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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용종의 치료에 있어서 내시경적 용종절제술은

그 효과와 안전성 때문에 용종절제술의 표준 방법으로

5,236예의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후의
지연출혈에 대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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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elayed hemorrhage rarely happens after a colonoscopic polypectomy, ranging from 0.2 to 1.8% in frequency.

Although its occurrence is unpredictable and it may be serious in some cases, scanty data on its causes,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management exist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such data, especially data on the charac-

teristics of delayed hemorrhage and its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From 1997 to 1999, one endoscopist at Song-Do

Colorectal Hospital performed 5236 polypectomies on 2511 patients. Delayed hemorrhage occurred after 9 of those

polypectomies, for a bleeding incidence rate of 0.17% (9/5236). The authors reviewed those 9 incidence of delayed

hemorrhage, which involved 9 patients and 9 lesions, with empha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eeding and the

treatment. Results: The mean age of the 9 patients was 50 years, and the male-to-female ratio was 8：1. The sigmoid
colon was involved in 4 of those patients (44.4%), and the right-sided colon was involved in another 4 of those patients.
Lesions smaller than 11 mm were either sessile or flat-elevated and accounted for 6 of the 9 lesions (66.7%). The remaning
lesions, which were larger than 10 mm, were either pedunculated or semipedunculated. Three (3) of the 9 patients (33.3%)
experienced bleeding on day 1, the most common bleeding day. Another 5 patients (55.6%) experienced bleeding during
the next 4 days (days 2 to 5). The last patient experienced bleeding on day 9, the latest bleeding day. A snare polypectomy
had been performed on 7 of the 9 patients (77.8%), and a hot biopsy had been performed on the other 2 (22.2%). All
delayed bleeding was treated by using hemoclips; additional epinephrine injection was used in 55.6% of the cases and
an additional detachable snare in 22.2%. Rebleeding was noticed the day following the initial treatment of bleeding in
one case and was managed by using hemoclips. Conclusions: The first 5 days after a colonoscopic polypectomy are
crucial, and caution is required during the next 5 days. Thorough knowledge about preventing and managing bleeding
is essential. (JKSCP 2000;16:462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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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내시경적 용종절제술에

있어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

합병증이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합

병증으로는 출혈, 장벽의 화상, 장천공, 올가미의 고착

(snare entrapment), 그리고 정상조직의 오절제(ensnared

bowel) 등이 있다.1 이 중에서도 출혈이 가장 높은 빈도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조기출혈과 지연출

혈로 대별된다. 조기출혈은 절제 도중 또는 직후에 일

어나는 출혈을 가리키며 이는 적절한 응고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지연출혈은 절제 후 수 시간에서 수일

또는 2주까지도 생길 수 있는 출혈이다.1-8 지연출혈은

괴사조직의 탈락 때문에 생기나 이에 대하여 미리 예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5 ,6 빈도는

0.2%에서 1.8%까지로 보고되고 있다.5-9 조기출혈은 절

제 즉시 해결하면 되지만 지연출혈은 절제술이 완료된

후 병실이나 또는 퇴원 후에 생기는 출혈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에 경험한 지연출혈 예를 분석하여

지연출혈률을 줄이고 이로 인한 이환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1) 대상

저자들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 동안 본원 내

시경실에서 2,511명 5,236 병변에 대한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을 경험하였으며 시술은 한 사람의 내시경의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중 지연출혈을 일으킨 9명 9병변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출혈의 빈도는 0.17% (9/5,236)에

해당되었다. 환자의 연령 분포는 32세에서 61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50세이었고 남녀 비는 8：1로 남자가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2) 방법

지연출혈을 일으켰던 예의 임상적인 특징, 절제방법

및 지혈법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결 과

1) 출혈병변 부위

병변 부위별로는 에스상 결장이 4예(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행결장으로 3예(33.3%)이었으며 맹장

과 직장이 각각 1예씩이었다(Table 2).

2) 병변의 크기와 육안형태의 관계

10 mm 이하의 병변이 6예(66.7%), 5 mm 이하의 미

소병변이 3예(33.3%)이었다(Table 3).

