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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taneous gastric perforation of the newborn is a rare, serious and life-threatening
problem. This is surgical emergency because of high mortality. Most historical reports
have described gastric perforation in the neonate as spontaneous cause. But, recent
reviews report the contributing factor including prematurity and mechanical ventilation.
Usually clinician identifies the pneumoperitoneum in simple abdomen X-ray. The final
diagnostic method is surgical finding and the treatment of gastric perforation is immediate
surgical correction. Early diagnosis, hemodynamic monitoring and fluid therapy for
hypovolemia improve outcome. Pseudocyst formation after gastric perforation is very rare
in newborn. We report a rare case of pseudocyst formation after spontaneous gastric
perforation in full term newborn. (J Korean Soc Neonatol 2006;13:273-277)
Key Words : Spontaneous gastric perforation, Pseudocyst
보고하였다. 위자연 천공 후 가성낭종을 형성한 경우
서

는 매우 드물며 이에 저자들은 담즙성 구토와 복부팽

론

만을 주소로 내원한 생후 2일된 신생아에서 진단된
가성 낭종을 형성한 위자연천공 1례를 경험하였기에
위자연천공은 신생아에서 매우 드물지만 진단이 늦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어지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사망률이 높은 외
1)

과적 응급 질환으로 1825년 Siebold 에 의해 처음 보

증

2)

례

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진 등 에 의해 처
음 보고 되었으며 평균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조기
3)

환 아 : 염○희 아기, 생후 2일, 여아

진단 및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다. Leone 등 은 위

주 소 : 생후 1일부터 발생한 담즙성 구토, 복부팽

자연천공 일곱 사례를 보고하며 단 두 사례만이 진정
한 위자연천공이고 나머지 다섯 사례는 괴사성 장염,

만
출생력 및 가족력 : 환아는 재태 기간 38주 1일, 출

식도 기관루와 기계적 환기 등의 선행요인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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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체중 3,280 g으로 외부병원에서 제왕절제술을 통
해 출생한 둘째 아이로 주산기 병력 상 특이 소견 없
었으며 Apgar 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9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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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력 : 환아는 출생 후 2일 째까지 태변을 하루
4-5회로 소량씩 보았으며 소변은 잘 보았다. 출생 후

괴는 없었으며 정상적인 제대 동맥과 제대 정맥이 관
찰되었다.

10% 포도당 용액 20 cc 1회와 반농도 분유 20 cc 2

검사소견 :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9,740/mm

3

회 수유 후 점차 복부가 팽만되었고 3차례의 담즙성

(중성구 72%, 림프구 6%, 단핵구 10%), 혈색소 14.1

구토가 있어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g/dL, 적혈구 용적 42.6%, 혈소판 350,000 /uL 이었

이학적 소견 : 출생 당시 체중 3,280 g (50-75 백
분위수), 신장 52 cm (90 백분위수 이상), 두위 33cm

고 C-반응 단백은 1.35

mg/dL로 증가해 있었다. 일

반화학검사 상 Na 142 mmoL/L, K 4.59 mmol/L,

(25-50 백분위수)로 정상 소견이었으며 외견상 기형

Cl 107.4 mmoL/L, CO2 17.9 mmoL/L, AST 51

이나 청색증은 없었으나 근긴장도와 활동력이 감소된

IU/L, ALT 10 IU/L, BUN 26.8 mg/dL, Creatinine

상태였다. 입원 당시 체온 36.6℃, 심박수 140회/min,

1.08 mg/dL, 단백질 4.93 g/dL, albumin 3.54 g/dL,

호흡수 40회/min, 혈압 87/57 mmHg, 산소포화도 98

총 빌리루빈 6.31 mg/dL이었다. 그 외 소변검사, 대

%이었다. 흉곽의 움직임은 대칭적이었으며 폐의 청진

변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고 혈액배양검사와 소변

소견은 정상이었고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 진

배양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찰 상 복부는 부드러웠으나 복부가 약간 팽만되었고

