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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xic megacolon is a fatal complication of inflammatory or infectious bowel disease. 
Prognosis depends on the severity of the disease. In cases of poor prognosis, clinical 
outcomes range from intestinal resection to death, so early diagnosis and appropriate 
treatment are very important. However, the prevalence of toxic megacolon in children is very 
low, and in those without underlying diseases such as inflammatory bowel disease, early 
diagnosis may be delayed. A previously healthy 12-year-old boy presented to our hospital with 
lower abdomen pain, fever, and hematochezia. Despite antibiotic therapy, the symptoms 
worsened. On the third day,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revealed severe dilatation 
of the transverse colon, which indicated toxic megacolon. Stool culture was positive for 
Salmonella enteritidis group D, and rectal endoscopy showed no signs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Ceftriaxone and intravenous methylprednisolone were administered, and the 
patient's condition improved without any complications. We report a case of toxic megacolon 
as a complication of infectious colitis caused by S. enteritidis group D, which was diagnosed 
using early imaging and successfully treated without surgica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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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독성거대결장은 염증성 또는 감염성 장질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소화
기 증상과 함께 전신적인 독성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1) 일반적인 장염과 달리 대장의 

염증이 점막을 넘어 심층까지 퍼지고 이로 인해 대장의 운동성이 감소, 부분 또는 전 대장에 

Pediatr Infect Vaccine. 2021 Aug;28(2):110-117
https://doi.org/10.14776/piv.2021.28.e8
pISSN 2384-1079·eISSN 2384-1087

Case Report

Received: Oct 29, 2020
Revised: Jun 7, 2021
Accepted: Jun 18, 2021

Correspondence to
Seung Taek Yu
Department of Pediatrics,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895 Muwang-ro, Iksan 
54538, the Republic of Korea.
E-mail: yudoc@wku.ac.kr

Copyright © 2021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CID iDs
Sung Bae Jeon 
https://orcid.org/0000-0001-7171-1692
Cheol Hwan So 
https://orcid.org/0000-0003-1759-0003
Young Min Jo 
https://orcid.org/0000-0001-8028-7192
Seung Taek Yu 
https://orcid.org/0000-0001-9744-5548

Funding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2020 grant 
from the Wonkwang Universi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Toxic Megacolon as a Complication 
of Infectious Colitis Caused by 
Salmonella enteritidis Group D in a 
Previously Healthy Child
Sung Bae Jeon , Cheol Hwan So , Young Min Jo , Seung Taek Yu  

Department of Pediatrics,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ksan, 
the Republic of Korea

건강한 소아에서 살모넬라 장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독성거대결장
전성배 , 소철환 , 조영민 , 유승택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https://piv.or.kr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https://orcid.org/0000-0001-7171-1692
https://orcid.org/0000-0001-7171-1692
https://orcid.org/0000-0003-1759-0003
https://orcid.org/0000-0003-1759-0003
https://orcid.org/0000-0001-8028-7192
https://orcid.org/0000-0001-8028-7192
https://orcid.org/0000-0001-9744-5548
https://orcid.org/0000-0001-9744-5548
https://orcid.org/0000-0001-7171-1692
https://orcid.org/0000-0003-1759-0003
https://orcid.org/0000-0001-8028-7192
https://orcid.org/0000-0001-9744-5548
https://orcid.org/0000-0001-7171-1692
https://orcid.org/0000-0003-1759-0003
https://orcid.org/0000-0001-8028-7192
https://orcid.org/0000-0001-9744-5548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776/piv.2021.28.e8&domain=pdf&date_stamp=2021-08-04


Author Contributions
Investigation: Jo YM; Supervision: Yu ST; 
Writing - original draft: Jeon SB; Writing - 
review & editing: Jeon SB, So CH.