3) 출혈 시기

용종절제 다음날을 1일째로 하여 출혈날짜를 살펴보

면 1일째가 3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8명(88.9%)에서 5일 이내에 출혈이 있었다. 출혈

Table 1. Presentation of delayed bleeding cases

Bleeding Treatment Trans-
No. Age Sex Site Size Shape Histology Treatment Rebleeding

day of bleeding fusion

1 61 M AC 2.7 Ip TA Py clip DS 1 Clip DS

2 60 M SC 0.4 Is TA Py 4 Clip *

3 59 M SC 0.7 Is TA Py 2 Clip epi
4 55 M SC 0.3 Is TA HB 3 Clip epi
5 54 M SC 1.8 Isp TVA Py clip 1 Clip
6 47 M C 0.6 Is TA Py 5 Clip epi
7 43 M AC 0.6 IIa HP Py 4 Clip epi
8 40 F AC 2.0 Ip VA with mca Py clip 1 Clip DS 3 units

9 32 M R 0.3 IIa HP HB 9 Clip epi

* = This rebleeding case was treated by using clips again.
C = cecum; AC = ascending colon; SC = sigmoid colon; R = rectum; Ip = pedunculated; Isp = semipedunculated; Is = sessile;

IIa = flat-elevated; TA = tubular adenoma; TVA = tubulovillous adenoma; VA = villous adenoma; HP = hyperplastic polyp;

mca = mucosal cancer; Py = polypectomy; HB = hot biopsy; Clip = hemoclip; DS = detachable snare; Epi = epinephrine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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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늦은 1예의 출혈시기는 9일째이었다(Fig. 1).

4) 내시경적 절제 방법

올가미 용종절제술이 7예(77.8%), 고온 생검술이 2예

(22.2%)를 차지하였다. 올가미 용종절제술에서 2예는

지혈클립을, 1예에서는 지혈클립과 분리형 올가미(deta-

chable snare)를 출혈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예이었

다(Table 4).

Table 2. Site distribution of resected lesions

Site Number

Cecum 1
Ascending colon 3
Sigmoid colon 4
Rectum 1

Total 9

Fig. 1. Number of patients experiencing delayed hemorrhage
on each day following a polypectomy.

able 3. Relationship between size and configuration of le-
sions removed by polypectomies

Shape
Size (cm)

Ip Isp Is IIa Total

∼0.5 0 0 2 1 3
0.6∼1.0 0 0 2 1 3
1.1∼2.0 1 1 0 0 2
2.1∼3.0 1 0 0 0 1

Total 2 1 4 2 9

Ip = pedunculated; Isp = semipedunculated; Is = sessile; IIa
= flat-elevated.

Table 4. Distribution of treatment modality of polyps

Treatment Number

Polypectomy 4
Polypectomy hemoclip 2
Polypectomy hemoclip detachable snare 1
Hot biopsy 2

Total 9

Table 5. Treatment of delayed bleeding after polypectomies

Treatment Number

Hemoclip 2
Hemoclip epinephrine injection 5
Hemoclip detachable snare 2

Total 9

Fig. 2. Delayed bleeding occurred on day 4 in patient No.
2 of Table 1. Hemostasis was done using hemoclips.
Rebleeding was noticed the day after treatment of the
first bleeding. Hemostasis was done using more
hemoc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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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혈병변의 치료

전 예에서 지혈클립을 사용하였으며 5예(55.6%)에서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추가하였고 유경성 용종인 2예(22.2%)

에서는 분리형 올가미를 같이 사용하였다(Table 5).

6) 재출혈 및 치료

1예에서 재출혈이 있었는데 이 예는 4일째에 출혈이

생겨 지혈클립을 사용하여 지혈을 하였으나 그 다음날

다시 출혈이 있어 지혈클립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지혈

시켰다(Table 1, Fig. 2).