방사선학적 소견 : 단순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

장음은 저하되어 있었다. 복부 촉진에서 만져지는 종

에서 양측 폐야에는 이상 소견 없었으나 복부에서 양
측 횡경막하에 유리공기상과 함께 심한 소장 마비 소
견이 있었고 수평 광선 복부 방사선 검사에서도 유리
공기상이 나타나 기복증이 관찰되었다(Fig. 1). 또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위창자간막동맥과 위창자 간
막 정맥의 위치는 정상이었으나 소장과 대장 벽이 전
반적으로 부어있었고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었으며 다
른 장기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치료 및 경과 : 환아는 복부팽만 및 담즙성 구토를
주소로 출생 2일에 본원 신생아실에 입원 후 출생 3
일까지 금식 후에도 지속적으로 담즙 양상의 위액이
배액되었고 경한 복부 팽만이 지속되었으며 복부 초
음파 검사 상 복수가 의심되어 복강 천자를 시행하였
다. 복강천자 상 전체적으로 혈액 색을 띠는 11 cc의

A

복수가 배액되었고 복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RBC
Table 1. Findings of Ascite

B
Fig. 1. (A) Plain abdomen shows marked small bowel
distension and free-air on subdiaphragmatic area. (B)
Abdomen lateral X-ray shows marked free-air and
penumoperitoneum.

Gross appearance
Amount
Cell
RBC
WBC
pH
S.G.
Protein
Glucose
LDH
Gram stai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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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y
11 mL
21/µL
3/µL
7.0
1.015
2,860 mg/dL
94 mg/dL
12,650 IU/L
No bacteria
No growth

― 가성 낭종을 형성한 위자연천공 ―

21/µL, WBC 3/µL, pH 7.0, SG 1.015, Protein 2,860

양이 발생하여 위 천공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mg/dL, glucose 94 mg/dL, LDH 12650 IU/L 이었

1965년 Shaw 등 은 개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공

다(Table 1). 복강천자 후에도 복부팽만이 지속되고

기를 주입하여 위를 팽창시키면 위천공이 발생하며

장천공이 의심되어 출생 3일에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

조직학적으로 천공 부위에는 근육층이 없지만 이는

하였다. 복강내에는 150 cc 정도의 혈성 복수가 차

천공 후에 발생하는 비특이적인 소견이라고 보고하였

있었다. 복강의 좌상부에 직경 4 cm 정도의 낭종이

다. 또한 1981년 Holgerson 은 10명의 신생아 부검

있었으며 낭종을 절개했을 때 어두운 적갈색의 체액

을 통해 7명에서 대만곡 부위에 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이 고여 있었고 위저부의 대만곡부에 0.5 cm의 천공

이것은 위의 꼬임이 수유로 인해 악화되며 천공이 발

이 발견되었다. 천공 부위를 덮고 있는 양상의 가성

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후에 Leone 등 은 위자연

낭종이 관찰되었으며 그 외 양측 난소나 소장과 대장

천공 일곱 사례를 보고하며 단 두 사례만이 진정한

등의 다른 장기에는 이상이 없었다. 천공 부위는 단순

위자연천공이고 나머지 다섯 사례는 괴사성 장염, 식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좌측 복부에 배농 고무관을

도 기관루와 기계적 환기 등의 선행요인이 있음을 보

삽입한 후 수술을 마쳤다. 수술 다음날 대변이 배출되

고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위 근육층의 무발생

었고 장음이 들리기 시작하였으며 복부 방사선 검사

으로 위자연천공이 발생한다는 이론은 여러 연구들에

상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2일째 경한

의해 반증되고 있으며 위자연천공의 다른 원인으로는

황달이 있어 광선 치료를 4일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저산소증에 의해 위 조직이 괴사되어 위천공이 발생

6일째 다시 수유를 시작하였으며 수술 후 14일째 다

한다는 이론과 fluid-air trap에 의해 위가 팽창되어

른 후유증 없이 경과 양호하여 퇴원하였다.

