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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Report of Fecal Impaction in a Child without Abdominal Symptoms

Jeong Ji Eun1⋅Jang In Soo2⋅Jeong Min Jeong1,*
1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2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case of fecal impaction in a child without any abdominal symptoms 

treated by taking herbal medicine.

Methods   
We examined a 7-year-old girl who had normal bowel movement and defecation per day, and had no particular 

abdominal symptoms. Abdominal radiography was taken, and unexpected severe fecal impaction was observed 

throughout the abdominal cavity, filled with intestinal gas and feces. 

According to the subject’s parents, she had no generalized symptoms, such as abdominal pain or distension, and 

had on a regular diet and normal bowel movement daily. 

She was treated with herbal medicine (Daeseunggi-tang) for 23 days. While she was on the therapy, numbers, doses, 

bowel movements, and radiography were checked and recorded.

Results
During the treatment, her stool was softened, and fecal impaction was relieved as showed by abdominal 

radiography.

Conclusions
We have identified that there are cases where subjects have no symptoms of abdominal pain, despite presence 

of severe fecal impac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Daeseunggi-tang is effective in fecal impaction in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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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변비는 소아에서 흔한 소화기 증상 중 하나로 일반

적으로 1주에 3회 미만의 배변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으나 배변 장애, 굳은 변, 배변이 불충분한 느낌 등도 

포함된다. 복통, 야뇨증, 성장,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 등 그 양상이 다양하다1). 소아에서의 변비는 

90~95% 정도가 기질적 원인이 없는 기능성 변비, 특

발성 변비라고 할 수 있으며1) 변비의 치료에는 관장요

법, 약물치료, 침구치료 등의 방법이 있다2).

만성 변비로 인하여 흔히 발생하는 분변 감입 (분변 

매복)은 소아나 고령에서 잘 발생하며3) 변비의 흔한 원

인으로 임상에서 흔하게 접하지만 쉽게 간과될 수 있

다. 간과된 분변 감입은 장 폐쇄, 복부분획증후군, 장 

천공, 괴사를 유발하는 거대직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4). 

분변 감입의 빠른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불편감을 줄

이고 분변성 궤양 또는 천공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 한다5). 변비가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을 경우 변

에서 수분 흡수로 단단한 변이 형성, 배변 시의 통증이 

발생하여 배변 자체를 기피하도록 만들어 직장 내 대

변 정체가 심화되고 sensory reception의 감소로 배변습

관이 정지, 효과적인 배변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이

룬다1). 적절한 시기의 치료가 필요하며, 변비의 치료에

는 6∼24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6).

저자들은 최근 매일 정상 배변을 하고 특별한 복부 

증상이 없는 7세 여자 아이를 진찰하였다. 추가적인 검

사를 위해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는데, 예상과 다

르게 복강 내에 bowel gas와 분변이 가득하였으며, 복

강 전체에 걸쳐서 심한 분변 감입이 관찰되었다. 이에 

환아에게 大承氣湯을 투여하여 유의한 효과를 얻었기

에 치료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한다. 

Ⅱ. Case

1. 환자: 류OO (F/7세 10개월) 

2. 진단명: 변비 

3. 진단일: 2020년 8월 17일 

4. 치료기간: 2020년 8월 17일 ~ 2020년 9월 8일

(총 23일)

5. 과거력: 없음

6. 현병력

2020년 8월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소아과에 성

장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였다. 복진상 복부 팽만이 

관찰되며 저항감이 느껴져 진행한 Abdomen X-ray 상 

심한 분변 감입 소견으로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위하여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소아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하루 1회 규칙적인 배변을 하고 있었으며, 복통, 

대변 곤란, 대변 후 후중감 등 자각적 불편감 호소는 

없는 상태였다.

7. 초진 시 소견

1) 식사량: 양호

2) 수면: 양호

3) 대변: 1회/1일, 소량의 가늘고 긴 양상

4) 소변: 양호

5) 舌淡紅 脈緩
6) 체형: 키 128.8 ㎝, 체중 33.3 ㎏, BMI 20.1 ㎏/㎡, 

체지방률 27.4%로 비만 아동이었으며, 보호자 

(어머니) 문진 상 복부가 항상 많이 나와 있다고 

하셨다. 외견 상 복부 팽만이 관찰되며, 복진 상 

중완 하완 천추 등 복부에서 저항감이 느껴졌다.

