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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tra-abdominal adhesion related to prior abdom-
inal surgery is the most common cause of small bowel
obstruction (SBO). However, there are subsets of patients
with SBO without a history of previous operation. We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atients.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311 patients underwent oper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etween Jan. 1994 and
Oct. 2005 were review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incidence, etiology, diagnostic method, preoperative hos-
pital stay, operative findings and methods, complication
rates, postoperative hospital stay, re-admission rate, and
reoperation rate of SBO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patients with a history of
previous operation. Results: Among the 311 patients (54.4
±14.7 yr, M：F=1.5：1), 48 patients (15.3%) had no
history of operation. The etiologies of SBO without a
history of operation were malignancy (23.0%), bezoar
(14.5%), adhesion (10.4%), Crohn’sdisease (10.4%), tuber-
culosis (8.3%), and appendicitis (8.3%). SBO without prior
abdominal surgery showed a longer preoperative hospital
stay, whic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ccuracies
of CT and small bowel series among patients without a
history of operation were 68.4% and 54.5%, respectively.
SBO without prior abdominal surgery showed a lower
complication rate (8.3% vs. 26.6%, P= 0.006) and shorter
postoperative hospital stays (12.7±6.9 days vs. 16.1±10.4
days, P= 0.032). Conclusions: Among the patients who
underwent an operation for SBO, 15.3% had no history
of previous operation. The most common cause of SBO
without a history of operation was malignancy. SBO

without a history of operation showed a lower com-
plication rate and a shorter postoperative hospital stay
compared with SBO with a history of operation. JKorean
Soc Coloproctol 2007;2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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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폐쇄, 원인

서 론

소장 폐쇄는 흔히 접하게 되는 외과적 질환이며 가

장 흔한 원인으로는 복부 수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에

서 발생하는 복강 내 유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로는 수술로 인한 복강 내 유착이

전체 소장 폐쇄 원인의 50∼75%를 차지하고 있다.
1-4

개복 수술이 증가하면서 유착으로 인한 소장 폐쇄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장 폐쇄는 개복 수술을 받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발생한다.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소장 폐쇄

는 비록 흔하지 않지만 탈장, 종양, 장중첩증, 크론병,

분석(bezoar)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

징이 있다.
1-4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소장 폐

쇄는 원인이 다양하므로 임상 진단에 어려움이 있어

수술 결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소장 폐쇄의 원인과 빈

도는 시대 및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장폐쇄를 일으키는 원인의 분포가

변화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의 소장 폐

쇄가 전체 소장 폐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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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빈도에 대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수술 전 방

사선학적 진단 방법의 정확도와 수술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여 복부 수술력이 있는 환자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진단 및 치료 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 다.

방 법

1994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소장 폐쇄로 진단

받고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에 입원하여 수술 받은 311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 고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 받은 환자와

소장 폐쇄로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는 모두 제외하 으며 대장 및 십이지장 폐쇄도

제외하 다. 이들 환자 중 복부 수술력이 있는 경우

(263예)와 복부 수술력이 없는 경우(48예)로 나누어 나

이, 성별, 폐쇄의원인및 연령에 따른 분포, CT와 소장

조 술의 정확도, 수술 전후 입원 기간, 수술의 적응

증, 수술 방법, 수술 소견, 합병증, 수술 후 재입원율

및 재수술률 등을 비교 분석하 다. 수술 소견은 천공

및 괴사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 다. 재입원율은 각 군

의 전체 환자 중 횟수에관계 없이 소장 폐쇄의 재발로

인해 입원하거나 24시간 이상 응급실에 체류한 경우

가 있었던 환자의 비율로 정의하고, 재수술률은 각 군

의 전체 환자 중 소장 폐쇄의 재발로 인하여 한 번 이

상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비율로 정의하 다. 소장 폐

쇄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임상증상, 방사선 소견, 수술

소견과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려졌다.

수술 후 평균 추적기간은 수술력이 없는 환자와 수술

력이 있는 환자에서각각 50.4±41.2개월, 57.7±41.3개

월이었다.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 12.0을 이용하 고, 양

군에서 검사의 정확도, 수술 소견, 합병증, 수술 종류

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시행하 으며, 수술 전후 입

원기간, 재입원율, 재수술률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

정을 이용하 다. P-value는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Fig. 1. Intussusception caused by metastasis from lung cancer in patient without history of previous abdominal operation. (A)

At operation, jejunojejunal intussusception with palpable leading point was found. (B) The mucosal surface reveals well

demarcated protruding mass that is proved to be metastatic squamous cell carcinoma (black arrows).

