유무나 담관 낭종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고빌리루빈 혈증 환자에서 유의

하게 재원 기간이 길었다(P=0.010). 경과 관찰 기간 중 재

입원율은 11.1%이었고, 수술 전 췌장염을 동반한 경우와 

type I을 제외한 담관 낭종의 유형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결론) 저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담관 낭종의 치료에 향

을 주는 요인은 수술 시행 당시 연령, 수술 전 췌장염 유

무, 고빌리루빈 혈증 유무, 담관 낭종의 유형 등을 들 수 

있으며, 수술 후 재원기간 및 경과 관찰 기간 중 재입원 

등을 고려하여 담관 낭종은 발견 후 조기에 무증상에서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X-17

유두부의 비정상적인 위치를

동반한 총수담관 낭종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성강, 정연준*, 김재천

(Purpose) 총수담관 낭종은 담관벽의 약화와 하부에 폐쇄

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담도조 술

의 진보로 총수담관 낭종과 담췌관 합류이상 간에 접한 

관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두부의 개구부는 발생학적

으로 담관, 배부 췌장, 간이 유도되는 간 게실 (hepatic di-
verticulum)의 관에서 기원한다. 유두부는 십이지장 제2부
분의 하부에 위치하고 후방을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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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부가 정상적인 위치 이외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흥미

로운 부분이다. 유두부가 십이지장의 제3부분에 개구하는 

것 또한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보고에서 

총수담관 낭종 환자에서 유두부의 위치가 정상보다 후방

에 위치한 경우에서 총수담관 낭종의 빈도가 높다고 하

다. 저자들은 30개월 된 남아에서 담췌관 합류이상과 유

두부가 십이지장의 제3부분에 위치한 총수담관 낭종을 경

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30개월 된 남아가 20
일전부터 발생한 구토와 복통을 주소로 개인병원에 방문

해서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 을 통해 총수담관 낭종

이 의심되어서 전원 되었다. 과거력상 한 달 전에 폐렴으

로 개인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것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

다. 내원당시 생체징후는 정상이었고 복부진찰에서는 우

상복부에 약간 복부경직과 압통이 관찰되었다. 검사실소

견에서 백혈구는 6,580/mm3으로 정상이었으나 AST/ALT
가 121/155 IU/L로 증가되었고 ALP가 499 IU/L와 GGT 
168 IU/L로 증가되었으며 amylase와 lipase도 292 IU/L와 

129 U/L로 증가된 소견을 보 다.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자기공명단층촬 에서 간외담도에 확장과 중심부에 간내

담도의 확장이 관찰되었으나 담관과 췌관의 합류부위는 

확인 되지 않았다. 간담도 스캔에서 동위원소가 총간담도

에 축적되는 소견과 십이지장으로 배설이 지연되는 소견

이 관찰되었다. 총수담관 낭종으로 개복술을 시행하 고 

수술중 담도조 술에서 췌관이 담관으로 합류되는 P-B 형
태의 담췌관 합류이상 소견과 유두부가 십이지장 제3부분

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수술은 총수담관 낭종 절

제술과 Roux-en-Y hepaticojejunostomy를 시행하 다. 수술 

후 11일째 별다른 문제없이 퇴원하 고 건강상태는 양호

하고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X-18

카사이 수술 후 장기생존환자의

예후에 대한 고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 외과학교실

정은영, 최순옥*, 박우현

(배경 및 목적) 담도폐쇄증은 진행성 염증성 간질환으로 

카사이 수술이 일차적 치료로 알려져 있다. 수술후 지속

적인 경과관찰 과정에서 지속적인 간경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요

하기도 한다. 이에 저자들은 카사이 수술 후 장기 생존환

자들의 경과및 합병증을 분석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

법) 1991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에서 카사이 수술을 받은 57명 중 5년 이상 외래추적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자료는 의무기록을 통

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 다. 57명의 환아의 생존유무, 
이학적 검사소견, 혈액학적 검사소견, 방사선과 검사소견

과 입원력을 조사하여 카사이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유

무를 조사하 다. (결과) 카사이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77.5% 다. 생존환자 44명 중 10명에서 간문맥 고혈압 

(portal hypertension)과 관련된 합병증이 동반되었으며 정

맥류 출혈이 5명, 장출혈이 1명, 그리고 비장기능항진증 

(hypersplenism)이 4명이었다. 정맥류 출혈 5명 중 2예에서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었고, 1예는 위저부 정맥류 (gastric 
fundal varix)로 치료 받았다. 장출혈이 있었던 1명은 우결

장동맥 원위부의 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로 색전술을 받

았다. 비장기능항진증 (hypersplenism)은 4예에서 관찰되었

는데 4예 모두 비장동맥부분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4예에

서는 간내담관낭성 확장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 1예는 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하 고, 술 후 6년 뒤에 발견된 2예 

중 1예는 반복적인 담관염으로 간내 담관낭종-공장문합

술을 시행받고 황달이 소실되었으며 (4) 또 다른 1예는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하 다. 다른 1예는 증상이 없이 외

