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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장관 내시경 후 악화된 기종성 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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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ysematous Gastritis Worsened after Upper End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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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ysematous gastritis is an infectious disease in which air is formed in the gastric wall by gas-forming organisms. It is in-
frequently reported but can be fatal without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The stomach is rarely infected because of the acidity of 
the gastric secretions and the rich blood supply. Treatment should be aimed at covering gram-negative organisms and anaerobes us-
ing broad-spectrum intravenous antibiotics, and occasional surgical management in order to enhance survival. Risk factors are 
those that lead to disrupted mucosal integrity, such as corrosive injury, and those that result in an immunosuppressed condition, 
including diabetes mellitus, chronic kidney disease, immunosuppressive drug use, and subsequent invasion by gas-forming 
organisms. We experienced a case of emphysematous gastritis that worsened after endoscopy. Aeration during upper endoscopy ex-
amination can cause barotrauma to the gastric wall with impairment of the mucosal barrier, resulting in the spread of gastric wall 
infection to the whole body. Therefore, we report this case and provide relevant literature review to suggest that early endoscopic 
evaluation can lead to exacerbation of emphysematous gastriti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0;2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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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종성 위염(emphysematous gastritis)은 공기를 생산하는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위벽 내에 공기가 형성되는 질환이다.1 

빈도가 매우 낮아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2 위는 산성 상태의 환

경과 풍부한 혈액 공급으로 감염이 잘 생기지 않는 환경이나 

위점막의 방어 기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체 면역이 약해져 있

는 경우 세균이 침입하여 기종성 위염이 발생할 수 있다.3 선행

인자로는 부식성 물질의 섭취, 당뇨병, 투석 환자, 면역억제제 

사용 등이 있다.4

저자들은 최근 신부전으로 혈액을 투석하는 환자에서 발생한 

기종성 위염의 증례를 경험하였고, 환자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후 패혈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기종성 위염은 국내

에도 보고가 있으나 항생제 치료로 호전 중이다가 침습적 처치 

없이 단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후 악화된 기종성 위염 증

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전례가 없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

자 한다.

증 례

75세 남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발생한 복부 팽만 및 두 차례

의 토혈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15년 전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복막 투석하다 13년 전

부터 현재까지 주 3회 혈액 투석을 한 과거력이 있었고, 가족력 

및 사회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내원 당시 환자는 만성 병색

을 띄고 있었으며, 복부 전반에 걸쳐 압통이 관찰되나 반발 

압통은 없었으며 장음은 감소되어 있었다. 생체징후는 혈압 

130/90 mmHg, 맥박은 분당 85회, 호흡수는 분당 18회, 체온 

36.7oC, 산소포화도 98%로 안정적이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

구 15,340/mm3, 혈색소 14 g/dL, 혈소판 371,000/mm2, C-반

응성 단백 14.40 mg/dL로 백혈구 수치 및 C-반응성 단백이 

상승해 있었다.

복부 단순촬영(Fig. 1)에서 전반적으로 소장이 늘어나 있으나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19.0041&domain=pdf&date_stamp=2020-03-10


74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Vol 20, No 1, March 2020

Fig. 1. Plain abdominal radiographic finding. A plain abdominal X-ray 
obtained with the patient upright shows distention of the small bowel
diameter to more than 2.5 cm, with no differential air-fluid level in the 
same bowel loop.

Fig. 2. CT finding. A contrast-enhanced abdominal CT scan shows 
diffuse wall thickening and irregular collections of gas within the 
gastric wall (arrows).

같은 소장에서 뚜렷한 공기-액체층의 높이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마비성 장폐색이 의심되었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Fig. 2)에서 

위벽이 두꺼워져 있고 공기 음영이 위 분문부에서 상체부의 위벽

에 분포되어 있어 기종성 위염이 의심되었다. 상부위장관 출혈이

있었지만 출혈량이 많지 않고 복부 압통이 있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비위관 삽관을 통하여 위 감압을 하였으며, 소화성 

궤양에 대한 치료로 경정맥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

hibitor) 및 기종성 위염 치료로 ceftriaxone과 metronidazole을 

사용하였다.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 배양검사는 음성이었다. 이틀 

후 복통 및 임상 양상이 완화되는 경과를 보이고 백혈구 수치가 

7,790/mm3로 정상화되어, 악성이나 매독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특수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Fig. 3A). 내시경 검사에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고 위 내 담즙이 섞인 액체의 저류로 인하여 검사가 제한되었으

나 위점막의 부종 및 넓은 미란이 하체부 후벽에 관찰되었다. 그러

나 상부위장관 내시경 다음날부터 38oC 이상의 열이 관찰되었고 

이튿날 C-반응성 단백 40.95 mg/dL, 호흡곤란과 함께 저혈압

(90/30 mmHg)이 확인되어 인공호흡기 치료와 함께 24시간 지속

적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고, 항생제를 meropeneum으로 변경, 

투여하였다. 그 후 혈압 및 혈액검사 소견은 정상이 되어 3일 뒤 

기도관을 제거하였으며, 총 3주간의 입원 치료를 하였다. 혈액 

배양 및 객담 배양 등에서 균주가 자라지 않아 cefpodoxime을 

처방하여 퇴원하였고, 한 달 뒤 외래에서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

경 검사에서 이전에 보이던 위점막 부종 및 미란은 보이지 않았다

(Fig. 3B).