Table 1. Small bowel obstruction in patients without history
of previous abdominal operation

Disease No. of case (%)

Malignancy 11 (23.0)

Bezoar 7 (14.5)

Adhesion 5 (10.4)

Crohn's disease 5 (10.4)

Appendicitis 4 (8.3)

Tuberculosis 4 (8.3)

Intussusception 4 (8.3)

Hernia 3 (6.3)

Pseudoobstruction 2 (4.2)

Mesenteric torsion 1 (2.1)

Acute jejunitis 1 (2.1)

Behcet enteritis 1 (2.1)

Total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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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연령 및 성별

수술력이 있는 환자(55.1±13.9세, 남：여=1.7：1)와

수술력이 없는 환자(50.9±18.1세, 남：여=0.9：1)에서

연령, 성별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소장 폐쇄의 빈도 및 원인

소장 폐쇄로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 받은 311명의

환자 중 복부 수술력이 없는 환자는 48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수술력이 없는 환자들에서 소장 폐

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악성종양, 분석, 유착 등이었다

(Table 1). 악성종양은 총 11예가 있었는데 림프종 5예,

선암 4예, 흑색종에 의한 복강 내 파종 1예, 폐암에 의

한 복강 내 파종 1예가 있었다. 장중첩증은 4예가 있었

고, 그 원인으로 지방종, 염증성 폴립, 폐암의 소장 점

막 내 전이, 그리고 원인이 없었던 경우가 각각 1예씩

있었다(Fig. 1). 탈장은 서혜부 탈장이 1예, 폐쇄공 탈

장이 2예가 있었다(Fig. 2). 가성 폐쇄는 신경원성소장

이형성증, 당뇨로 인한 가성폐쇄가 각각 1예씩 있었

다.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30세 이전에는 크론병, 3

1∼70세에는 악성종양, 70세 이상에서는 탈장의 비율

이 높았다. 복부 수술력이 있는 환자들에서 소장 폐쇄

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유착, 재발성 악성종양이었다

(Table 2).

3) 수술 전 진단 방법 및 입원기간

수술력이없는 환자와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서 CT는

각각 68.4% (26/38), 75.5% (120/159)의 정확도를 보

고, 소장 조 술은 각각 54.5% (6/11), 45.0% (10/22)의

정확도를 보 다(Table 3). 수술 전 입원기간은 수술력

이 없는 환자에서 6.4±8.1일,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서

5.6±8.7일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3. Comparison of accuracy of preoperative diagnostic study between patients with history and without history of operation

No history of operation (n=48) History of operation (n=263) P-value

Abdominal CT 68.4% (n=38) 75.5% (n=159) NS

Small bowel series 54.5% (n=11) 45.0% (n= 22) NS

Fig. 2. Obturator hernia in pati-

ent without history of previous ab-

dominal operation. (A) Plain ab-

dominal radiographs shows mul-

tiple distended small bowel loops

compatible with small bowel ob-

struction. (B) The abdominal CT

shows that herniated small bowel

is located between right pecti-

neus muscle and external obtura-

tor muscle (white arrow).

Table 2. Small bowel obstruction in patients with history of
previous abdominal operation

Disease No. of case (%)

Adhesion 210 (79.8)

Malignancy 32 (12.2)

RT enteritis 9 (3.5)

Bezoar 5 (1.9)

Tuberculosis 3 (1.1)

Crohn’s disease 3 (1.1)

Appendicitis 1 (0.4)

Total 2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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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술 적응증, 수술 소견, 수술 방법, 수술 후 합병

증 및 치료 결과

수술의 적응증으로는 복부 수술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보존적 치료 후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시행한 경

우가 19예, 장괴사 및 천공으로 응급수술을 시행한 경

우가 9예, 수술 전 진단으로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20예 있었다. 복부 수술력이 있는 환자

에서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가 123예, 응

급수술을 요한 경우가 51예, 수술 전 진단으로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시행한 경우 6예가 있었다. 양 군 간

에 수술 소견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

술 방법에서 복부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소장 절제

술의 비율이 높고 유착 박리술 및 우회술의 비율이 유

의하게낮았다(P=0.000). 복부수술력이없는환자들의

수술 후 합병증의 빈도는 8.3%로 수술력이 있는 환자

의 26.6%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6).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12.7±6.9일로 수술력

이 있는 환자의 16.1±10.4일보다 유의하게 짧았다

(P=0.03). 수술 후 증상 재발로 재입원한 비율은 수술

력이 없는 환자에서 12.5%, 수술력이 있는 환자의 경

우 8.0% 으며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4). 수술

후 합병증은 창상 감염의 비율이 양 군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5).