래 추적 중이다. (결론) 카사이 수술 시행 후 장기적으로 

생존해 있는 환아들은 지속적인 간경화로 인한 간문맥 

고혈압, 간내담관낭성 확장 및 장관출혈등의 여러가지 합

병증이 발생가능하다. 이에 지속적인 외래추적과 합병증

에 관한 관찰 및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X-19

간이식 영역에서의 담도 폐쇄증의 

장기 치료 성적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과학교실

박효준, 문석배, 서정민, 이석구*

(배경 및 목적) 담도폐쇄증의 일차 치료로 카사이 술식

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만, 수술 후 약 2/3에서는 원활

한 담즙 배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간이식이 필요하

게 되며 따라서 기존의 카사이 술식 단독으로는 장기 생

존율이 50% 미만으로 대부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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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소아 간이식이 보편화되어 있어 카사이 술식이 실

패하더라도 간이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 간이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에 담도

폐쇄증의 장기 치료 성적을 평가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외

과에서 담도폐쇄증으로 카사이 수술 또는 간이식술을 받

은 환아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

다. 카사이 수술 당시의 나이 및 황달의 호전 여부, 간이

식 시행 여부 및 간이식 당시의 나이, 현재 생존 여부를 

조사하 다. 담도폐쇄증의 치료 실패는 카사이 수술 후 

간이식이 필요했던 경우 또는 간이식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 정의하 으며, 각각의 정의에 따라 생존

률을 분석하 다. 추적관찰 기간은 첫 수술 후 가장 최

근의 추적관찰까지로 정의하 다. (결과) 관찰 기간 동안 

총 72명의 환자가 카사이 수술을 받았으며, 남자 24명, 
여자 48명이었다. 62명은 일차 치료로 카사이 수술을 받

았으며, 10명은 카사이 수술 없이 바로 간이식술을 받았

다. 카사이 수술을 받을 당시의 정중 연령은 생후 68일 

(24일∼14개월)이었으며, 일차 수술로 간이식을 받은 환

자들의 정중 연령은 생후 348일 (164일∼33개월)이었다. 
카사이 수술을 받은 62명 중 40명은 간이식수술을 받았

으며, 이때 정중 연령은 333일 (118일∼14.2세) 다. 전체 

환자의 정중 추적 관찰 기간은 95개월 (7개월∼15.4년)이
었다. 카사이 수술만 받은 22명의 환자 중 16명은 현재 

황달 없이 생존해 있으며 2명은 사망, 4명은 장기 추적

관찰에서 소실되었다. 카사이 수술 후 간이식을 받은 40
명의 환자 중 36명은 현재 황달 없이 생존해 있으며, 4명
은 사망하 다. 카사이 수술 없이 바로 간이식을 받은 

10명의 환자 중 9명은 현재 생존해 있으며 1명이 사망하

다. 카사이 수술 후 간이식이 필요했던 경우를 치료실

패로 정의하 을 때 3,5,10년 생존률은 각각 35.3%, 
33.5%, 30.7% 다. 간이식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를 치

료 실패로 정의하 을 때의 3,5,10년 생존률은 각각 

92.9%, 91.5%, 91.5% 다. (결론) 소아 간이식이 보편화되

어 있는 현재에 담도 폐쇄증은 카사이 술식이 실패하더

라도 간이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어 장기 생존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X-20

담도폐쇄의 카사이 술식 후의 황달 

소실 여부에 대한 수술 전 간섬유화

스캔의 유용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
1

장혜경, 신재호, 장은영, 김성민,
오정탁, 최승훈1, 한석주*

(배경 및 목적) 담도폐쇄의 카사이 술식 후 예후를 결정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술 당시의 

연령, 간문부 담도 직경, 수술 후 황달의 소실 여부, 수술

자의 숙련도, 수술 후 담도염의 발생 여부 등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시행한 간섬유화스캔의 간 

강직 점수 (liver stiffness score, LSS)에 따른 카사이 술식 

후의 황달 소실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서 담도폐쇄로 카사이 술식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해 수

술 전 시행한 간섬유화스캔의 LSS 결과와 카사이 술식 6
개월 후의 혈액 검사 상 혈청 총빌리루빈 결과에 대하여 

두 결과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조사하 다. (결과) 
2007년 4월 이후 담도폐쇄가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카

사이 술식을 받기 전 간섬유화스캔 검사가 시행되었으

며, 대상 기간 3년 동안 총 42명의 환자가 담도폐쇄로 카

사이 술식을 받았다. 42명 중 여아가 27명 (64.3%) 이었

고, 전체 환자의 평균 수술일은 생후 73일이었다. 카사이 

술식 6개월 후에 혈청 총빌리루빈이 2.0mg/dL 미만으로 

감소한 환자는 21명, 카사이 술식 6개월 후에도 혈청 총

빌리루빈이 2.0mg/dL 이상으로 황달이 지속되는 환자는 

21명이었다. 카사이 술식 후 황달 소실에 대한 LSS의 임

계치는 민감도 81.0%, 특이도 66.7%, 음성예측율 77.8%에

서 8.8 kPa이었다. 수술 전 간섬유화스캔 값이 8.8kPa 미
만인 저 LSS군과 8.8kPa 이상인 고 LSS군 간의 카사이 술

식 6개월 후의 혈청 총빌리루빈의 중간값은 각각 

0.7mg/dL와 9.9mg/dL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02). 
두 군에서 카사이 술식 당시 나이의 중간값은 저 LSS군
에서 생후 48일로, 고 LSS군 (생후 82일)의 경우보다 유

