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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성 섬유양 용종 (inflammatory fibroid polyp)은 비

교적 드문 위장관의 양성 점막하 병변으로, 염증세포의 침

윤과 섬유결합조직 및 혈관의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

히 호산구 침윤이 뚜렷하다 (1, 2) 거의 대부분 위에서 단발

성으로 발생하는데, 위를 제외한 위장관에서는 회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저자는 회장에 생긴 

8 cm의 염증성 섬유양 용종이 장중첩증을 일으켜 수술적 

절제를 한 증례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영상 소견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78세 남자가 2주 전부터 시작된 복부 전반에 걸친 통증

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이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

은 수술력 외에 특이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시 시행한 피검

사에서 혈액 내 C-reative protein 수치가 81.5 mg/L, 백

혈구가 12,360 /μL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복부X선촬영검

사에서는 상복부에 뭉쳐진 소장 공기음영이 확인되어 경

도의 소장 폐색이 의심되었다 (Fig. 1). 초음파 검사에서는 

배꼽 아래 8 × 3 cm의 비교적 균질하고 경계가 매끈한 고

형 종괴가 있었으며, 종괴의 내부에는 혈류가 확인되었다. 

또한 회장-회장 장중첩증이 동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2A-C). 추가로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해

당 종괴는 조영 전 17.8 HU에서 조영 후 문맥기 영상에서 

41.0 HU으로 상승하는 경도의 조영증강이 있었고, 경계

는 매끈하며 내부는 균일하였다. 경도의 소장벽 비후와 장

간막 부종, 주위 혈관 확장이 있었으나 소장 괴사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Fig. 3A-C). 

환자는 증상의 호전이 없어 부분 소장절제를 시행 받았

다. 확보된 검체에서 회장에 8 × 3 × 3 cm의 내강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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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커다란 종괴를 확인하였다 (Fig. 4). 현미경 검사 상 

종괴 내부에는 많은 호산구와 섬유모세포가 있었으며, 면

역화학 검사에서 Vimentin에 양성, CD-117 음성, CD-34 

음성 소견을 보였다 (Fig. 4B, C). 최종적으로 종괴는 염증

성 섬유양 용종으로 진단되었다.  

고    찰

염증성 섬유양 용종은 비교적 드문 위장관의 양성 점막

하 병변으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은 불명확하나, 소장

의 부분적 외상이나 호산구성 장염, 만성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염증성 반응 때문일 것이라 믿어지고 있다 (3). 크

기는 0.2 cm에서 12 cm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 (2), 

크기가 작을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크기가 크면 복통, 장

폐색, 장중첩증, 출혈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면서 수술적 절

제를 시행을 통해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른에서 발생

하는 장중첩증은 소아에 비해 드문데다가, 그 선행요인이 

염증성 섬유양 용종인 경우는 더욱 드물어 현재까지 100
Fig. 1. Plain abdominal radiography shows conglomerate air density 
in the upper abdomen, indicating mild small bowel ileus.

C

A B

Fig. 2. Abdominal ultrasound shows an 8-cm low echoic mass in the ileum 
with intussusception at mid to right lower abdomen in the transverse (A) and 
longitudinal (B) planes (arrows). The mass has homogeneous internal texture and 
good margination. In the microvascular imaging, weak and slow blood flow appears 
within the mas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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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미만의 증례만이 보고되었다 (4). 보통 어른에서 장중첩

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보다는 전산화단층촬영이 

우선되는데, 그 이유는 소아와 달리 어른에서 장중첩증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대부분 종양이 그 선행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며 악성질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증례

에서는 혈액검사에서 염증이 의심되는 복통 환자로 급성 

충수돌기염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소장

의 장중첩증과 종양을 발견하여 추가로 전산화단층촬영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염증성 섬유양 용종의 영상소견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지만 보고된 증례들에 따르면, 초

음파에서는 점막하층에서 기원하는 경계가 좋은 저에코의 

종괴로 (5) 보인다.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조영증강의 정

도는 다양하였으며, 경계가 좋은 내강 돌출형 종괴로 비교

적 내부 성상이 균일한 경우가 많았다 (1, 3-6). 본 증례 또

한 초음파에서 경계가 좋은 저에코의 종괴로 내부의 혈류

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속도와 밀도는 다소 낮았다. 전

산화단층촬영상에서는 조영증강이 되기는 하나 그 차이가 

문맥기 기준으로 20 HU 정도로 미약하였는데, 아마도 장

중첩증이 발생하면서 공급되는 혈류의 양이 감소하여 생긴 

이차변화일 가능성이 있다.  문헌상 보이는 다양한 조영증

강의 정도는 동반된 장폐색이나 장중첩증 유무에 따른 혈

류변화에 따른 결과로 유추된다. 

기본적으로 점막하 종양인만큼 감별진단으로 위장관기

질종양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를 꼽을 수 있다. 

다만 위장관기질종양은 크기가 클 경우 내부 궤양, 출혈 등 

비균질성을 보일 요소가 많으며, 내강으로 돌출하기 보다

는 양쪽으로 자라거나 바깥쪽으로 더 많이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점막하층 중에서도 근육층에서 기원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위에 생긴 병변일 경우에는 이소성췌장

과 감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이소성췌장은 초음파에서 고

에코를 보이고 내부가 비균질적이며 경계가 미세엽상을 보

이게 된다. 위가 아닌 장관에서도 이소성췌장이 가능하나 

성상이 기본적으로 부드러워 폐색 등의 종괴 효과를 일으

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어른에서 회장에 비교적 균질하고 경계가 

매끈하며 내강으로 돌출하는 양상의 점막하 종양이 발견된

다면 염증성 섬유양 용종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A

C

B

Fig. 3. Computed tomography shows an 8-cm mildly enhancing, 
homogeneous mass in the distal ileum with intussusception in the 
axial (A, B) and coronal (C) planes (arrows). There is mild small bowel 
wall thickening with venous engorgement, but no evidence of small 
bowel str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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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gical specimen reveals an 8 x 3 x 3 cm internally 
protruding ileal mass with tip necrosis (A). In the microscopic 
examination with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a lot of 
eosinophils (black arrow) and fibroblasts (white arrow) are 
observed (B). Immunohistochemistry shows Vimentin (+), CD-
117 (-), and CD-34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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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염증성 섬유양 용종 (inflammatory fibroid polyp)은 비교적 드문 위장관의 점막하 병변으로 위를 제외한 위장관

에서는 회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빈도는 극히 드물며 그 영상소견 또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저자는 복통으로 내원한 78세 남자가 초음파와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장중첩증을 일으키는 8 cm의 균질한 점막

하종양이 회장에서 발견되어 수술을 거쳐 염증성 섬유양 용종으로 진단되었기에 이 영상 소견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

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