고 찰

소장 폐쇄는 주로 탈장, 장중첩증, 종양에 의하여 발

생하 으나, 1930년 이후에는 유착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었다.
4
Miller등

1
의 2000년보고에서유착은소장폐쇄

원인의 74%를 차지하 고, 최 등
2
은 1977년을 기준으로

유착이 50.6%에서 59.7%로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Table 4. Comparison of preoperative hospital stay, operative findings and methods, complication rates, postoperative hospital
stay and follow-up periods between patients with history and without history of operation

No history of operation History of operation
P-value

(n=48) (n=263)

Preoperative hospital stay (days) 6.4±8.1 5.6±8.7 NS
Operative findings NS
Strangulation (%) 12.5 12.6
Perforation (%) 6.2 3.4
None (%) 81.3 84.0

Operative methods 0.000
Adhesiolysis (%) 2.1 30.4
Resection (%) 68.8 45.6
Bypass surgery (%) 4.2 13.3
Resection and bypass (%) 0.0 3.4
Others (%) 25.0* 7.2

†

Outcome
Complication rate (%) 8.3 26.6 0.006
Postoperative hospital stay (days) 12.7±6.9 16.1±10.4 0.032

Follow-up
Readmission due to obstruction (%) 12.5 8.0 NS
Reoperation due to obstruction (%) 6.3 5.3 NS

*Bezoar removal (5), appendectomy (4), mesenteric torsion reduction (1), incidental appendectomy (1), intraoperative endoscopic

multiple biopsy (1),
†
Stomy (11), bezoar removal (4), plasty (2), appendectomy (1).

Table 5. Comparison of complications between patients with
history and without history of operation

No history History of
of operation (%) operation (%)

Wound infection 3 (6.2) 41 (15.6)

Respiratory problem 1 (2.1) 11 (4.2)

Post operative ileus 9 (3.4)

Anastomosis disruption 2 (0.8)

Others* 7 (2.6)

Total 4 (8.3) 70 (26.6)

*Diarrhea (2), SIADH (1), hyperbilirubinemia (1), acute

myocardial infarct (1), acute renal failure (1), DI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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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복부수술이증가함에따라유착으로인한소장폐

쇄의 상대적인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2-4
반면, 유착을제외한소장폐쇄의원인은상대적

으로감소하고있으며본연구에서는수술후발생한유

착을 제외한 원인에 의한 소장 폐쇄가 32.5% 다.

소장 종양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며, 검사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진단을 내리기가어려운 질환이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소장 종양은 수술력이 없는 소장 폐쇄

환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또한, 여러 연

구에 따르면 소장 종양은 흔히 소장 폐쇄의 임상 소견

을 보 다. Johnson 등
5
의 보고에서 55예의 소장 종양

중 23%에서, Catena등
6
은 34예의소장종양중 76.4%에

서 소장 폐쇄의 임상 소견이 나타났으며, Brophy와

Cahow
7
의 보고에서 45예의 소장 종양 중 33.3%가 소장

폐쇄로 응급 수술을 시행하 다. 따라서, 수술력이 없

는소장폐쇄환자에서는소장종양의가능성을반드시

고려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분석(bezoar)은 소장 폐쇄의 원인 중 1∼2%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4
분석은 부분위절제술이나 미

주신경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연구에 따르면 50.0∼57.9%

에서 위부분절제술 또는 미주신경절제술의 수술력이

있다고 보고하 다.
8,9
그러나, 본 연구에서분석은수술

력이있는전체환자군에서분석이 차지하는비율은 매

우 낮았다. 반면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는 분석이

14.5% (7예)의 빈도로 나타나 수술력이 있는 환자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Grainger
10
에 따르면 수술 후 발생하는 유착은 일반

적으로 복막 손상으로 인하여 섬유 용해 능력이 결핍

되면서 생겨나며 여러 염증 세포와 cytokine이 관여한

다고 알려져 있다.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유착이 발

생하는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유착은 아

마도 외상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으로 인하여 미세한

복막 손상이 있었으며 국소적으로 발생한 염증이 소

실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 등
4
에 따르면 크론병이 전체 소장 폐쇄 원인의

1.2%를 차지하 고, Miller 등
1
은 7%로 보고하여 수술

후 발생한 유착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소장 폐쇄의

원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병이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세번째로 흔한 원인이었다. 특히, 크론병에

의한 소장 폐쇄는 수술력이 없는 환자 중 모두 40세

이하에서 발생하 고, 40세 이하의 소장 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충수돌기염은 소장 폐쇄를 유발시키는 드문 원인