의하게 작았다 (p<0.0001). 수술 후 추적 기간은 13개월 

(저 LSS군)과 9개월 (고 LSS군)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p=0.093). (결론) 담도폐쇄 환자에서 수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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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섬유화스캔으로 측정된 LSS 결과를 바탕으로 카사이 

술식 후의 황달 소실 여부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카사이 

술식의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겠다.
 

X-21

단일공법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초기경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조민정, 김태훈, 김대연*, 김성철, 김인구

(배경 및 목적)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해 단일공법 복

강경 수술은 수술 후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아 최근외과

의 여러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의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비교하여 저자들이 경험한 단일

공법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초기 경험에 대한 보고이다 
(대상 및 방법) 2010년 본원에서 기존의 복강경 혹은 단

일공법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

로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결과) 11명 중 남아가 3명, 
여아가 7명이었고 원인 질환은 10명은 담석증, 한 명은 

콜레스테롤 용종, 한 명은 콜레스테롤 침착증이었다. 7명
은 기존의 복강경 방법을 시행하 고 4명은 단일공법 담

낭절제술을 시행하 다. 수술시간의 중간값은 기존의 복

강경 수술과 단일공법 복강경 수술에서 각각 76분, 250분
으로 단일공법 복강경 수술이 3배 이상 길었다. 단일공

법 복강경 환자 4명 중 3명에서 담낭의 염증으로 담낭벽

의 비후 및 주위와의 유착이 관찰되었고 1명에서 수술 

중 담즙의 유출이 있었다. 기존의 복강경 환자 7명 중에

서는 한 명만이 수술 중 염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두 명

에서 담즙 유출이 있었다. 수술 후 퇴원까지의 기간은 

기존 복강경과 단일공법 복강경에서 각각 4일, 5일이었

다. 수술 후 기존 복강경 환자 중 3명만 10mg/kg∼
30mg/kg (1∼3회)의 진통제를 필요로 했다. 단일공법 복

강경 환자들은 4명 모두 진통제를 맞았고 두 명은 용량

이 10∼20mg/kg (1∼2회) 지만 두 명은 100∼110mg/kg 
(10∼11회)로 진통제 횟수가 많았다. 11명 모두에서 절개

부위의 감염이나 다른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저자들이 

경험한 단일공법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아직 초기 경험이

라 환자 수가 적고 수술시간이 길었다. 단일공법 복강경 

환자들에서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경향이 더 많았는

데 이는 수술 전 염증이 더 심했고, 수술시간이 길어져 

투관침이 피부를 누르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 기존 1cm 
절개창에 비해 배꼽으로 2.5cm 절개를 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일공법 복강경 담낭절

제술은 수술 후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고 환자와 보

호자가 작은 상처에 만족하여 향후 지속적인 적응증의 

확대가 기대된다.
 

X-22

소아의 췌장 고형 가유두상

종양에서 시행한 복강경하 비장

보존 원위부 췌절제술 (비디오 구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외과학교실,

안암병원 외과학교실1

유지영1, 최새별, 부윤정1, 김완배*, 최상용

(배경 및 목적) 소아의 고형 가유두상 종양은 췌장의 흔

하지 않은 종양으로 소아 췌장 종양의 10% 내외를 차지

하고 있다. 치료 원칙은 완전한 외과적 절제이며, 소아에

서 특히 가능한 많은 췌장 실질 조직을 남기는 것이 중

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에서 우연히 발견된 크기가 

큰 췌장종괴를 복강경으로 비장보존 췌미부 절제술을 시

행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11세 여자 환아로 특이병력 없었으며, 2010년 5월 5일 

발로 등을 1회 차인 뒤 발생한 좌상복부의 묵직한 양상

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 다. 내원 당시 혈액검사상 

WBC 15900/uL, Amylase 625 IU/L, Lipase 653 IU/L로 증가

되어 있었고 이외 검사결과들은 정상범위 다. 외상으로 

인한 췌장염 등이 의심되어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상 췌장 미부에 장경 5.4cm 크기의 경계가 좋은 둥근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균일하지 못한 낮은 밝기의 조 이 