8. 치료

1) 한약치료

(1) 大承氣湯 (Daeseunggi-tang, 大承氣湯, 大承气汤) 

(Table 1)

대황 (大黃, Rheum undulatum L.) 16 g, 망초 (芒硝, 

Mirabiite) 8 g, 지실 (枳實, Poncirus trifoliata Rafin.) 8 g, 

후박 (厚朴, Magnolia officinalis var. biloba Rehd. et Wils.) 

8 g ((주)광명당 한약도매, 광주) 을 1첩으로 하였다. 1

첩을 60 cc 3팩으로 추출하였으며 5일간 하루 4팩 (아

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후, 자기 전) 복용하도록 하였

고, 그 후 18일간 하루 3팩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후) 복용하도록 하였다. 등교로 인해 불규칙한 복용을 

하기도 했으나 꾸준히 복용하도록 격려하였다. 치료 

중 복용한 한약 외의 기타 약물은 없었다.

Table 1.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Herbal name Pharmacognostic name Dose (g)

大黃 Rhei Radix et Rhizoma 16

芒硝 Natrii Sulfas 8

枳實  Ponciri Fructus Immaturus 8

厚朴 Magnoliae Corte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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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뜸 치료

치료 기간 중 中脘 (CV12), 關元 (CV4)혈에 전자뜸 

((주)피엔유동제메디칼, 부산)을 15분간 총 5회 시행하

였다.

3) 관장 요법

치료 1일차 분변 제거를 위하여 1회 glycerin enema

를 시행하였다.

9. 치료 경과

치료 기간 중 대변 횟수, 양, 양상을 평가하였으며 

대변 양상은 Bristol stool chart (Table 2)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7).

Table 2. Bristol Stool Chart

Type 1 Separate hard lumps, like nuts (hard to pass)

Type 2 Sausage-shaped but lumpy

Type 3 Like a sausage but with cracks on its surface

Type 4 Like a sausage or snake, smooth and soft

Type 5 Soft blobs with clear-cut edges (pass easily)

Type 6 Fluffy pieces with ragged edges, a mushy stool

Type 7 Watery, no solid pieces. Entirely liquid

치료 1일차에 글리세린 관장 시행 후 단단하고 작은 

덩어리 양상 (Bristol stool chart 1)으로 약 150 g 1회 

배변하였다. 2일차에는 크고 작은 덩어리 양상 (Bristol 

stool chart 2)으로 약 70~100 g씩 총 4회 배변하였으며 

전일대비 대변의 굳기가 호전된 상태였다. 3~5일차에

는 퍼지는 양상 (Bristol stool chart 6)으로 1일 4~5회 

배변하였다. 6~15일차 동안 1일 1~2회의 배변을 유지하

였으며, 16~23일차에 1일 3~4회 배변하였다. (Table3)

본 연구는 환자의 검사, 시술에 대한 추가 수집을 

하지 않고 후향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증례

보고로 우석대학교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

의에서 심의 면제를 받았다. (WSOH IRB H2010-01)

10. 검사 소견

1) Abdomen X-ray

치료 1일차에 촬영한 복부 엑스선 영상 (Fig. 1,2) 에서

는 상행, 횡행, 하행 결장 및 Sigmoid 직장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분변 감입이 관찰되었으며, 장내 gas 및 분변이 혼

입된 상태에서 부분적인 팽대부위가 다수 관찰되었다. 3

일차, 6일차, 23일차에 촬영한 복부 영상 (Fig. 3,4,5,6,7,8) 

에서는 분변 감입이 완화된 것이 관찰되었다.

Fig. 1. Abdomen erect x-ray. 1st day

Fig. 2. Abdomen supine x-ray. 1st day

Date Symptoms

1st day One bowel movement after glycerin enema (150 g, solid small lump pattern, Bristol stool chart 1)

2nd day Four times bowel movements (70~100 g per time, large and small lump pattern, Bristol stool chart 2)

3rd day Five times bowel movements (30-50 g per time, spreading pattern, Bristol stool chart 6)

4th day Five times bowel movements (30~70 g per time, spreading pattern, Bristol stool chart 6)

5th day Four bowel movements (50~150 g per time, spreading pattern, Bristol stool chart 6)

6th~15th day Maintains bowel movements 1-2 times a day

16th~23rd day Maintains bowel movements 3-4 times a day, abdominal pain occurs after eating, but disappears after bowel movements

Table 3. Clinic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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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domen erect x-ray. 3rd day

     

Fig. 4. Abdomen supine x-ray. 3rd day

Fig. 5. Abdomen erect x-ray. 6th day

     

Fig. 6. Abdomen supine x-ray. 6th day

Fig. 7. Abdomen erect x-ray. 23rd day

     

Fig. 8. Abdomen supine x-ray. 23r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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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iscussion

소아 변비의 90-95%는 기능적 원인의 변비이다. 