고 찰

내시경적 용종절제술과 관련된 출혈에 있어서 그 출

혈에 대한 분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Macrae등5은 20

mL 이상의 출혈로 수혈이 필요치 않은 출혈을 소출혈

(minor hemorrhage), 1∼5 unit의 수혈이 필요하거나 수

술이 필요한 경우를 대출혈(major hemorrhage)로 분류

하였는데 저자들의 경우 3 unit의 수혈을 하여 이 정의

의 대출혈에 해당하는 예가 1예 있었다(Table 1). 또 그

들은 용종절제 후 1∼14일에 생기는 출혈을 2차 출혈

(secondary hemorrhage)로 정의하고 2차 출혈은 예견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0.33%의 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Binmoeller등10은 출혈을 3종류로 구분하였는

데, 절제 중 출혈(procedural bleeding), 절제 후 24시간

이내에 출혈하는 조기출혈(immediate bleeding), 그리고

절제 후 24시간 이후에 생기는 지연출혈(delayed bleed-

ing) 등으로 분류하였고 지연출혈은 모두 3일 이내에 일

어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출혈은 일반적으로 조기

출혈과 지연출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절제 도중 또는 직

후에 생기는 출혈을 조기 출혈이라 하고 절제 후 수 시

간에서 수일 또는 2주 정도 사이에 생기는 출혈을 지연

출혈이라 하며 저자들도 이 분류를 따랐다.

지연출혈의 원인으로서는 열응고와 부종 등에 의하여

폐쇄되었던 혈관이 장운동, 장내용물과의 접촉, 국소감

염 등에 의하여 응고괴사 조직이 탈락하고 부종이 쇠퇴

하면서 다시 열려 출혈이 생긴다.11,12 통전시 응고파의

사용은 지연출혈을 일으키기 쉽고, 혼합파 및 절개파의

사용은 조기출혈을 일으키기 쉽다고 한다. 순수한 응고

파는 용종 줄기를 천천히 절단시키고 가피 응혈괴

(eschar coagulum)를 형성시키며 이것은 수일 후에 떨어

져 나가면서 출혈을 일으킨다.13 여기에 고혈압, 동맥경

화증, 혈액질환 및 항응고제의 사용은 출혈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6 ,1 1, 12 ,14

출혈의 빈도는 0.2%에서 1.8%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5-9 지연출혈에 대한 기준에 서로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의 경우에는 분명한 출혈의 병력이 있

고 지혈치료를 필요로 했던 예를 대상으로 하였고 출혈

빈도는 0.17%로 이들 보고보다 낮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지혈클립이나 분리형 올가미 등을 사용하여 출혈

예방에 미리 적극적인 대처를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출혈장소에 대하여서는 우측결장의 출혈이 다른 부위

보다 높았다는 보고와 함께 용종절제 후의 출혈은 병변

장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15 - 18 저자들의 경우에도 맹

장과 상행결장이 4예(44.4%)로 이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장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그

원인은 분명치 않다.

한편 병변의 크기가 클수록 출혈 빈도도 높았다고 하

였는가 하면1 1 병변의 크기는 출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도 하였다.12 저자들의 경우에는 10 mm 이하의 병

변이 6예(66.7%)를 차지하여 병변의 크기와는 상관관계

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또 병변의 형태에서는 유경성

병변에서 출혈의 빈도가 높았다고1 1한 반면 무경성 병

변에서 더 높았다는 보고도 있지만10 병변의 형태와 출

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12 저자들의 경

우에는 무경성 병변이 6예(66.7%)를 차지하여 유경성

병변보다 더 많은 빈도를 보였고 이들은 모두 10 mm

이하의 크기이었다. 반면 유경성 병변은 모두 10 mm보

다 큰 크기이었으며 가장 큰 예는 27 mm이었다.

지연출혈은 보통 24시간 안에 생긴다는 보고도 있으

나19 일반적으로는 2∼4일 사이에 많이 생긴다고 한

다.7 ,8 ,10 ,1 1,18 또 지연출혈의 80∼90%가 5∼6일 안에 일

어났고7 ,18 92.9%가 일주일 이내에 발생했다고 하였으며8

가장 늦은 보고는 12일째이었다.7 ,9 저자들의 경우에도

8예(88.9%)가 5일 이내에 발생하였고 최장 출혈시기는

9일째로 상기 보고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지연출혈의 대부분이 2주 이내에 발생함을 보여준다.