잘 되지 않는 양상이었고, 인접한 장간막으로 흐릿하게 

퍼져 보이는 소견 있었으나 급성 출혈로 인한 혈종으로 

보기에는 조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췌장 아세포종 등

의 기저 췌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었다. 입원하여 일주일

가량 금식 및 통증조절,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FoyⓇ) 및 

octreotide (SandostatinⓇ) 등 사용하며 보존적 치료하 으며 

2010년 5월 12일 복강경으로 비장보존 췌미부 절제술을 

시행하 다. 수술 당시 환아는 신장 150cm, 체중 36kg 으
로 BMI 16 이었다. 복강내 공간이 좁은 관계로 카메라 

port는 하복부 중앙에 설치하 으며, 검체는 좌하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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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m 절개창으로 적출하 다. 총 5개의 port로 진행하 으

며 수술소요시간은 약 4시간 가량이었다. 조직병리 결과 

췌장 고형 가유두상 종양으로 진단되었으며 환자는 수술 

후 16일째 퇴원하 고, 한 달 후 외래 추적 검사상에서도 

별다른 합병증 호소하지 않았다.
 

X-23

15세 이하 소아에서의 갑상선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외과학교실

박태진, 정규환, 김현영, 정성은, 이성철, 박귀원*

(배경 및 목적) 최근 건강검진의 발달로 성인에서의 갑상

선암은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아의 

갑상선암은 드문 암으로 성인과 달리 늦게 발견되는 경

우가 많으나 예후는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소아의 임상적 특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986년 1월부터 2008년 12
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외과에서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은 15세 이하의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임상양

상 및 조직학적 진단에 대해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후

향적으로 조사하 다. (결과) 진단 당시 평균나이는 11세 

(4∼15세) 고, 내원 당시 주 증상은 경부종물 (13예)이 대

부분이었으나, 결핵검진에서 시행한 흉부전산화 단층촬

상 발견된 1예와 제2형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의 가족

력이 있는 환자로 추적관찰 중 혈중칼시토닌 수치증가로 

예방적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한 예가 있었다. 모든 환자에

서 이전에 다른 암이나 방사선조사의 과거력은 없었다. 
수술 전 갑상선 동위원소 스캔 (8예)및 세침흡인검사 (9
예)를 시행하 고 갑상선 동위원소 스캔을 시행한 환자

는 모두 냉결절이 관찰되었다. 수술 전 갑상선기능검사는 

모두 정상이었고, 1예에서 진단 당시 폐 전이가 발견되었

다. 수술방법은 갑상선전절제술이 8예 갑상선아전절제술 

2예 일엽절제술 5예 다. 갑상선암종의 크기는 평균 

2.4cm (0.2∼4.5cm)이었고 병리조직학적 결과는 유두암 13
예, 수질암 2예이었고 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한 11예
에서 10예에서 림프절의 전이가 확인되었다, 평균 14개 

(3∼50개)의 림프절이 곽청되었고 평균 6.5개 (1∼23개)의 

림프절에 전이가 보 다. 수술 합병증은 일시적인 저칼슘

혈증이 1예 있었다. 수술 후 추적관찰 기간은 138.2개월 

(23∼214개월)이었고, 현재 모두 생존해 있다. 추적관찰기

간 중 재발이 확인된 예는 3예가 있었다. 처음 진단으로

부터 재발진단까지의 기간은 각각 10년, 6년, 6년이었다. 
재발한 예에서는 잔존갑상선 절제술과 추가적인 경부 림

프절 곽청술 및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 고 현재 

추적관찰 중이다. (결론) 소아에서의 갑상선암은 림프절 

전이가 흔한 편이고 재발도 경부 림프절에 주로 보여 수

술 전이나 수술 중 림프절 전이가 의심된다면 철저한 경

부 림프절 곽청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X-24

식도폐쇄 및 기관식도루 환아의

동반기형 및 특성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병원 외과학교실

정은영, 최순옥*, 박우현

(배경 및 목적) 식도폐쇄및 기관식도루는 10,000명당 2.55 
혹은 2.82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으로 단독으

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반 기형이 많은 질환으로 알려

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식도폐쇄 및 기관식도루 환아에

서 발생하는 동반기형의 종류및 특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10년 7월
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식도폐쇄 및 기관식도루

로 인해 수술을 받았거나 타병원에서 전원되어 진단받은 

환아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분석을 통한 후향적 방법으

로 조사하 다. 조사한 내용은 환아의 재태기간, 체중, 분
만력 및 육안적인 소견과 단순흉부방사선 소견을 포함하

여 심초음파, 복부및 비뇨기계초음파 소견 등을 분석하

다 (결과) 총 43명의 환아의 남녀비는 1.5:1 (남아 26명, 여
아 17명)이었다. 38주 미만의 미숙아는 19명 (44%)이었으

며 출생체중 2500 g미만의 저체중아는 19명 (44%)이었다. 
총 31예 (75%)에서 심장기형이 동반하 는데 이 중 심방

중격결손이 21예 (68%)로 가장 많았고 동맥관개존증 (16
례),심실중격결손 (14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문직장기

