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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즙성 소화불량증의 이해
대구파티마병원 소화기내과

김현수

Understanding the Biliary Dyspepsia

Hyunsoo Ki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aegu Fatima Hospital, Daegu, Korea

Functional dyspepsia is a very common disease and there are two types of dyspepsia. One is 
functional dyspepsia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and the other is pancreatobiliary dyspepsia. 
Biliary dyspepsia is caused by biliary tract disease and can even cause biliary pain. Acalculous 
biliary pain (ABP) is biliary colic without gallstones, it is caused by functional biliary disorder 
or structural disorders such as microlithiasis, sludges or parasitic infestation like Clonorchiasis. 
The endoscopic ultrasonography is helpful tool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ABP. Although 
sphincter of Oddi manometry (SOM) is performed for the confirmative diagnosis of 
sphincter of Oddi dysfunction (SOD), several non-invasive tests have been studied because 
of some practical limitations and invasiveness of SOM itself. In fact, the most clinically used 
easy test to diagnose functional biliary disorder is quantitative hepatobiliary scintigraphy 
and it can distinguish gallbladder dyskinesia, SOD, or combined type. Initial treatment of 
functional biliary disorder is adequate dietary control and medication, but if the symptoms 
worsened or recurred frequently,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could be performed with 
gallbladder dyskinesia. If SOD is suspected, additional SOM should be considered and 
endoscopic sphincterotomy (EST) can be done according to the outcome. If the SOM is not 
available, the patient could be diagnosed by stimulated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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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화불량증(dyspepsia)은 아주 흔히 외래에서 접할 수 있는 

증상 중의 하나로 발생 위치에 따라 식도, 위, 십이지장 등의 

상부위장관에  의한  소화불량증과  췌담관  질환에  의한  

소화불량증이 있다. 한편 췌담관성 소화불량증은 담즙성 

소화불량증(biliary dyspepsia)과 췌장성 소화불량증(pan-

creatic dyspepsia)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기질적인 췌담관 질환(예, 담석증, 종양, 만성 췌장염 등)과 

기능성 췌담관 질환이 있다.1

기능성 위장관 질환(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이란 

증상을 설명할 만한 구조적, 전신적 또는 대사성 질환 없이 

소화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2016년 로마진단

기준 IV (Rome IV)에 의하면 위장관에 기인한 소화불량증을 

‘기능성 소화불량증(functional dyspepsia)’이라 하고, 췌담관에 

기인한 소화불량증에는 ‘기능성 담낭 질환’ 및 ‘오디괄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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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상증(담도, 췌장)’ 등이 있다.2 본 고찰에서는 상기 여러 

원인의 소화불량증 중 담즙성 소화불량증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하며, 특히 기존에 잘 알려진 담석 또는 종양 질환을 제

외한 기능성 질환을 중심으로 문헌고찰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유병률

소화불량증은 가장 흔한 기능성 소화기 질환 중 하나로, 유

병률은 전체 미국 인구의 약 10-45%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3 담즙성 소화불량증의 유병률은 현재까지 소수의 연구

만이 시행되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전의 한 

연구에서는 전체 소화불량증 환자의 약 5% 정도에서 담즙성 

소화불량증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4 이탈리아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남자 7.6%와 여자 20.7%에서 무결석 

담관통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5,6 최근 20년간 

담즙성 소화불량증은 새로운 담낭절제술의 적응증이 되었으며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성인의 약 10-20%에서 수술의 적응

증으로 조사되었다.7 한편 담낭절제술 후 다시 소화불량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조사에 의하면 약 1.5%에서 수술 후 

증상의 재발을 보였으며 남자 0.6%, 여자 2.3%의 유병률을 

보였다.8 한편 국내 전체 소화불량증 유병률은 8.1-46.0%며9 

담즙성 소화불량증의 유병률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2. 정의 및 특징

영상 검사 담석이나 종양 등의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 

간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이면서 지속적 담즙성 소화불량 또는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를 기능성 담관통(functional biliary 

pain)이라 정의하며, 비결석성 담관통(acalculous biliary 

pain, ABP) 또는 담낭 운동이상증(gallbladder dyskinesia), 

만성 비결석성 담낭기능부전(chronic acalculous gallbladder 

dysfunction), 비결석성 담관 질환(acalculous biliary disease) 

그리고 만성 비결석성 담낭염(chronic acalculous cholecystitis)

으로 혼용되고 있다.10

기능성 담관계 질환(functional biliary disease)은 기능성 

담낭 질환 및 오디괄약근 기능이상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로마진단기준 IV에 의한 진단기준으로는11 기질적 질환이 없이 

