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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충수의 점액낭종은 점액에 의해서 충수내강이 확장된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 대장내시경상 맹장에서 내강으로 융기된 형태 

또는 종대된 점막하 종양의 입구에 충수개구부가 관찰되는 화

산 징후(volcano sign)를 관찰할 수도 있지만 대장내시경상 정

상으로 관찰될 수 있어 충수점액낭종을 예상하지 못 하기도 한

다. 충수의 점액낭종은 초음파 및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정확히 

진단하면 합병증 없이 신속히 치료할 수 있다. 저자는 특별한 

과거 질병이나 복부수술 경험이 없는 75세 남자 환자가 경한 우

하복부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대장내시경에서는 정상 

소견이었지만 영상의학검사로 충수의 점액낭종을 진단받고 복

강경 충수절제술로 성공적으로 치료받은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75세 남자 환자가 하루동안의 우하복부 통통으로 외래를 방

문하였다.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고 술은 소량 마시고 흡연은 하

지 않았다. 복부수술 과거력 또한 없었고 특이한 음식력 및 설

사, 변비도 없었다. 우하복부에 경한 압통이 있었고 반발통은 

없었다. 활력 징후는 혈압 135/80 mmHg, 맥박은 분당 70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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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정재권, 이재광, 이호욱, 여준엽, 장용혁, 권혁진

대구파티마병원 내과

Appendiceal Mucocele in a Patient with Normal Colonoscopic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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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al mucocele is usually discovered incidentally during radiologic or endoscopic evaluation for unrelated complaints. Patients are 

often asymptomatic or have nonspecific symptoms. On abdominal ultrasound, an appendiceal mucocele usually has the appearance of an 

ovoid cystic mass. On colonoscopy, it usually appears as a submucosal lesion. We report a case of appendiceal mucocele with normal colo-

noscopic findings. Abdominal ultrasound was very helpful for the diagnosis in this case. The patient underwent laparoscopic appendectomy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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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은 분당 16회, 체온은 37.2℃였다. 내원 당시 백혈구 10,300/

mm3, 혈색소 14.3g/dL, 혈소판 181,000/mm3, OT/PT 23/34 U/L, 

ALP/rGTP 110/70 U/L, 총 빌리루빈 0.8 mg/dL, amylase/lipase 

40/90 U/L, Bun/Cr 20/1.1 mg/dL, HBs Ag/HBs Ab(-/-)였다. 

대장내시경검사에서 맹장 및 대장은 정상이었다(Fig. 1). 복부 

초음파상 충수에서 기원하는 약 4-5 cm 타원형의 낭성 종양이 

관찰되었고, 벽비후와 종대된 충수말단부의 벽내에 석회화 소견

이 보였고 탐촉자로 압박 시 압통은 거의 없었다. 말단회장, 맹

장, 대장은 정상 소견이었다(Fig 2).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타원형의 낭성 종양이 관찰되었고 맹장 및 주위 장기 침윤은 없

었으며, 석회화가 관찰되었다(Fig. 3). 충수 점액낭종으로 진단하

고 계획된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조직

학적으로 저등급 점액 종양으로 확진되었다(Fig. 4). 수술적으로 

충분히 치료되었고 현재까지 재발 없이 지내는 중이다.

고 찰

우하복부 불편감 및 통증은 급성복통의 증상으로 충수돌기염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부터 장염, 대장게실염, 장간막림프

절염, 요로결석과 같은 비뇨기계 질환과 산부인과 질환 등 다양

한 원인이 있고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충수의 점액낭종은 비종양성과 종양성으로 나눈다. 비종양성

으로 담순점액종, 저류낭 혹은 톱니형 용종이 있으며 종양성으

로는 저등급 점액 종양, 고등급 점액 종양, 점액선암이 있다.

복부초음파상 충수 점액낭종은 원형 혹은 타원형의 낭성 종

양으로 관찰되며 다양한 내부 에코를 보이고 간혹 벽 석회화에 

의한 음향 음영을 관찰할 수 있다[1]. 우하복부의 충수의 양파 

껍질 모양이 비교적 특이한 소견이다[2].