형은 7례 (16%)에서 나타났으며 고위형 기형이 3예에서 

있었고 저위형 기형은 4예에서 보 다. 근골격계 기형은 

이중 척추 기형이 5예에서 보 고, 말단 기형이 4예에서 

보 다. 위장관 기형은 2예에서 보 고 비뇨기계 기형은 

4예어서 관찰되었다. 염색체 이상은 2예에서 관찰되었다. 
8명 (19%)의 환아에서는 다른 동반기형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식도폐쇄 및 기관식도루 환아에서 동반기형은 

80% 정도에서 발생하므로 동반기형에 대한 조사는 시행

되어야 하겠다. 특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형은 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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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

각된다. 하지만 심초음파의 결과 자체가 수술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X-25

기관연화증 영아에서 시행한

흉강경적 대동맥 고정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

장은영, 신재호, 장혜경, 오정탁, 한석주*

(배경 및 목적) 대동맥 고정술은 중증의 기관연화증의 치

료법으로 개흉적 방법으로 시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더 나

은 수술적 시야의 확보 및 최소침습적인 수술법이 개발됨

에 따라서 흉강경을 이용한 대동맥 고정술이 시행되기는 

하 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기관연화증 아에서 흉강경적 대동맥 고정술을 실시하여 

성공하 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2개월

의 여아로 재태기간 36주, 출생체중 2.88kg으로 출생하

다. 출생 후 식도폐쇄증 (Gross type C형)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수술을 출생 제 4일에 타 병원에서 시행 받았다. 수
술 후 40일에 분유를 먹던 중 청색증이 발생하여 식도조

술을 시행한 결과 식도 문합부위 협착과 식도 열공탈장

이 발견되었다. 환자는 그 후 계속되는 폐렴과 호흡곤란으

로 전원 되었다. 입원 시 식도 열공탈장 및 이로 인한 위

식도역류와 기관연화증으로 인한 증세가 의심되었다. 전신

마취하에 시행 한 기관 내시경상 기관연화증이 확인되었

으며, 이는 3차원 흉부컴퓨터단층촬 상 확인되었고 대동

맥궁에 의해 기관이 압박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심초음

파상 난원공 개존증 외에는 정상이었다. 출생 제 82일에 

내시경적 식도확장 및 식도 열공탈장에 대한 복강경적 수

술과 함께 흉강경적 대동맥 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하 다. 
식도 열공탈장에 대한 수술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하

으며, 흉강경적 대동맥 고정술은 카메라용 투관침은 

5mm 1개를 좌측 중액와선상 5번째 늑골간에 삽입하 고, 
동작용 투관침은 3mm 2개를 좌측 전액와선상 3번째 늑골

간과 측유두부 5번째 늑골간에 각각 삽입하여 시행하 다. 
내시경적 식도확장과 복부 및 흉부의 총 수술 시간은 총 

420분이었으며, 흉부 술기는 115분이 소요되었다. 대동맥 

고정술 전후로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여 기관의 성공적

인 확장을 확인하 다. (결과) 수술 제 2일까지 중환자실에

서 인공 호흡기를 유지시켰고, 수술 제 3일에 인공 호흡기

를 떼고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면서 식이를 시작하 다. 수
술 제 10일에 퇴원하 고, 현재까지 청색증이나 구토 등의 

문제없이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 기관연화

증에 대한 흉강경적 대동맥 고정술은 비침습적인 수술로 

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술방법이라고 생각한다.
 

X-26

호중구 수와 과식구-대식구

집락자극인자의 투여가 이식형 중심

정맥카테터 수술의 조기 감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외과학교실

정규환, 박태진, 김현영, 박귀원, 정성은*

 
(배경 및 목적) 고형종양 혹은 혈액종양 환자에 필요한 이

식형 중심정맥카테터를 조기에 제거하는 주된 이유 중 하

나인 수술 직후 감염의 문제는 수술 당시 환자의 낮은 호

중구 수 (ANC)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감염 예방을 위해 과식구-대식구 집락자극인자 

(GM-CSF)를 투여하여 ANC를 증가시킨 후 수술을 시행하

기도 한다. 이에 이식형 중심정맥카테터 삽입 시술 시 

GM-CSF 투여 여부에 따른 ANC의 변화가 카테터의 조기 

제거에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20
04년부터 2009년까지 이식형 중심정맥카테터를 필요로 하

는 고형종양 혹은 혈액종양 환자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에서 수술 직전 호중구 수와 GM-CSF 투여 여부를 후향적

으로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환자는 수술 1개
월 이내에 항암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 재생불량성빈

혈 환자군으로 구분하 으며, 항암을 항암을 받은 환자군

은 ANC 500 (1그룹)과 1000 (2그룹)을 기준으로 하여 낮거

나 높은 경우와 각각의 경우 GM-CSF 투여여부에 따라 구

분하여 총 6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1군은 ANC가 정상이

며 GM-CSF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 2군은 GM-CSF를 투여

받아 ANC가 정상이 된 환자, 3군은 ANC가 낮지만 

GM-CSF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 4군은 GM0CSF를 투여 받

았으나 ANC가 낮은 환자, 5군은 재생불량성 빈혈환자, 6
군은 항암을 받지 않은 환자이다. 수술 후 30일과 100일을 

기준으로 하여 GM-CSF 투여 여부에 따른 ANC의 차이가 

카테터 조기 제거의 원인인 감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았다. 감염은 수술부위에서 균이 증명된 경우, 발적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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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우, 고름이나 더러운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카테