고 찰

기종성 위염은 가스를 형성하는 세균 감염으로 위벽 내에 공

기가 보이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다.1 1889년 처음 보고된 이후

로 전 세계적으로 약 100예 정도만 보고되었을 정도로 드문 질

환이다.5 정상적으로 위는 산성 상태의 환경과 풍부한 혈액 공

급, 견고한 세포 사이의 연결, 위점막의 방어인자로 인하여 감

염이 매운 드문 장기 중 하나이다.3 그러나 위벽의 정상적인 방

어 기전에 문제가 생기면 세균의 직접적인 침투 또는 다른 감

염원에서 혈행성으로 파급되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부식성 

물질의 섭취로 인한 점막의 방어벽 손상, 과도한 음주, 당뇨병, 

투석 환자, 췌장염, 백혈병, 면역억제제 사용, 항암 치료 등 면

역력이 저하된 경우 이러한 감염을 억제하는 요소들의 결함으

로 인하여 기종성 위염이 발생할 수 있다.4 예전에는 기종성 위

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산성 물질 복용, 알코올 

남용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당뇨, 투석 환자, 면역억제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기종성 

위염의 초기 증상은 대개 심한 복통, 복부 팽만, 오심, 구토, 빈

맥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드물게 흑색변 및 토혈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과 연관되어 발열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

다.2 이러한 기종성 위염은 최근까지도 사망률이 60%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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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A) Endoscopic image shows 
edematous change from the antrum to 
the lower body with a large erosion (red 
arrow). (B) Follow-up endoscopy shows
overall improvement of the gastric 
mucosal erosion and edema.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예후에 중요한 

요소이다.2

기종성 위염 외에 감별이 필요한 위벽 내에 공기가 존재하는 

질환은 위 기종(gastric emphysema)이 있다. 위 기종은 압력 

손상, 폐색 등의 원인에 의하여 공기가 약해진 일부 위벽을 통

하여 벽 내로 들어간 것으로, 감염과는 연관이 없고 증상이 없

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으며 대부분 저절로 회

복된다.6,7 따라서 영상 검사에서 위벽 내 공기가 관찰될 때, 기

종성 위염과 위 기종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복통과 열과 같은 

감염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상 증상 외

에도 영상 소견 및 내시경 소견도 차이를 보인다. 컴퓨터단층촬

영에서 위 기종은 위벽에 선형의 공기가 주로 보이는 반면, 기

종성 위염은 낭포 형태의 공기가 더 자주 보이고 두꺼워진 위

벽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8 기종성 위염의 내시경 소

견으로는 위점막의 발적, 다발성 미란과 궤양, 출혈성 또는 괴

사성 삼출물과 취약성 등이 있다.9 기종성 위염에서 균 동정은 

39.6%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균 동정이 되지 않더라도 

환자의 임상 증상과 영상 소견을 가지고도 진단할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 균 동정은 되지 않았지만 복통과 혈액검사에서 감

염 증상이 있었으며, 내시경 검사에서 넓은 다발성 미란이 관찰

되어 위 기종보다는 기종성 위염으로 생각되었다.6,10

기종성 위염의 초기 치료는 비위관 삽관을 통한 위 감압,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전신 감염에 대하여 다량의 수액 요법과 

항생제 조기 사용이다.5,9 가장 흔한 원인균은 Streptococci로 알려

져 있으며 그 외 Escherichia coli, Enterobacter, Staphylococcus 

aureus, Pseudomonas aeruginosa, Clostridium welchii 등이 

보고되고 있다.11 위점막 세균 배양검사나 위액 혹은 혈액 배양검사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검사들을 동시에 시행하면 

원인균의 배양률을 높일 수 있다. 항생제는 그람 음성균과 혐기성 

균주를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로 선택해야 하며 배양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른 항생제를 추가해야 한다.2,3,9 위벽 및 점막의 

불안정성, 봉합면 회복의 지연 때문에 급성기에는 수술이 위험하나 

천공이나 위 경색 혹은 치유 과정에서 협착이 생겼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5,9

국내에서 보고된 기종성 위염은 1예를 제외하고 모두 기종

성 위염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1예에서는 본 증례와 

같이 말기 신부전이 있었다.12-15 그러나 본 증례처럼 상부위장

관 내시경 후 기종성 위염이 악화된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내의 증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증례에서 상

부위장관 내시경 후 기종성 위염이 악화된 원인은 위점막 손상

이 심한 상태에서 내시경 시 시행하는 공기 주입이 위벽에 위

치한 세균을 혈관으로 역류시켜 패혈증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

된다. 이와 유사하게 내시경 점막하 조직검사 후에 생긴 위 기

종을 보고한 증례 보고에서 그 원인을 점막 손상과 높은 위 내

강압으로 추정하였는데,16 본 증례에서는 위점막 방어벽의 손상

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 중 공기 주입으

로 인하여 높아진 위 내강압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급성 화

농성 담관염에서 시행하는 경피적 담배액술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Kadir 등17은 경피적 담배액술 시 다량

의 조영제를 투입하면 불필요한 담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담관

정맥과 담관임파관 역류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담도 내

의 세균이 혈류로 침투하여 패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경피적 담배액술 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담관 내 압력 증가를 시키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영제만 

사용하여 시술을 마치는 것이 시술에 따른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8 기종성 위염이 악성 종양으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고 국내에 위암 유병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환자

가 안정된 상황이라면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위내시경 시행 시 검사 중 공기 주입을 최소화하여 위 내강압

을 많이 증가시키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마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들은 기종성 위염 환자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 후 패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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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악화된 증례를 경험하였고 유발 원인이 상부위장관 내시

경 시 생기는 높은 위 내강압으로 생각되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기종성 위염 환자에서 상부위장관 내

시경 검사를 시행한다면 위 내강압을 많이 증가시키지 않기 위

하여 최소한의 공기 주입만 하고 검사를 빨리 마쳐야 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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