중에 하나이다. Harris와 Rudolf
11
는 1,114예의 충수돌

기염 수술례 분석중 10예에서 충수 돌기염이 소장 폐

쇄의 임상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고, 본 연구

에서도 충수 돌기염이 전체 소장 폐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충수돌기염에 의한 소장 폐쇄는

두가지 임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Harris와 Rudolf
11

의 보고에 따르면 10예의 환자 모두가 수술력이 없었

고, 40세 이상의 경우가 8예 다. 본 연구에서도 수술

력이 없는 환자에서 충수돌기염은 비교적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40세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하 다. 따라서, 복부 수술력이 없는 고령의 소장

폐쇄 환자에서는 충수돌기염에 의한 소장 폐쇄의 가

능성을 감별진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결핵은 증상 및 이학적 소견이 모호하여 장결핵에

의한 소장 폐쇄의 빈도가 낮아 수술 전 진단이 쉽지 않

다. 장결핵에의한소장폐쇄는소장폐쇄전체중 1.2∼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4
박 등

12
은 장결핵으로 수술

을시행한 60예에서소장폐쇄의빈도를 8.3%로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소장 폐쇄 환자에서 장결핵

의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장

결핵에 의한 소장 폐쇄는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증가하므로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

서는 장결핵에 의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중첩은 소아에서 흔하지만, 성인에서는 비교적드

물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소장 폐

쇄에서 장중첩의 비율은 21∼28%로 보고되었고,
2-4
성

인에서의 장중첩의 빈도는 전체 장중첩의 12∼16%

다.
13,14
본연구에서는성인환자에서발생한소장폐쇄

환자 중 4예(1.3%)에서 장중첩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전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인 장중

첩은 소아 장중첩과는 달리 악성종양에 의해 발생하

는 빈도가 높다. Azar와 Berger
15
는 성인 장중첩의 93%

에서 원인이 있고, 48%에서 악성 종양에 의한 장중첩

이 발생하므로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 다. 윤 등
16
은 13예의 성인 장중첩 분

석에서 46%의 악성종양에 의한 장중첩을 보고하 고

본 연구에서도 악성 종양에 의한 장중첩이 1예가 있었

다. 따라서, 성인 환자에서 장중첩에 의한 소장 폐쇄는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장 폐쇄의 원인은 최근 반세기 동안 변화를 거쳐

왔는데, 특히 탈장 교정술의 보편화로 탈장에 의한 소

장 폐쇄의 빈도가 감소하 다. McEntee 등
17
의 1987년

보고에 따르면 228명의 소장 폐쇄의 원인 중 감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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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이 25% 으며, Miller 등
1
의 2000년 보고에서는

552명의 환자에서 소장 폐쇄의 원인으로 탈장이 2%로

나타났다. 한편, Chiedozi 등
18
에 따르면 316명의 아프

리카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1980년 보고에서 탈장

이 소장 폐쇄의 원인의 86%를 차지하여 탈장 교정술

이 보편화되지 않은 후진국에서 상대적으로 탈장에

의한소장 폐쇄의빈도가높은것으로 알려졌다.
19,20
국

내 보고에서는 1979년에 정 등
4
은 소장 폐쇄의 원인

중 탈장의 비율을 12.4%, 1986년에 최 등
2
은 8.6%,

1988년에 김과 최
3
는 3.9%로 보고하 고, 본 연구에서

는 311명의 환자 중 탈장은 3예(0.95%)로 나타나 국내

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장에 의한 소장 폐쇄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었다.

수술 전 CT의 정확도는 수술력이 있는 환자와 수술

력이 없는 환자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고, 소장 조

술의 경우에도 양 군 간의 정확도에 통계적인 차이

가 없었다. 수술력이 없는 환자군에서 CT와 소장 조

술의 정확도를 비교하 을 때, CT가 소장 조 술에 비

하여 수술 전 소장 폐쇄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높았고,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서도 CT의 정

확도가 높았다.

수술 소견에서 양 군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진단과 수술이 지연

됨으로써 괴사나 천공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술 방법에는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는유착박리술이나

우회술의 빈도가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 비하여 낮았

는데, 이는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복강 내 유착으로

인한 소장 폐쇄의 빈도가 낮고 악성종양의 경우 근치

적 절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 론

수술력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소장 폐쇄는 다양

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원인으로는악성종양, 분

석, 유착, 크론병 등이 있었다. 수술력이 없는 소장 폐

쇄는 수술력이 있는 환자와 비교할 때 수술 후 합병증

이 적고 수술 후 입원기간이 짧았으며 재입원율 및 재

수술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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