2016년 개정된 로마기준 Ⅳ8)에서 기능성 변비를 (1) 배

변 시에 과도한 힘주기가 4회 중 1회 이상, (2) 단단한 

변이 4회 중 1회 이상, (3) 불완전한 배변감이 4회 중 

1회 이상, (4) 항문폐쇄감이 4회 중 1회 이상, (5) 손가

락을 이용하거나 아랫배를 누르는 등 배변을 돕는 부

가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4회 중 1회 이상, (6)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 등의 6가지 기준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기준

에는 만족하지 않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증례는 로

마기준 Ⅳ 기능성 변비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

았으며, 입원 시 시행한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기질적 이상으로 인

한 변비를 배제하였다.

변비를 병태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서행형 변비, 직장출구폐쇄증, 서행

성 변비와 출구폐쇄형 변비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기

질성 변비, 이차성 변비로 분류할 수 있다9). 본 증례 

환아는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기질성 변비, 이차성 

변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서행형 변

비, 직장출구폐쇄증 등을 감별진단하기 위한 대장통과

시간, 항문직장내압검사 등의 추가적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복부 엑스레이상 분변 감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변 감입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승기탕

을 투여하였다. 본 증례에서 하루 1회 정상 배변을 하

며 동반 증상이 없는 환아의 복부 엑스선 검사 결과 

심한 분변 감입이 확인되었기에 증상이 없는 환아에서

도 변비, 분변 감입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양의학에서 소아 변비 치료는 교육과 상담, 정체 변 

제거, 약물요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체 변 제거는 관장, 

좌약, 경구약을 단독 또는 병행한다. PEG (Polyethylene 

Glycol) 용액, 자극성 하제, 글리세린 관장 등을 단기간 

사용한다. 약물 요법은 삼투성 완화제인 lactulose, PEG 

400010) 등을 부작용 없이 하루에 1-2회의 부드러운 변

이 충분히 나오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조절이 되면 최

소한의 효과적 용량으로 약 3개월간 유지한 후, 3개월

에서 6개월에 걸쳐 서서히 중단한다11). 분변 감입의 치

료에서는 삼투성 하제인 PEG와 자극성 하제인 Sodium 

picosulphate를 병용 투여하기도 한다3). 

변비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부피형성 하제, 삼

투성 하제, 자극성하제, 대변연화제 등으로 분류된다9). 

부피형성 하제에는 차전자씨 (psyllium, isphagula, plat 

seed), 한천 (agar), 해초, 폴리카보필 (polycarbophil), 메

틸셀룰로우스 (methylcellulose) 유도체 등이 있다. 부피

형성 하제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며 대장세균에 의

해서도 분해되지 않아서 수분을 함유할 수 있고 장관 

내 대변의 부피 증가로 대변량이 증가, 대변이 부드러

워지고 쉽게 배출이 된다. 삼투성 하제는 소아 변비의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12) 염류성 하제, 고삼투성 

하제로 나눌 수 있다. 장관에 흡수되지 않고 장관 내에 

수분을 저류시켜서 배변을 용이하게 한다. 락툴로즈, 

magnesium hydroxide, magnesium citrate, polyethylene 

glycol제, 글리세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극성 하제는 

피마자기름 (castor oil), 센나 (senna)나 카스카라 (cascara), 

페놀프탈레인 (phenolphthalein), 비사코딜 (bisacodyl) 

등이 있다. 정확하게 작용기전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대장 내에서 수분, 전해질의 흡수를 억제하며 대장 근

육 신경총을 자극함으로써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9).

한의학에서 소아 변비의 원인은 乳食積滯, 憂愁思
慮, 燥熱內結, 久坐少動, 病後體弱하여 氣血陰液이 虧
損된 경우, 평소 陽氣虛弱者가 寒冷한 음식을 과도하

게 섭취한 경우 등이며 변증에 따라 燥熱한 경우에는 

麻子仁丸으로 淸熱潤腸通便, 氣滯에는 六磨湯으로 疎
肝和胃 導滯通便, 食積에는 枳實導滯丸으로 消積導滯
하며 血虛에는 四物, 六味之劑로 養血潤燥通便하고 

氣虛에는 黃芪湯으로 益氣潤腸通便한다1).