터에서 균이 검출된 경우로 정의하 다. (결과) 총 환자의 

숫자는 496명이며, 1그룹과 2그룹 각각 6 환자군에서 30
일, 100일의 수술 후 조기 감염률에는 퉁계적 차이가 없었

다 (1그룹: p=0.867, p=0.628; 2그룹: p=0.777, p=0.863). 또한 

항암환자 중 ANC가 각각 500과 1000 미만인 경우인 3군
과 4군만을 비교했을 때, 30일에는 감염된 카테터가 없었

으며, 100일에는 GM-CSF를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 1그룹 

2예 (1/18, 11.1%), 2그룹 2예 (2/46, 4.3%)가 있었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 (1그룹: p=0.544; 2그룹: p=0.332). (결
론) 이식형 중심정맥카테터 삽관 수술과 수술 초기 감염

은 호중구 수와 무관하며, 과식구-대식구 집락자극인자의 

투여 역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X-27

Incomplete removal of 

indwelling catheter: A rare 

complication of totally 

implantable venous devices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1

이한별, 김현영, 김웅한1, 박태진,
정규환, 박귀원, 정성은*

 
(Case) Introduction: Totally implantable venous devices (TIVD, 
chemoport) have been used increasingly for patients requiring 
long-term chemotherapy,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and 
fluid replacement. Complications of TIVD include infection, 
thrombosis, intravenous adhesion, spontaneous fracture, and 
migration of the catheter tip. We present two cases of in-
complete removal of TIVD due to adhesion and vegetation of 
catheter tip to central vein. Case 1. A 65-month-old girl pre-
sented with fever that developed eight days ago. She had been 
diagnosed with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at sixteen months 
of age and was under TPN using a TIVD that was inserted 
into the left internal jugular vein (IJV) when she was 47 
months old. She had a past medical history of open heart sur-
gery when she was 45 months old for the removal of an or-
ganized thromboembolism obstructing the pulmonary artery 
that developed after removing a TIVD with catheter infection 

which was previously inserted when she was 16 months old. 
Laboratory testing and an echocardiogram suggested a candi-
da-infected catheter with vegetation at the tip once again and 
TIVD removal was planned. However, complete removal was 
impossible due to severe adhesion between the catheter and 
the left IJV, and further dissection around the left subclavian 
vein and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m suggested adhesion 
with thrombus along the superior vena cava (SVC). The cathe-
ter was eventually fractured inside the SVC during removal 
attempts. After unsuccessful radiologic intervention removal, 
she underwent open heart surgery to remove the residual cath-
eter and vegetation in SVC and right atrium. Case 2. A 
79-month-old girl who received abdominal wall repair and 
small bowel segmental resection for gastroschisis and small 
bowel atresia after birth and several reoperations for recurrent 
ileus until 13 months of age visited the outpatient clinic with 
a TIVD that had been unused for two years. The TIVD was 
inserted into the left IJV when she was 42 months old for 
TPN during an episode of pneumonia and ileus, then the pa-
tient was lost to follow up for two years. Elective removal of 
the TIVD was planned, but retraction of the catheter was im-
possible even after dissection and exploration of the neck 
around the catheter insertion site due to severe adhesion of 
the catheter to the left IJV. The catheter was cut with in-
tention just proximal to the vein insertion site. After 12 
months of follow up, the catheter remains in the SVC without 
complication. Conclusion: TIVD are useful for various medical 
conditions. However, complications such as infection and intra-
vascular adhesion must be avoided by prompt removal after 
completion of therapy. Catheter fragment may or may not re-
quire removal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X-28

Clinical analysis of inguinal 

hernia in pediatric patients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남대학교병원 외과학교실

박종훈, 이호균, 정상영*, 최수진나

(Purpose) Inguinal hernia is one of the most common surgi-
cal disease in pediatric patients. We reviewed pediatric in-
guinal hernia to anlalyze the critical characteristic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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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viewed 568 herniorrhaphy in 520 patients who were 
under the age of 15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09 
retrospectively (Results) All of the case were indirect hernia 
and operated by high ligation. Male was predominated over 
female by the ratio of 4:1. Of the male patients, 231 patient 
were occurred on the right side, 138 patients on the left side, 
36 patients on the bilateral side. And of the female patients 
61 patients were occurred on the right side, 42 patients on 
the left side, 12 patients on the bilateral side. Mean age was 
35 month and mean duration of symptom was 6month. Mean 
postoperative hospitalization were 1.1days. 5% of the patients 
were prematurity. The associated disease is cryptochidism and 
heart anomaly. Cryptochidism was observed in 13 patients, 
heart anomaly in 10 patients. Recurrent cases were observed 
in 5 patients. Postoperative complication occurred in 7case: 
scrotal swelling and hematoma in 5case, wound infection in 
2case. Among the unilateral hernia, the incidence of sub-
sequently developed contralateral hernia was 6.5% (34 pa-
tients). The incidence of left inguinal hernia, subsequently de-
veloped right inguinal hernia was predominated over right 
hernia, subsequently developed left hernia by the ratio 7.3%: 
2.4%. Time intervals from unilateral operation to subsequent 
contralateral operation were 3month to 8 year. Incidence of 
subsequently developed contralateral hernia was 15.6% in the 
unilateral hernia patients whose symptom presented before the 
age of 1 month. (Conclusion) Careful attention of con-
tralateral inguinal hernia in unilateral hernia is needed. and It 
seems undesirable to explore the contralateral groin in all her-
nia patient because of low incidence of contralateral hernia.
 