발생되는 명치 및/또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1) 30분 이상의 

지속적 통증, 2) 매일 발생하지 않는 불규칙한 재발 간격, 

3) 일상생활의 장애 또는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의 심한 통증, 

4) 배변과 관련이 없으며(20% 미만), 5) 체위변화 또는 위산

억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20% 미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항목으로는 1) 오심 및 구토, 2) 등 또는 우견갑골 

하방으로의 방사통, 3) 잠에서 깨어날 정도의 통증 등이 있다

(Table 1). 통증 지속시간은 보통 30분 이상 지속하나 6시간을 

넘기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통증이 6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담석 등의 기질적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12 

기능성 담낭 질환(functional gallbladder disorder)은 1) 상기 

기술된 담관통, 2) 담석이나 다른 기질적인 질환이 없을 때로 

정의하며, 추가적인 항목으로 1) 담낭스캔상 담낭배출능 

감소, 2) 정상 간기능 수치 및 정상 아밀라제/리파제 수치 등

이다 .  담도  오디괄약근  기능이상증(functional  bi l iary 

sphincter disorder)은 1) 상기 담관통, 2) 간기능 이상 또는 

확장된 담관, 3) 담석이나 다른 기질적 질환이 없을 때로 

정의하며, 추가적인 항목으로는 1) 정상 아밀라제/리파제 수치, 

Table 1. Rome IV, gallbladder and sphincter of Oddi disorders (modi�ed 
from Cotton et al.11)

E1. Diagnostic criteria for biliary pain
    P a in located in the epigastrium and/or right upper quadrant and all 

of the following:
    1. Builds up to a steady level and lasting 30 minutes or longer
    2. Occurring at different intervals (not daily) 
    3.   Severe enough to interrupt daily activities or lead to an 

emergency department visit
    4. Not significantly (<20%) related to bowel movements
    5.   Not significantly (<20%) related by postural change or acid 

suppression
    Supportive criteria
    The pain may be associated with:
    1. Nausea and vomiting 
    2. Radiation to the back and/or right infrasubscapular region
    3. Waking from sleep
E1a. Diagnostic criteria for functional gallbladder disorder
    1. Biliary pain
    2. Absence of gallstones or other structural pathology
    Supportive criteria
    1. Low ejection fraction on gallbladder scintigraphy
    2. Normal liver enzymes, conjugated bilirubin, and amylase/lipase
E1b. Diagnostic criteria for functional biliary sphincter of Oddi disorder
    1. Criteria for biliary pain
    2. Elevated liver enzymes or dilated bile duct, but not both
    3. Absence of bile duct stones or other structural abnormalities
    Supportive criteria
    1. Normal amylase/lipase
    2. Abnormal sphincter of Oddi manometry
    3. Hepatobiliary scint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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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디괄약근 내압 검사 이상, 3) 간담도 스캔상 이상 소견 

등이다. 췌관 오디괄약근 기능이상증(functional pancreatic 

sphincter disorder)은 1) 재발성 췌장염, 2) 다른 췌장염 원인 

배제, 3) 내시경 초음파상 정상, 4) 오디괄약근 내압 검사 이상 

소견이 관찰될 때 진단될 수 있다.

3. 발생기전

정상적으로 담즙(bile)은 대부분인 수분을 제외한 성분 중 

67%의 담즙산(bile acid)과 인지질(phospholipid),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단백질, 전해질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공복 

시에는 대부분의 담즙이 담낭에 저장되어 있으며 약 25% 정도 

만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식사 후에는 secretin의 

영향으로 담즙내 수분 및 전해질 분비가 증가하여 담즙 양이 

증가되고 cholecystokinin (CCK)의 작용으로 인한 담낭 

수축과 오디괄약근 이완으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다량 

배출된다. 이러한 담즙 배출 장애가 발생될 때 소화불량 증세, 

심지어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담즙성 소화

불량증(biliary dyspepsia) 또는 담관통(biliary pain)이라 한다. 

담관통 유발 병리기전은 급성기에서 담관내 압력 증가 및 염증

반응에 의한 것이 주이며, 만성적인 경우에는 담관의 내장 

과민성(visceral hypersensitivity or hyperalgesia)과 심리적인 

영향도 같이 작용한다.13

4. 진단 및 감별진단

담즙성 소화불량증은 병력 청취 그리고 이학적 소견과 

더불어 여러 가지 영상학적인 검사, 그리고 담관계 기능 검사로 

진단될 수 있다. 증상은 상기 기술된 로마진단기준 IV에 의한 

담관통 증상을 나타내며, 식사 특히 과식과 지방식이로 

증상 악화 소견을 보인다. 주로 젊거나 중년 여성에서 많으며 

비만 또는 다산과 같은 담석증의 위험인자를 공유한다. 주요 

이학적 소견으로 우상복부 타진성 압통(percussion tender-

ness) 또는 명치 압통이 있다. 우상복부 타진성 압통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으로는14 담관계 질환(담석증, 담도 협착, 담도 

종양, 담도염, 급성 또는 만성 담낭염, 기생충 질환, 혈담즙증, 

유두괄약근 기능이상증 등), 간 또는 간 주변 질환(바이러스성 

또는 독성 간염, Fitz-Hugh-Curtis 증후군, 지방간, 심장 질환

이나 빈혈 등에 의한 간 울혈 상태 등) 등이 있고, 그 외 우측 

하늑골 근처의 근골격계 질환(늑골 손상 또는 골절, Tietze 

증후군, 근육통) 등이 있으며 전부 우상복부 타진성 압통을 

나타낼 수 있어 감별에 주의해야 한다.

