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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발견된 성인 소장형 장중첩증의 보존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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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ve Management of Adult Small Bowel Intussusception Detected at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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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he incidence of adult small bowel intussusception detected at CT has increased with advanced imaging 
techniques and universal utilization of CT scan. We aimed to identify factors that could predict the necessity of surgical intervention 
in adult patients with small bowel intussusception detected at CT during the past decade.
Methods: There were 39 cases of adult small-bowel intussusception detected at CT from January 2004 to June 2014. The 
data on clinical factors, radiological factors and outcomes were collected by retrospectively reviewing all available medical 
records. Patients were classified as surgical group and conservative group according to the outcome. Association between 
predictive factors and outcome was assessed by Fisher’s exact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Among a total of 39 patients, there were 32 patients (82%) in the conservative group and 7 patients (18%) in the 
surgical group. Spontaneous reduction was confirmed at short-term follow-up studies (abdominal ultrasonography [n=14], single 
contrast small bowel series [n=14], CT [n=4]) in the conservative group. No recurrence occurred during the median follow-up 
period of 14.1 months (range, 0-67.5 months). Patients in the surgical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white blood cell (WBC) 
counts (OR 1.001, p=0.048), more frequent obstruction (n=4 vs. n=4, p=0.022) or leading point (n=5 vs. n=0, p＜0.001) 
and longer intussuception length (OR 1.929, p=0.032). 
Conclusions: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ecessity to resort to surgical intervention in adults with small bowel intussusceptions 
were higher WBC counts, presence of obstruction or leading point, and longer intussuception length. Conservative management 
can be considered with short-term follow-up for those without these predictive factors. (Korean J Gastroenterol 2015;65: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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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인에서 발생한 장중첩증은 대부분이 특발성으로 발생하

는 소아와는 달리 90%가 기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중첩증의 발생 위치에 따라 원인이 되는 악성 종양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장중첩증이 대장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악성 종양이 60-70% 정도로 가장 많고, 소장형인 경우에

는 양성종양이 30-50%이며 악성 종양은 10-25% 정도만 보고

되고 있다.1,2

과거에는 성인에서 발생한 장중첩증은 악성종양과 연관성

이 높고 수술 전 영상의학적 검사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탐색 

개복술로 원인을 확인하였지만, 최근에는 해상도와 대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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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cations for Abdominal CT (n=39)

Indication for abdominal CT Number (%)

Gastrointestinal symptoms 28 (71.8)
Non-gastrointestinal condition 6 (15.4)
Cancer surveillance 4 (10.3)
Trauma 1 (2.5)

개선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을 수술 전 시행하여 장중첩

증의 유무 및 선두점(leading point)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며,3,4 이로 인해 장중첩증이 수술 이

전에 발견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1955-1978년까지 국외 

단일 기관에서 수술로 진단된 성인의 소장형 장중첩증과 

1983-2008년 동안 동일 기관에서 CT 및 수술적 방법을 통해 

진단된 소장형 장중첩증의 빈도를 비교하였을 때, 후자에서 

2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를 근거로 영상의학적 진단 기술의 

발달로 선두점이 없는 우연히 발견되는 소장형 장중첩증이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5,6 과거 장중첩증은 장폐쇄 수술 중 발

견되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술 전 CT 검사를 통한 발

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소장형 장중첩증의 발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복부증상이 없이 CT에서 우연히 발

견된 소장형 장중첩증을 수술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통해 자연 

정복되었다는 보고 뿐만 아니라7 복부 증상이 있어도 미약하

고 응급 수술을 필요로 하는 뚜렷한 복막자극이 없으며 장관

의 병변으로 선두점이 없는 예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연

구도 있었다.8,9 따라서 CT에서 발견된 소장형 성인의 장중첩

증을 전통적인 치료 관점으로 모두 수술을 해야 될지 논쟁이 

되고 있다.10

하지만 국내에서는 수술을 시행한 장중첩증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으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장형 장중첩증에 대