걸쳐 팽창이 발생한다.2) 적절한 중재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팽창해 장 천공까지 발생할 수 있
다. 또한 전신적으로는 발열과 빈맥, 의식 저하 등의 전신 독성 증상을 보이게 된다. 독성거대
결장은 질병의 경과가 급격히 진행되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장 절제부터 사망까지 안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3) 하지만 

소아에서 독성거대결장의 유병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등의 기저 질환 없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진단이 늦어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저자는 하복부 통증, 발열, 혈변 등의 증상으로 방문한 12세 남아에게서 기저 질환 없이 살모
넬라 감염에 의해 발생한 독성거대결장을 진단, 치료하였고 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보
고하는 바이다.

증례

12세 남자가 내원 전일부터 지속된 하복부 통증과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추가
적인 증상으로 혈변을 동반한 수차례의 설사를 호소하였다. 환자는 최근 급격한 체중 변화가 

없었으며, 특별한 과거력 및 가족력은 없었다. 활력징후는 혈압 120/77 mmHg, 호흡수 20회/

분으로 정상이었으나, 심박수가 133회/분, 체온이 40.6°C로 높았다. 청진 상 장음은 저하되어 

있었으며, 하복부 위주의 압통, 반동압통이 있었다.

내원 후 시행한 첫 번째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12.4 g/dL, 백혈구 6,200/μL, 혈소판 201,000/μL, 

적혈구침강속도 37 mm/hr, C-반응 단백 354.43 mg/L으로 확인되었고, 소변 분석 검사상 요 비
중은 1.04로 높았으며 수액 치료 시작 후 3시간 동안 소변량이 0.4 mL/kg/hr로 핍뇨 소견을 보
였다. 복부 X선 촬영에서는 횡행 결장의 팽창과 폐색 소견이 있었다 (Fig. 1). 압통과 반동압통
을 동반한 하복부 통증으로 급성 충수염을 감별하기 위해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
으며 대장 전반에 걸친 팽창과 장벽이 두꺼워진 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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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abdominal radiograph shows dilatation and ileus of the transverse colon.



환자의 진단이 감염성 대장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혈액과 대변 배양 검사를 시행한 

후, 2일에 걸쳐 광범위 항생제(ceftriaxone)를 투여하였고, 금식과 수액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지속되었고, 통증과 복부 팽만이 점
차 악화되어 혈액검사와 함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다시 시행하였다. 3병일째 시행한 혈
액검사는 혈색소 13.5 g/dL, 백혈구 15,900/μL, 중성구 12,500/μL, 혈소판 288,000/μL, 적혈구
침강속도 53 mm/hr, C-반응 단백 483.5 mg/L로 악화되었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대장 

전반에 팽창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횡행결장의 직경이 약 5.52 cm까지 늘어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2).

영상 검사상 대장의 팽창이 확인되었고, 38°C 이상의 발열, 심박수 >120회/분, 중성구 위주의 

백혈구증가증 >10,500/μL의 기준을 만족하였고, 부가적 기준 중 탈수 증상을 만족해 독성거
대결장으로 최종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4)

진단과 동시에 독성거대결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검사로 자가항체 검사 및 대변 

칼프로텍틴(calprotectin) 검사를 시행하였다. 확진을 위해서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
나, 장 천공의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검사를 보류하였고, 염증성 장질환
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에 기존의 정맥 항생제 치료와 함께 정맥 스테로이드 치
료(methylprednisolone, 1 mg/kg/day)를 시작하였다.

2병일째 채취한 대변의 세균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양성이었고 대변 배양 검사 결과에서도 Salmonella enteritidis group D가 동정되었
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항생제를 유지하였다.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는 2,628.7 mg/kg로 상승해 있었다. 9병일
째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혈액검사 상 백혈구 16,400/μL, 적혈구침강속도 3 mm/hr, C-

반응 단백 4.35 mg/L로 염증 수치들이 정상 범위까지 호전되었다. 12병일에는 환자의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어 직장내시경을 시행하였다 (Fig. 3).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염증성 장질환을 배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정맥 스테로이드 치료는 중단
하였고 14병일 째에는 2주간에 걸친 항생제 치료 또한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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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cm

Fig. 2. (A) Axial and (B) coronal views of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 increased wall thickening and 
dilatation of the entire colon. Severe wall thickening and dilatation (5.52 cm) are mainly seen at the transverse colon.