지연출혈은 절제방식에 따라 빈도의 차이를 보여 분

할 절제술에서 빈도가 높고 고온 생검술에서의 빈도는

가장 낮았다고 한다.11,18 그렇지만 고온 생검술의 위험

성에 대하여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15- 17 즉 고온 생검

술 후 수일 후에는 열응고에 의한 괴사가 진행되면서

4∼5 mm의 궤양을 형성하는데 이때 만일 궤양 바닥에

혈관이 있으면 출혈을 일으키게 된다.15 고온 생검술 사

용자의 16%에서 지연출혈을 경험하였고 이는 전류의

크기와 통전시간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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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행결장에서 잘 생긴다고 하였다.16 ,17 더욱이 맹장

에서 고온 생검술 후에 대량출혈이 생겨 우결장 반절제

술을 시행했던 예도 보고된 바 있고17 저자들의 경우에

도 고온 생검술 후에 출혈이 생겼던 예가 전체 출혈의

22.2%에 해당되었다는 사실은 고온 생검술에 대한 신

중한 자세와 고온 생검감자의 조작에 대한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거, 용종절제술 후 지연출혈이 생겼을 때 출혈의

확인에는 혈관조영술, Technetium-tagged red blood count

scintigraphy 및 응급 대장내시경 검사 등이 시행되었고1,9

출혈이 확인되었을 때에 치료로써 Pitressin 점적, Gel-

foam emboli 사용 등의 방법들이 사용되었다.1,9 그러나

최근 대장 내시경을 다시 시행하여 출혈장소를 확인하

고 치료하는 방법이 발달되어 이러한 고식적인 방법은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2 0

출혈이 있을 때에 경구 장관세척은 안전하고 대변, 혈

괴 및 혈액을 깨끗이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 하였으며2 1

특히 비흡수성 삼투제인 polyethylene-glycol 용액이나

Fig. 3. A. Bleeding was
recognized on day
4 in patient No.
7 of Table 1.
Note an artificial
ulcer with bleed-
ing (arrows). B.
Bleeding was con-
trolled by using
hemoclips and ep-
inephrine injec-
tion.

Fig. 5. A. A large ped-
unculated polyp
with a thick stalk
(arrows). B. A
snare polypecto-
my was done af-
ter applying pro-
phylactic detach-
able snares at the
base of the stalk.

Fig. 4. Bleeding occurred in patient No. 5 of Table 1. Pro-
phylactic hemoclips covered with clustered blood
clots were noticed (arrows). Additional hemoclips
were applied and epinephrine was in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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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인산나트륨 용액 등을 사용한 전처치는 장관 세정

효과가 좋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출혈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내시경적 지혈을 용이하게 하는 이

점이 있다고 하였다.2 2 저자들도 이러한 경구 장관 세정

제를 사용하여 전처치를 한 다음 지혈치료에 임하고 있

으며 지연출혈 전 예에서 내시경적 지혈치료를 하였다.

내시경적 지혈치료에는 지혈클립이나 분리형 올가미

를 사용한 기계법, 고주파 응고법, 고장액식염수와 에프

네프린 혼합용액의 국소주사법, 그리고 argon plasma 응

고법 등이 있다.2 2 지혈클립은 출혈의 치료뿐 아니라 예

방에도 큰 효과가 있어서 요사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조직침습이 적고 노출 혈관이나 점상 출혈에

도 유용하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숙련과

경험이 필요하다.7 ,8 ,22 ,2 3 또 출혈부위의 조직이 경화되어

있으면 지혈클립에 잘 집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자들도 출혈의 예방과 치료에