천공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

8)

9)

3)

10, 11)

. 또한 기계적 환

기나 경구 배액관에 의한 외상이 원인이 된다는 보고
12)

고

도 있다 . 본 보고의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2일에

찰

수유를 시작한 후 복부팽만과 담즙성 구토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출생 3일에 시행한 개복 수술에서 위의
위자연천공은 전통적으로 특정한 소화기계의 질환

대만곡 부위에 발생한 천공과 이 부위를 덮고 있는

없이 선천적으로 위벽의 근육층이 발달하지 못하여

양상의 직경 4 cm 정도의 가성 낭종이 확인되었다.

1)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25년 Siebold 에 의

본 환아는 출생 후 미숙아 및 기계적 환기 등의 위험

2)

해 처음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진 등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출생 전에 발생한

에 의해 처음 보고 되었으며 평균 사망률은 50% 이

위의 자연 천공 후에 가성 낭종이 형성된 것으로 생

상으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다. 발생

각된다. 위 자연 천공과 관련하여 가성 낭종을 형성한

4)

률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매우 다양한데, Schaffer 에

경우는 아직 보고가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물며 이소성

의하면 일 년에 다섯 사례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하였

췌장 조직이 위 점막에 존재하여 낭종을 형성한 증례

5)

으며 McCormick 는 소아에서 0.12%, 2개월 미만의

13)

의 보고가 있을 뿐이다 .

영아에서 0.25%라고 보고하였다. 다양한 보고들이 있

위자연천공의 임상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

지만 남녀의 발생 빈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인 소견으로는 출생 시 건강하던 아이가 수유 후 임

3, 6)

만삭아 보다는 미숙아에서 발생률이 높다

상 상태가 악화되고 수유를 잘 하지 못하며 구토와

.

위자연천공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이
7)

14)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보인다 . 본 보고의 신생아도

제시되고 있다. 1943년 Herbut 가 위벽의 근육층이

담즙성 구토와 복부 팽만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위 천

선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자연적으로 천공을 일으킨

공의 증상으로 담즙성 구토를 보이는 경우는 드문 경

다고 보고한 이래 이러한 기전에 대한 여러 연구 결

우로 본 보고의 환아에서는 수술 소견이나 검사 소견

7)

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초기에 Herbut 는 선천적으로

에서 담즙성 구토의 원인 인자를 확인 할 수 없었으

위의 대만곡 부위에 근육층이 발달하지 못하고 위 점

나 위 천공의 증상으로 담즙성 구토를 보였다. 복부팽

막이 장막으로만 덮여 있어 위산 등에 의해 쉽게 궤

만이 지속되면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되고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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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저혈류성 쇼크와 저혈압
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천공에 의한 출혈

참 고 문 헌

이 심한 경우 빈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막염이 발
생할 경우 혈액 검사 상 백혈구 수 및 염증 수치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으로는 단순 방사선 검
사에서 기복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립 단순 복부 사
4, 6)

진이나 수평 광선 사진이 도움이 된다

. 또한 복강

내 액체와 소장의 확장은 보이지만 위의 공기 수면
15)

영상은 대개 보이지 않는다 .
위자연천공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
단과 수술적 치료이다. 진단 후 바로 비위관을 삽입하
여 감압시켜주고 금식을 유지하며 수액과 전해질을
주입한다. 생체 징후를 모니터하며 필요시 승압제를
16)

사용하며 광범위 항생제 사용은 필수적이다 . 근본적
인 치료는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이며 수술시 다
발성 천공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드물게 위의 괴
사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위 절제술이 필요하며 다
른 기형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후는 진단 시기 및 수술 시기와 재태 기간에 따
17)

라 다르다. Rosser 등 은 위자연천공이 발생한 신생
아 16명 중 6명이 미숙아로, 미숙아에서의 사망률은
50%이나 만삭아에서는 5%로 보고하고 있으며 Tan
18)

등 은 미숙아 5명의 사망률을 60%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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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등 은 58%의 사망률을 보고하였으며 L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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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소견 등으로 천공이 진단되면 지체 없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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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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