환자는 식이 시작 후에도 증상 재발 보이지 않아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 2달간 정기적으
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특별한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다. 외래에서 이전 검사와 한 달의 간
격을 두고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고,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증례는 원광대학교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심의 

후 서면동의를 면제받았다 (IRB No. WKUH 2020-10-029).

고찰

환자는 전일부터 지속되는 하복부 통증과 발열, 혈변을 동반한 수차례의 설사를 주소로 응급
실로 내원하였다. 감염성 대장염 진단 하에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복통과 복부 팽
만 등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내원 3일째 시행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상 횡행 결장의 직경이 

5.52 cm까지 팽창된 것이 확인되어 독성거대결장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염증성 장질환, 감
염성 대장염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어 광범위 항생제와 정맥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
행하였다. 이후 대변 배양 검사상 S. enteritidis가 동정되었고, 직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한 후 정맥 스테로이드 치료를 중단하였다. 치료 시작 3주 후 환자의 

모든 증상은 호전되었으며, 퇴원 후 2개월에 걸친 정기 외래 추적관찰에서도 특이 소견을 보
이지 않았다.

독성거대결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주로 궤양성 대장
염과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1) 하지만 최근 들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법들이 발전하며, 이에 대
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독성거대결장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5)

이와 대조적으로 1990년 이후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감염성 장질환의 발생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거대결장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4) 하지만 감염성 장
질환에 의한 독성거대결장 케이스는 대부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항암치료 중인 환자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 Clostridium difficile에 의한 거짓막 대장염(pseudomembra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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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nly focal nonspecific erythematous mucosa is seen on rectal endoscopy performed on hospital day 12. 
There is no evidence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colitis)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Salmonella나 Shigella, Campylobacter 등에 의한 감염성 장질환도 원
인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3,6,7) 본 증례와 같이 기저질환이 없는 소아에서의 발생은 굉장히 드
문 경우로 국내에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

독성거대결장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가설
은 감염 등의 원인에 의해 장 점막에 염증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여러 염증 매개체 및 일산화 

질소가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대장의 운동성 저하와 지속적인 팽창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1) 

1995년 Mourelle 등8)이 독성거대결장과 감염성 대장염 환자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독성거
대결장 환자에서 일산화질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장
의 팽창이 심한 부위에서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01년 Schwörer 등9)

의 연구에서 일산화질소 합성을 억제하는 성분을 포함한 관장 치료가 환자들의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줬다는 것 또한 본 가설에 힘을 싣고 있다.

독성거대결장의 초기 증상은 감염성 장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통, 압통, 설사 등의 흔한 

증상을 보이나, 일반적인 감염성 장질환들과 달리 보편적인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 

특징적으로 대부분의 독성거대결장 환자들이 질병 초기에 심각한 혈성 설사를 보이며, 이후 

질병의 경과에 따라 장의 운동성 감소와 함께 호전을 보이게 된다.10) 또한 소화기에 국한된 

증상이 아닌 의식 저하, 빈맥, 발열, 저혈압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된 경우 독성거대결장
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임상에서 독성거대결장을 진단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준은 Jalan 등이 1969년에 제
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4,11) 먼저 영상 검사를 통해 장의 직경이 6 cm 이상으로 팽창의 증거
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 장의 직경이 5.6 cm 이상일 때부터 독성거대결장을 강
하게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Benchimol 등12)의 염증성 장질환 소아 환자들에 대한 연
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주요기준(발열 >38.6°C, 심박수 >120 회/분, 중성구 

위주의 백혈구증가증 >10,500/µL, 빈혈)을 만족시키고, 1개 이상의 부가적 기준(탈수, 의식저
하, 전해질 불균형, 저혈압)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본 증례처럼 내원 당시의 검사 결과가 진단 기준에 맞지 않으나 입원 후 추가 검사를 통
해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전신성 독성 증상에 대한 확인과 지속적인 영상검
사를 통한 추적관찰이 중요하다. 복부 X선 촬영은 장의 팽창여부와 팽대 소실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진단 이후에도 질환의 경과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이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은 병변 부위의 정확한 길이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검사이
다.13) 하지만 이러한 영상 검사 결과들을 통해 독성거대결장이 발생한 원인이나 추후 예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빈
혈이 흔하게 발생하며, 감염원의 종류나 기저질환에 따라 백혈구증가증이나 백혈구감소증
을 보이기도 한다.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적혈구침강속도
와 C-반응 단백과 같은 염증지표들이 높은 결과값을 보인다.4) 또한 독성거대결장 환자들이 