X-29

소아에서 복강경 탈장 수술의

초기경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외과학교실

김홍규, 부윤정*

(배경 및 목적) 서혜부 탈장 수술의 원칙은 서혜부 절개

를 통한 복막초상돌기의 절제와 고위결찰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탈장 수술이 시행되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보고되어 왔다. 
최근 들어 절개 수술과 동일한 원리로 복강 내에서 복막

초상돌기를 완전히 절제하고 봉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재발률을 현저히 줄인 보고들이 발표되었다. 본 저자는 

서혜부 탈장 수술에 복강경을 이용하여 복막초상돌기를 

완전 절제 후 결찰하는 수술 방법을 사용하여 전향적으

로 환자를 추적 관찰하고 그 초기 경험을 보고하는 바이

다. (대상 및 방법) 2008년 11월부터 서혜부 탈장으로 내

원한 환자 중 보호자에게 절개 수술 및 복강경 수술에 

대해 설명한 후 복강경 수술을 원하는 경우 동의하에 연

구에 포함하 다. 수술은 소아용 복강경 및 기구를 이용

하여 복강 내에서 복막초상돌기를 완전 절제 후 봉합하

는 방법을 사용하 고 수술 후 당일 퇴원을 원칙으로 하

다. 수술 후 외래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합병증 및 

재발 유무를 확인하 다. (결과) 현재까지 총 67명의 환

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일측성 탈장에서 반대측 복막

초상돌기가 개존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0.8% (32/63)
다. 반대측 복막초상돌기가 열려있는 경우 모두 복강 

내에서 봉합을 실시하 다. 평균 수술 시간은 일측성의 

경우 35분 양측성의 경우 43분이었다. 수술 후 경미한 음

낭 혈종 1예 발생하 고 그 외 다른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시성 대측 탈장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

지 전 예에서 재발없이 추적 관찰 중이다. (결론) 소아에

서 복강경 탈장 수술은 안전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술법으로 향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 및 기존의 절개 수

술과 전향적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다.
 

X-30

소아 간이식 후 발생한 후내측

횡격막 탈장: 증례보고 4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과학교실

정수민, 문석배, 신현백, 서정민, 이석구*

(배경 및 목적) 소아 말기 간질환에서 간이식술은 현재 

표준치료로 정착되어 있다. 소아 간이식 후 발생하는 합

병증으로는 감염과 이식편 거부반응 등의 내과적 합병증

과 혈관 문합부 관련, 내지는 담도계 관련 외과적 합병

증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이식 후 발생하는 횡

격막 탈장은 지금까지 보고된 수가 많지 않으며 횡격막 

결손의 위치도 불분명하게 기술되어 왔다. 저자들은 본

원에서 소아 간이식 후 발생한 횡격막 후내측 탈장 4례
에 대한 치료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4명 중 3
명이 여아 으며, 간이식 당시의 나이는 6개월에서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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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중은 7.4kg∼19.4kg 다. 2명이 담도폐쇄증으로 

간이식을 받았고, 나머지는 각각 혈관내피종, 혈관 육종

으로 간이식을 받았다. 4명 모두 좌 외측 구역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이었으며, 이식편 대 수여자 중량비는 1.62에
서 3.77이었다. 횡격막 탈장은 이식 후 28일∼7개월에 발

생하 다. 단순흉부촬 으로 흉곽 내 장음 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었으며, 1례에서는 흉곽 내 종괴 음 이 보

여 흉부 전산화단층촬 을 더하여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었다. 수술은 이전의 절개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예에서 우측 횡격막 후내측의 결손을 통해 탈장낭 

없이 횡행결장 및 소장 일부가 탈장된 것이 관찰되었다. 
장의 교액성 변화는 없었으며, 도수 정복 후 횡격막의 

일차 봉합이 가능하 다. 수술 후 흉관은 거치하지 않았

다. 탈장 복원 수술 후 현재까지 재발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표 1). 저자들은 소아 간이식 후 우측 횡격막 후내

측 구역을 통해 발생한 횡격막 탈장을 4례 경험하 으

며, 횡격막 일차 봉합으로 치료되었다. 우측 횡격막 후내

측 결손은 간의 무장막 구역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이부분에서의 수술적 조작과 관련된 횡격막 손상이 