해서는 증례만 보고되었다.11 이 연구에서는 국내 단일기관에

서 복부 CT를 통해 진단된 소장형 장중첩증 환자 중에서 수

술 시행군과 보존적 치료 시행군의 임상 양상 및 위험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명지병원에서 200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복부 CT를 시행한 총 24,363명의 환자들 중 소장형 장중첩증

을 진단받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CT검사를 

시행하게 된 이유, 환자의 나이, 내원 시 혈액검사, 주소, 과거 

복부수술 여부 및 복부외상 유무, 이학적 검사, 체온 등을 의

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CT는 복부 영상의

학과 전문의가 임상정보 및 수술 여부 등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재판독하였고, 모든 영상은 GE Light speed VCT 

64 CT (GE Healthcare, Milwaukee, WI, USA)와 Phillips 

MX8000 IDT 16 (Philips Medical Systems, Best, the 

Netherlands)로 촬영하였다. 장중첩증은 하나 이상의 이미지

에서 장 내부에 장이 함입되어 있는 경우로(bowel-with-

in-bowel appearance) 정의하였고, 장중첩증의 선두점 및 장

폐쇄를 같이 기술하였다. 장중첩증의 길이는 해당분절 종축의 

가장 긴 길이로 정의하였고, 장중첩증의 직경은 해당분절에서 

외측에 위치한 장의 가장 긴 횡축 길이로서 종축의 직각에 

해당하는 길이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이번 연구는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 심사위원회

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no. 14-045).

2. 분석방법

CT에서 발견된 성인 소장형 장중첩증의 환자 중 장중첩증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시행한 환자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임상 경과관찰과 단기추적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소장조영

술, 복부 CT)를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

stics version 19.0 (IBM Co., Armonk, NY, USA)으로 하였

으며 p-value는 0.05 미만을 유의한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복부 CT검사를 받은 총 24,363명의 환자들 중 장중첩증을 

진단받은 20세 이상의 성인은 60명이었으며(0.24%) 이 중 소

장-소장형(enteroenteric type) 43명, 대장-대장형(colocolic 

type) 10명, 회장-대장형(ileocolic type) 7명이었고, 위-소장

형(gastroenteric type) 형태는 없었다. 소장-소장형 장중첩증 

환자 43명 중 추적관찰이 불가능하였던 4명의 경우는 제외하

였다. 평균연령은 46.4세(20-83세)로 50세 이상 18명, 50세 

미만은 21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명

(51.2%)과 19명(48.8%)이었다. 복부증상을 감별하기 위해 CT

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28명(71.8%)이었고, 소화기적 증상 이

외에 2차적 고혈압 감별(2명), 검진(3명), 요관결석(1명) 등을 

이유로 시행한 경우가 6명이었다. 4명은 암환자로 정기 추적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외상 때문에 검사

를 시행하였다(Table 1). 39명 중 31명은 복부 증상을 동반하

였는데 복통이 28명(71.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설사가 

9명(23.1%)이었지만, 무증상 환자도 8명(20.5%)이었다. 증상

기간은 48시간 이상이었던 환자가 21명(53.8%)으로 만성적이

었다. CT에서 선두점이 있었던 환자는 5명(12.8%)이었으며 

모두 수술을 시행하였다. 장폐쇄 소견은 8명으로(20.5%) 이 

중 3명은 선두점이 있었고 1명은 단기 추적검사에서 장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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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wo Groups with Adult Small Bowel Intussusceptions Detected at CT (n=39)