대장내시경검사에서 검진 혹은 복부증상검사상 우연히 발견되

는 경우가 많고 외부압박 혹은 점막하 병변으로 관찰될 수 있다. 

Figure 1. Colonoscopy showed a normal cecum and appendiceal ori-
fice.

Figure 2. Abdominal ultrasound showed (A) a slightly distended appendix with a thickened wall, (B) a more distended appendix with wall thicken-
ing, (C) a huge oval cystic mass with curvilinear mural calcification localized to the appendiceal tip.

A B C

Figure 3. Computed tomography showed a 4.5 cm low density lesion 
with calcification in the distal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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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기시부에서 기시한 부드럽고 둥근 돌출형 종괴 모양으로 

나타나며 호흡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3,4]. 생검겸자로 누르면 

표면이 딱딱하거나 쉽게 압박될 수도 있다. 표면점막은 정상이고 

조직검사는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장내시경상 정상으

로 관찰될 수 있어 점액낭종을 예상하지 못 하기도 한다. 본 증

례도 대장내시경상 정상이었고 복부초음파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진단을 놓칠 수 있었다. 수술 시 충수 기시부는 비교적 

가늘게 확장되었고 충수 말단부에 큰 점액낭종으로 확장되어 있

어 맹장에서 관찰하는 대장내시경상 정상으로 관찰되었다. 내시

경초음파는 다른 점막하 종양과 구별에 유용하고 점액낭종은 저

에코 혹은 무에코로 관찰된다. 하지만 대장내시경상 종괴 모양이 

아니거나 큰 종양이 아닌 경우 내시경초음파으로 관찰하기 어려

울 수 있다. 간질의 침범이 있으면 점액암을 시사한다. 대장내시

경으로 발견된 충수의 점액낭종은 다른 원인 배제를 위해 컴퓨

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를 시행해야 하며 컴퓨터 단

층촬영에서 보인 충수점액병변은 맹장의 침범이 없다면 대장내

시경은 필요하지 않다.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점액낭종의 벽에 결

절성 증강이 있으면 양성보다 악성을 시사한다.

모든 충수점액 병변은 추적 관찰보다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의학검사에서 양성 병변으로 생각될지라도 악성

을 배제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모호하고 조직검사는 복막으

로 전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수술은 병변이 충수의 기저부까지 침범되지 않은 경우라면 맹

장절제술 혹은 우측대장절제술등의 광범위 수술보다 계획된 표

준 충수절제술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수술 당시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5]. 일반적 예후는 병기와 종양의 등급에 따른다.

비종양성 점액 종양은 충수절제술로 근치적 치료가 가능하고 

재발이 거의 없고 추가 검사도 필요하지 않다. 파열되지 않고 충

수에 국한된 저등급 점액 종양, 고등급 점액 종양, 고분화(G1) 점

액선암은 충수절제술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중등도(G2) 혹은 

미분화(G3) 점액선암은 우측 대장절제술과 림프절검사가 필요하

다[4]. 비종양성 충수 점액 병변과 저등급 점액 종양은 표준 충

수절제술로 충분하고 재발이 드물다. 충수 밖의 세포성 점액이 

있는 경우는 재발이 비교적 높다. 

요 약

75세 남자 환자가 우하복부 통통으로 내원 후 대장내시경상 

정상이었으나 복부 초음파상 우하복부 충수에 비교적 큰 타원

형의 석회화를 동반한 점액낭종이 관찰되었다. 컴퓨터 단층촬영

상 맹장 및 주위장기 침윤이 없었고 다른 동반 질환도 관찰되지 

않았다. 충수 점액낭종으로 진단하였고 계획된 복강경 충수절제

술을 시행하여 충분히 치료되었다. 증상 호전되어 퇴원 후 현재

까지 재발은 없었다. 우하복부 통증 혹은 비특이적 증상이 있어

서 시행한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더라도 초음파

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충수점액낭종 등의 진단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중심 단어: 충수; 점액낭종;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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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laparoscopic appendectomy showed dilatation with thick 
mucus-like mater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