大承氣湯은 陽明腑 實證 不惡寒反惡熱하고, 潮熱
譫語, 失氣頻轉, 大便不通에 사용하는 처방으로13) 瀉
熱通便, 瀉熱積滯하는 대황 (大黃, Rheum undulatum L.) 

과 瀉熱, 軟堅潤燥, 通便에 효능이 있는 망초 (芒硝, 

Mirabiite), 下氣除滿하는 후박 (厚朴, Magnolia officinalis 

var. biloba Rehd. et Wils.), 破結消痞하는 지실 (枳實, 

Poncirus trifoliata Rafin.) 로 구성되어 있다14). 大承氣湯
을 구성하는 대황은 대장에서 작용하는 사하제이며 사

하효과는 sennoside 함량에 비례한다. 장관의 연동운동

과 수분 저류 효과로 효율적인 사하 효과를 나타낸다. 

자극성 하제와 삼투성 하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운동을 자극, 장의 수분 및 전해

질 분비를 촉진하는 자극성 하제 중 senna와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15). 망초 (Na2SO4‧10H2O)는 복용 후 장내 

삼투압을 높여서 수분을 저류시켜 소장에서 대장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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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수분 흡수를 막아 장 용적이 커지고 장관의 

연동운동이 촉진되어 사하 효과가 나타난다. 삼투성 

사하제중 염류성 하제인 마그네슘 제제와 작용 기전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5). 지실은 결장 말단 종주

근의 운동성을 촉진시키며, 소화관 운동 촉진 작용을 

가져서 破氣消積의 효능을 가진다. 후박은 magnolol, 

honokiol의 평활근 이완 효과로 복부창만을 완화시킨

다15).

본 증례에서는 Abdomen X-ray 검사 상 大便不通의 

정도가 심했으며 치료 초기 배변 시 양상이 단단한 것

으로 확인되어 자극성 하제의 성격인 대황, 삼투성 하

제의 성격인 망초를 사용하기 적합했으며 腹滿이 관찰

되었고 Abdomen X-ray상 다량의 분변 감입이 관찰되

어 지실, 후박을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승

기탕을 선방하고 지속 처방하였다. 치료 2~5일째에 하

루 4~5회 배변하였으며 Abdomen X-ray상 분변 감입 

형태가 완화되어 치료 6일째에 대승기탕을 하루 4팩에

서 하루 3팩으로 변경하여 처방하였다. 분변 감입이 심

한 상태로 부피형성 하제인 차전자피가 포함된 한약제

제 (굿모닝에프과립제 (한풍제약) 등)는 고려하지 않았

다. 대승기탕은 대황을 제외하면 삼투성 하제의 성격

이 강하며 삼투성 하제는 소아 변비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12). 자극성 하제의 성격이 있는 대황의 용량을 

주의하여 대승기탕을 적절히 사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에서 소아의 완고한 변비에 大承氣
湯을 2주 이상 복용하여도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관

찰되지 않아 임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추후 관

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아 변비의 치료에 대한 관련 논문은 소아 변비 치

료에서 약물사용12), 소아 만성 기능성 변비의 치료 성

적과 장기적 예후16), 만성 소아 변비 환자에 대한 바이

오피드백 치료의 효과17), 2세 이하 영유아 변비의 임상 

양상과 식이 방식18) 등이 발표된 바 있지만 국내 보고

된 한방 논문은 大便難을 주소로 하는 소아 환자 5례

에 대한 정장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고찰2), 

완하제를 장기간 복용한 만성 변비 환자를 한약으로 

치료한 치험 2례19)로 소아 환자에서 한약으로 치료한 

논문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소아과 임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비의 한방 치료

에 대한 증례보고가 드물며, 국내에서 소아 환자에서 

大承氣湯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증례보고 역시 드문 

상황에서 본 논문이 최초 보고의 의미가 있다. 다만, 

본 논문의 한계로, 단일 증례로 대상자가 적고 주관적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부족과 치료 후 환자의 

일상생활의 변화 등 추적 관찰이 다소 미흡함, 대승기

탕 복용 후 간기능 검사 등 안전성 관련 검사를 진행하

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향후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

로 체계적 연구 수행을 통해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입

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Conclusion

상기 증례에서 저자는 소아 변비 환아에 대하여 한

의학적 치료를 시행한 결과 분변 감입 증상의 호전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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