지혈클립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출혈 치료에 있어서

는 전 예에서 지혈클립을 사용하였다(Fig. 3, 4). 분리형

올가미는 유경성 용종의 줄기 부분에 걸어 출혈을 효과적

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상당히 큰 용종까지도 내시경적

절제를 가능하게 한다.7 ,8,22 ,24 저자들의 경우에도 줄기가

두터운 유경성 용종인 경우에 분리형 올가미를 적극 사

용하여 출혈을 예방하고 있다(Fig. 5). 또 출혈이 있을

때 지혈클립 등으로 충분한 지혈이 되지 않고 줄기가

있는 경우 병변의 기저부에 분리형 올가미를 걸어서 충

분한 지혈효과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분리형 올가미의

사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줄기가 없는 용

종인 경우에는 사용이 곤란하며 올가미 환(loop)이 부드

러워 잘 휘어지기 때문에 조작이 쉽지 않고 용종의 기

저부에 거는 일 또한 쉽지 않다. 또 한번 조인 환은 다

시 풀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거는 조작이 곤란

하고 조이는 정도의 판단에도 숙련을 필요로 한다. 조

이는 정도가 너무 강하면 줄기가 기계적인 절단을 일으

킬 위험이 있고 약하면 지혈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

이다. 저자들의 경우에도 출혈예방 목적으로 분리형 올

가미를 사용하였으나 충분히 조여지지 않아 지연출혈이

생겨서 분리형 올가미를 다시 걸었던 1예를 경험하였

다. 또 환과 절제 올가미 사이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

면 절제 후 환이 미끄러져 빠질 위험성이 있고 절제시

에는 환과 절제 올가미가 서로 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통전할 때에도 환 부분이 응고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2 4-26 그리고 고주파 응고법은 열응고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소작의 정도를 조절하기 어렵고 절제부위에 또 다시 새

로운 열손상을 더해 주기 때문에 재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고장액식염수와 에피네프린(1：10,000

또는 1：20,000) 혼합용액 주사도 에피네프린의 혈관

수축작용과 고장액식염수의 조직 팽창에 의한 지혈효과

를 얻는 것으로 조직 침습이 적고 비교적 안전한 방법

이지만 물리적인 조직 고정력이 없기 때문에 재출혈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클립법 등 다른 지혈법과 병용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10 ,13,2 2 저자들의 경우에도 클

립법의 보조로 사용하고 있다. 순수 에탄올 주사는 출

혈 혈관을 응고 변성시켜 지혈시키지만 조직괴사가 더

심해짐으로 벽이 얇은 대장에서는 천공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8,22 Argon plasma 응고법은 argon

gas를 매체로 하는 비접촉형 지혈법으로 광범위한 미만

성 출혈을 단시간에 지혈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조

직응고 도달심도가 얕아 대장에 적합하나 동맥성 출혈

에 대해서는 지혈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한다.22 한편 재

출혈에 대해서도 첫 출혈의 13.5%로 보고된 바 있는데22

이들 모두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였으며 저자들의 경

우에도 첫 출혈의 11.1%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역시

내시경적 치료를 하였다.

지연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후 관리에도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1주 이내에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입욕이나 운동제한 등의 안정이 필요

하고 2주까지도 음주나 심한 운동 등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7 ,8, 11,18 또 항응고제 사용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병

력청취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의 조정이 필

요하다. 아스피린 상복자는 대장 지혈시간이 정상으로

될려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다고 하였고14 비스테로이

드성 항염증제 등도 용종절제 7∼10일 전부터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27 ,2 8

결론적으로 용종절제술에 임하는 내시경의는 출혈의

특성과 여러 가지 지혈법에 대하여 숙지를 하고 있어

만일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하며, 사전

에 출혈에 대한 예방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지연출혈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후에 발생하는 지연출혈에 대하

여서는 미리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용종절

제술 후 5일 이내는 출혈의 위험시기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10일 이내는 출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요주의

시기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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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의 특성과 함께 여러 가지 지혈법에 대하여 숙지해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혈클립이나 분리형 올가미 등

의 기계적 지혈은 확실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술 전

에 항응고제 사용 등의 병력 청취에 유의하고 술 중이

나 술 후에 출혈의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출혈의

빈도는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출혈 시

에는 지체함이 없이 충분한 장 세정을 하여 확실한 지

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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