탈장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Table 1.  Pre- and post-transplant clinical characteristics

X-31

소아에서 복강경으로 교정한 좌측 

십이지장 주위 탈장 1예 보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해운대백병원 외과학교실

남소현*, 김관우

(배경 및 목적) 복강 내 탈장은 장폐색증 환자의 0.2∼
0.9%에서 나타나는 드문 질환으로, 이 중 십이지장 주위

탈장이 30∼53%를 차지한다. 저자는 소아에서 간헐적인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좌측 십이지장 탈장을 

진단하고 복강경적 교정술을 시행한 환자를 보고한다. 
(증례) 12세 여자 환자가 1개월전부터 1주일에 4번 정도 

보건실을 찾는 좌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본원 소아과에 

내원하 다. 과거력 상 특이소견 없었으며,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에서 위가 심하게 확장되어 있었으며, 상부 소

장만이 국한적으로 좌상측으로 몰려 있으며 막에 의해 

분리되는 소견을 보 다. 장의 이상 회전은 없었으며, 장
간막의 이상 소견 및 장폐색은 동반되지 않았다. 좌측 

십이지장 곁 탈장 의증하에 소아외과로 의뢰되었다. 환

자는 160cm, 46Kg 이었고 평소 과식 후에는 소화 불량 

및 구토감을 호소하여 소식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복통 

이외에 수반되는 증상은 없었으며 복통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소실되는 양상을 보 다. 소장 조 술 검사를 시

행하 으며, 조 제는 근위부 소장을 통과하면서 좌상복

부에만 국한되어 약 5cm 가량의 sac 안으로만 채워지고 

있었으며, 이후 원위부 소장으로 막힘없이 지나갔다. 좌
측 십이지장 곁 탈장 진단 후 전신 마취하에 복강경 교

정술을 계획하고, 배꼽 하방, 우상, 좌상, 우하, 좌하복부

에 5mm 투관침 5개를 삽입하 다. 상방의 두 trocar 로는 

transverse colon을 머리쪽으로 들어 견인하 으며, 이를 

들어올리자 Treitz 인대와 하장간막 정맥 사이로 커다란 

탈장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탈장낭 안에 근위부 소장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이를 복원하고 탈장낭을 제거하는 

대신 plication 하여 근위부 십이지장의 장간막과 prolene 
4-0로 봉합하여 하장간막 정맥 바로 외측에 새로운 Tretiz 
ligament 를 만들어 주었다. 환자는 합병증 없이 수술 후 

5일째 퇴원하 으며 이후 증상 호전되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결론) 드문 질환인 좌측 십이지장 주위 탈장을 

소아에서 진단하여 복강경으로 성공적으로 교정하 기

에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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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2

산전진찰에서 발견된 요막관 낭종 

(allantoic cyst): 요막관 개존 

(patent urachus)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과학교실

김지영, 신현백, 문석배, 서정민*, 이석구

(배경 및 목적) 태아 탯줄에 발생하는 낭종의 종류로는 

워튼연육 (Wharton’s jelly)의 퇴화로 발생하는 가성 낭종

의 일종인 양막봉입낭종 (amnion inclusion cyst)과 진성 낭

종으로 분류되는 비뇨상피세포로 둘러쌓인 요막관 낭종 

(allantoic cyst)내지는 위장관 상피세포로 둘러쌓인 탯줄 

장간막 관 낭종 (omphalomesenteric duct cyst)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요막관 낭종은 태아 시기에 탯줄과 방광 사

이의 연결인 요막 (allantois)이 막히지 않고 남아서 생기

는 것으로, 산전초음파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견되나 산

후에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산전 

초음파에서 발견된 요막관 물혹이 산후에까지 지속되며 

요막관 개존을 동반한 사례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

이다. (증례) 29세 산모에게서 재태연령 39주 6일, 출생 

체중 3.2Kg로 태어난 남아가 임신 21주 산전진찰에서 발

견된 탯줄의 낭종을 주소로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

로 이송되었다. 환아의 활력징후는 양호하 으며, 탯줄의 

낭종 이외에 다른 육안적인 기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낭
종의 직경은 3cm으로 탯줄의 기저부에 위치하고 있었으

며, 낭종 내부에 선홍색의 신선 조직이 비쳐보 다. 내원 

당시에 이미 낭종의 열상을 동반하고 있었다. 도뇨관 삽

관 후 방광으로 식염수를 주입하 을 때 낭종이 식염수

로 차오르며 열상을 통해 배액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요
막관 개존이 동반된 요막관 낭종 진단 하에 출생 다음날 

수술을 시행하 다. 제대 혈관은 정상 소견이었으며, 낭
종을 통해 비쳐보 던 신선조직은 개존된 요막관이었다. 
낭종과 함께 요막관을 절제한 후 방광을 복구하 다. 환
아는 수술 후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하여 수술 제 8일째 

퇴원하 다. 저자들은 산전 진찰에서 발견된 요막관 낭

종이 출생 후까지 지속되며 요막관 개존을 동반한 사례

를 치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