호소하는 전신증상들이 패혈증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을 위해 혈액 배양
검사가 필수적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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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혈액검사 외에도 독성거대결장의 원인에 대한 추가 검사들이 필요하다. 감염성 대
장염에 대한 검사를 위해 대변 배양 검사,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
다.13) 또한 증례의 환자처럼 병력 청취상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환자도 염증성 장질환에 의한 

첫 증상으로 독성거대결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선별 검
사로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 검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2) 하지만 심각한 감염성 장질환의 경우 

염증성 장질환 환자처럼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를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다.14) 급성기의 독성거대결장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은 

장 천공 등의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은 S-결장내시경이나 직장
내시경이 추천된다.15)

독성거대결장 치료의 목표는 장의 운동성을 회복시키고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인 장 천공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진단과 동시에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장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취제나 항콜린제의 투여는 금지해야 한다. 금식을 유지하고, 비위관을 통해 상
부 위장관을 감압시켜 주는 것은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1) 검사 결과에 따라 빈
혈, 탈수, 전해질 불균형 교정을 위한 수혈이나 수액 치료, 경정맥영양을 시행해야 하며, 장기
간의 금식으로 인한 위 궤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또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독성거대결장을 일으킨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염증성 장질환의 급
성 악화에 의해 독성거대결장이 발생한 경우 정맥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독성거대결장의 발생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일산화질소의 합성을 방
해해 장의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16,17) 스테로이드 사용 후 환자의 독성 증상이 호전
되고 복부 팽만, 복통 등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치료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독성거대결
장으로 진행이 된 이후 기존 염증성 장질환의 유지치료에 사용되는 sulfasalazine과 5-ASA의 

경우 독성거대결장의 증상 호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감염성 장질환에 의한 독성거대결장이 의심되는 경우 광범위 항생제 투여가 필수적이다. 원
인균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경험적으로 ampicillin, gentamicin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metronidazole의 사용이 도움을 줄 수 있다.4) 항생제는 원인균 동정 시 감수성
을 확인해 적절한 교체가 필요하다.

본 증례의 경우처럼 원인 질환이 파악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두 질환이 같이 존재할 가능
성까지 고려하여 광범위 항생제와 정맥 스테로이드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2002년 

Chaudhuri 과 Bekdash3)도 살모넬라 감염에 의해 독성거대결장이 발생한 증례 보고에서 두 질
환의 동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질환이 파악될 때까지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
였다. 본 증례에서는 이후 대변 배양 검사결과와 직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한 후 정맥 스테로이드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2주간에 걸친 정맥 항생제 치료
를 진행하였다. 감염원이 파악된 이후 정맥 스테로이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질병의 경과
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십이지장 궤양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절한 중단이 필요하다.3)

저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12세 남자환자에게서 S. enteritidis group D에 의해 발생한 독성거대결
장 증례를 경험하였고, 성공적인 내과적 치료를 경험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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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독성거대결장은 염증성 장질환, 감염성 대장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중증도에 따라 장절제부터 사망
까지 예후가 나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하지만, 소아에서 그 유병률은 매우 낮으며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이 발생할 경우 조기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기저질환이 없는 12세 남자가 하복부 통증과 발열, 

그리고 혈변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했다.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은 악화되었다. 3병일째 복부 컴퓨터단층촬
영에서 횡행결장의 심각한 팽창이 관찰되었고 이를 통해 독성거대결장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광범위항생제와 함께 정맥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었다. 이후 대변 배양 검사에서 Salmonella enteritidis group D가 배양
되었으며, 직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을 배제할 수 있었다. 저자는 독성거대결장을 적절한 영상 검사를 통해 조
기 진단하였고, 내과적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하여 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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