Variable Surgical group (n=7) Conservative group (n=32) p-value Total

Patient 7 32 39
Age (yr) 61.1±13.8 43.8±17.9 0.057
Gastrointestinal symptom
  Abdominal pain 5 23 1.000 28 (71.8)
  Nausea/vomiting 1 7 1.000 8 (20.5)
  Diarrhea 1 8 1.000 9 (23.1)
  Constipation 2 3 0.196 5 (12.8)
  Bleeding 0 2 1.000 2 (5.1)
  No symptoms 8 (20.5)
Positive physical examination  
  Tenderness 3 14 1.000 17 (43.6)
  Distention 1 1 0.331 2 (5.1)
  Mass 0 0 0
  Fever (>38oC) 0 0 0
History of abdominal surgery 3 3 0.059 6 (15.4)
History of trauma 0 1 1.000 1 (2.5)
Laboratory result 
  WBC counts 10,200±4,834 7,578±2,094 0.048 5 (12.8)
  Anemia (hematocrit ＜33%) 2 2 0.128 9 (16)
Radiological characteristic
  Leading point on CT 5 0 ＜0.001 5 (12.8)
  Obstruction 4 4 0.022 8 (20.5)
  Lymphadenopathy 1 7 1.000 8 (20.5)
  Ascites 0 3 1.000 3 (7.6)
  Bowel edema 0 0 1.000 0 
  Mesenteric fat 4 13 0.677 17 (43.6)
Intussuception length (cm) 7.48±6.40 (1.20-20.3) 3.20±1.74 (0.6-8.8) 0.032 3.97±3.42 (1.2-20.3)
Intussuception diameter (cm) 3.08±1.4 (1.40-4.40) 2.70±0.60 (1.3-3.7) 0.217 2.77±0.69 (1.4-4.4)
Duration of symptoms (hr)
  0-12  2 0 2 (5.1)
  12-24 1 1 2 (5.1)
  24-48 2 4 6 (15.4)
  ＞48 2 19 21 (53.8)

Values are presented as n only, mean±SD, n (%), or mean±SD (range).
p-values for age, length, white blood cell (WBC) counts and diameters were derived from logistic regression model. p-values for others 
(categorical values) were derived from Fisher’s exact test.

증이 지속되어 수술을 받았다(Table 2).

39명 중 7명이 수술을 시행받았다. 선두점에 종양이 있어 

수술한 경우는 5예로 선양성 폴립, 염증성 섬유성 폴립, 점막

하 지방종, 양성 위장관 기질종양 및 메켈 게실 등이 있었으

며, 소장 부분절제수술을 받았다. 1예는 방광암 치료 중 발생

한 장중첩증으로 복강경 탐색술을 시행하였는데 장중첩증은 

환원되어 있었고, 원인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후에 장중첩

증의 재발은 없었다. 나머지 1예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던 

중 수술적 치료로 전환했던 경우였다. 이 고령의 남자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본인의 치료 거부로 인해 

수일 경과 후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는 

유착으로 인한 장중첩증이었다.

32명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로 이 중 28명은 다음

날 단기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초음파 14명, 소장조영술 

14명), 이 중 3명은 장중첩증이 지속되어 2일째 다시 초음파

로 추적검사하였고, 장중첩증은 모두 환원되어 있었다. 4명은 

증상이 미약하여 다음날 추적검사 및 입원을 거부하고 퇴원했

던 환자로 추후 외래에서 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5일 1명, 

2주 3명), 장중첩증은 환원된 소견을 보였다. 추적 관찰기간의 

중간값은 14.1개월(범위 0-67.5개월)이었고 재발한 환자는 없

었다(Fig. 1).

수술적 치료군은 보존적 치료군보다 백혈구 수치가 유의하

게 높았다. 영상학적 소견으로 볼 때 수술적 치료군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군보다 CT에서 장폐쇄 및 선두점이 있는 군에

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장중첩증의 길이가 길수록 수술하

게 될 위험성이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지만(OR 1.929, p= 

0.032) (Table 2),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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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dult small bowel intussusception detected at abdominal CT. (A) Small bowel intussusception with ‘target like appearance’ is detected
at abdominal CT during surveillance of prostate cancer patient (arrow). (B) After 2 years, previously identified small bowel intussusception in
jejunum has completely disappeared without complications.

고    찰

최근 CT검사의 증가로 성인 소장형 장중첩증의 발생이 과

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5 CT검사의 증가로 인해 발견되는 

소장형 장중첩증 중에서 일부는 과거와 달리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연구도 있어,7 수술과 보존적 치료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논쟁이 되고 있다.10

수술을 주장하는 연구에서는 장폐쇄 증상을 동반한 성인 

소장형 장중첩증은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탐색 개복술이나 

복강경 탐색 수술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첫째로는 장

중첩으로 인한 장 허혈을 예방할 수 있고, 둘째로는 잠복된 

암이 장중첩증의 선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12

반면 보존적 치료를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소장형 장중첩

증은 장운동 도중 병적 원인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인데,7 수술 중 소장에서 장의 함입과 자연 정복이 되는 

것을 관찰한 증례보고도 있었다.13 즉 일과성 소장형 장중첩증

으로 장의 합입과 자연정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술

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추적검

사 도중 복부 초음파로 일시적으로 장의 함입과 자연 정복이 

되는 것을 관찰한 예도 있었다. 둘째, 소장형 장중첩증은 복부 

CT검사의 보편화로 인하여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증가하

였다는 것이다.5 이번 연구에서는 39명의 환자 중 8명(20.5%)

이 복부증상 없이 CT검사에서 우연히 소장형 장중첩증이 발

견되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76명의 환자 중 11명(14.4%)의 

CT검사에서 우연히 소장형 장중첩증이 발견되었다.5 소아에

서도 복부 초음파검사의 보편화로 인하여 간헐적 복통, 복부 

종괴, 혈변 등의 증상 없는 소장형 장중첩증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 경우를 무증상 소아 장중첩증이라 하여 공기 정복술 

없이 경과 관찰 및 단기 초음파 관찰을 시행하고 있다.14 셋째, 

선두점 확인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가 

아닐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된 복부 CT 영상을 통해 선두

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10명의 

환자에서 수술 전 선두점 여부를 CT로 확인했으며 수술결과

와 일치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15 이번 연구에서도 CT상 

선두점이 있어 수술한 5명의 환자에서 선두점으로 작용한 양

성종양을 발견하여 소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반면 성인 장

중첩증 치료로 ‘전통적으로 성인 장중첩증은 선두점이 존재한

다’는 전제 아래 CT에서 선두점이 없는 소장형 장중첩증에 

대해 일차적으로 탐색개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장중첩증은 

자연 환원되어 있었고 선두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

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5,8 이번 연구에서도 방광암 

환자의 추적검사 CT에서 선두점 없이 발견된 소장형 장중첩

증을 단기 추적검사한 결과 자연환원되었고, 방광암의 소장 

전이를 감별하기 위해 탐색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음성

소견이었다. 넷째, 소장형 장중첩증 환자의 보존적 치료, 즉 

경과 관찰 및 단기 추적검사로 장중첩증이 자연 정복되는 것

을 확인한 연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 보면 소장형 장중첩

증 170명 중 140명을 대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140명 모두 추적 검사로 장중첩증이 자연 정복된 것을 확인하

였다.8 이 환자들을 2년간 추적 관찰하였으며, 7명(5%)에서 

장중첩증이 재발하였으나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증상이 호전되

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39명 중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32명에 

대한 단기 추적검사에서 자연 정복된 것을 확인하였고, 추적 

관찰기간의 중간값은 14.1개월(범위 0-67.5개월)이었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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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ublished Data on Small Bowel Adult Intussusceptions between Surgical Group (A) and Conservative Group (B)

Study
Frequency of conservative care,

n (%)

Measurement of intussuception (cm), A:B

Mean length Mean diameter

This study (2014) 32/39 (82.0) 7.4:3.2 3.1:2.7
Lvoff et al.9 (2003) 31/37 (83.8) 8.8:4.4 3.7:3.0
Warshauer and Lee16 (1999) 23/29 (79.3) 10.8:4.0 4.0:3.0

발한 환자는 없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장폐쇄증인 경우, 단기 추적 CT검사에서 장중첩증의 자연환

원이 없고 길이가 증가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복부 수술력(p=0.059)이 있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의 실패 및 

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와 이번 연구를 통해 소장형 장중첩

증의 보존적 치료와 관련된 예측인자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수술을 시행한 군보다 보존적 치료군에서 장중

첩증의 평균길이가 더 짧았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보존적 치료

를 시행한 군의 비율도 이번 연구와 유사하였다. 장중첩증의 

평균 직경 또한 보존적 치료군에서 더 짧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9,16 이번 연구에서도 장중첩증의 

길이가 길수록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될 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OR 1.929, p=0.032). 이와 유사한 국외 연

구로 장폐쇄 등 절대적 수술의 적응증이 없고 선행 병변이 

없으며 침범 길이가 3.5 cm 이하인 소장형 장중첩증의 경우 

수술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로 치료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9 

이번 연구에서는 장중첩증의 길이 이외에도 보존적 치료군에

서 백혈구 수치, CT상 선두점, 장폐쇄 소견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적었다. 이번 연구와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볼 때, CT검

사의 증가로 발견된 소장형 장중첩증의 다수가 자연 정복되는 

장중첩증이었다. 따라서 CT에서 발견된 소장형 장중첩증을 

유발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모두 수술하는 것보

다는, CT에서 장중첩증의 선두점이 없고, 장폐쇄가 없으며, 

백혈구 수치가 낮고, 장중첩증의 길이가 짧을 때는 보존적 치

료 및 단기 추적검사를 고려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단일 기관에서 

시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이 되는 환자의 수가 39명으로 많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증례가 적다는 점, 또한 의무기록에 근거

한 후향적 연구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기관의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소장형 장중첩증이 CT에서 발견되지 않는 종양

의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보다 

장기적인 추적검사를 통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기 추적 검사의 선택에 있어, 초음파, CT, 소장조영술 중 

어떠한 방법을 적용할지 통일이 되지 않았다

결론으로 CT에서 발견된 소장형 장중첩증을 전통적 관점

에서 모두 수술하는 것보다는 CT에서 장중첩증의 선두점 유

무, 장폐쇄 여부, 백혈구 수치, 장중첩증의 길이 등을 고려하

여 보존적 치료 및 단기 추적검사를 일차적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수술을 줄여 환자에게 적합

한 치료를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요    약

목적: 복부 CT검사의 증가로 성인 소장형 장중첩증이 증가하

고 있다. 최근 10년간 단일기관에서 성인 소장형 장중첩증의 

치료를 통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특징을 알아보았

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단일기관에서 2004년 1월부터 2014

년 6월까지 복부 CT를 시행한 총 24,363명의 환자들 중 소장

형 장중첩증을 진단받은 20세 이상의 성인 3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수술을 시행한 환자와 보존적 치료를 시행

한 환자로 구분하여 임상적 및 영상의학적 특징에 대하여 후

향적 분석을 하였다.

결과: 39명 중 7명이 수술을 시행했고 나머지 32명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로 단기 추적검사(초음파, CT, 소장조영

술)에서 장중첩증의 자연정복을 확인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에서 추적 관찰기간의 중간값은 14.1개월(범위 

0-67.5개월)이었고 재발한 환자는 없었다. 수술적 치료군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군보다 CT에서 장폐쇄 소견(p=0.011)

과 선두점(p＜0.001)이 있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백혈구 수치가 높을 수록(OR 1.001, p=0.048), 장중첩증의 

길이가 길수록(OR 1.929, p=0.032) 수술하게 될 확률이 높다

는 통계적 결과를 보여 주었다. 

고찰: CT에서 발견된 소장형 장중첩증을 전통적 관점에서 모두 

수술하는 것보다는 CT에서 장중첩증의 선두점 유무, 장폐쇄 여

부, 백혈구 수치, 장중첩증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 

및 단기 추적검사를 일차적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색인단어: 장중첩증; 성인; 소장; 전산화단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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