영상학적인 진단으로는 담석증이나 담도 종양을 배제하기 

위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또는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om-

puted tomography, CT) 검사가 필요하며, 필요시 ERCP 또는 

MRCP를 시행할 수 있고 때로는 EUS도 시행할 수 있다. 담도 

기능 검사로는 제일 확진적인 것은 ERCP하 오디괄약근 내압 

검사이며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여러 검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담즙성 소화불량증의 원인으로는 기질적인 원인과 기능성 

원인이 있는데, 기질적인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담석증이며 

그 외 종양, 협착 등과 감별해야 하며 혈액 생화학 검사 및 복부 

초음파 또는 CT 촬영으로 비교적 쉽게 감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상 검사상 담석이나 종양이 없는 경우, 

기능성 원인과 감별을 해야 하는 질환으로는 담즙 슬러지

(sludge) 또는 미세담석증(microlithiasis), 담석의 자연 배출 

후 상태, 주변 십이지장 과민성(hypersensitivity of the adja-

cent duodenum),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 등이 있으며 국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흡충(Clonorchis sinensis) 등의 기생충도 

한 원인이 된다(Table 2).

1)	 	오디괄약근	기능이상증(sphincter	of	Oddi	dysfunction,	

SOD)

SOD는 1887년 Ruggero Oddi에 의하여 처음 기술되었는데 

오디괄약근 수축 이상으로 인한 질환을 말한다. SOD는 발생 

기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해부학적인 변화인 

오디괄약근 협착(SO stenosis)과 운동질환인 오디괄약근 

운동장애(SO dyskinesia)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SOD로 혼합

하여 사용되고 있다.15 SO stenosis는 췌장염, 담석이나 슬러

지의 자연 배출 후, 수술 중 손상, 감염(Strongyloides, Cyto-

megalovirus 또는 Cryptosporidium 등) 그리고 선근종(adeno-

myomatosis) 등으로 인하여 SO의 염증이나 섬유화가 발생

되어 발병한다. 한편 SO dyskinesia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의 이상으로 인한 motor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

Table 2. Causes of acalculous biliary pain

Abnormal gallbladder emptying (gallbladder dyskinesia)
Sphincter of Oddi dysfunction
An overly sensitive biliary tract
Microscopic stones or sludges
Spontaneously passed gallstones
Hypersensitive duodenum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e.g., irritable bowel syndrome
Parasitic infestation, e.g., Clonorchis s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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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약물로도 발생이 가능하다.15

SOD는 modified Milwaukee 분류에 의하여 3가지 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 전통적인 Milwaukee 분류보다 좀 더 완화

되었다(Table 3).16 진단기준은 담관통이 있으며 1) 2회 이상의 

혈액 검사 이상(aminotransferases, bilirubin 또는 alkaline 

phosphatase가 정상의 두 배 초과), 2) CBD 직경이 초음파 상 

8 mm 초과로 단순화되었으며(ERCP 소견은 삭제됨), 1형은 

2개 다 만족, 2형은 1개 만족, 1형은 전부 정상일 때로 정의

되었다. 이 분류법은 오디괄약근 내압 검사(SO manometry, 

SOM)의 검사 필요성과 치료로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

(endoscopic sphincterotomy, EST)의 효과 및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즉 제1형에서는 임상 양상 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SOM이 필요 없이 바로 EST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제2형, 

제3형은 SOM이 필요하고 SOM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EST를 

시행할 수 있다.

SOD는 주로 젊은 중년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소아

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담낭을 수술한 후 더 많이 발생되나 

수술 전에도 발견될 수 있으며 아직 정확한 유병률에 대한 

통계는 없다. 수술을 시행한 담석 환자에서 수술 전 시행한 

SOM상 11.6%에서 SOD가 동반되었고 다른 한 보고에서는 

담관통을 가지고 검사상 담석이 없는 환자의 약 53%에서 

SOD 소견을, 49%에서 담낭 운동장애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SOD 환자에서 담낭 운동장애는 절반 정도 동반되었다.17 

Sherman 등18은 115명의 ABP 환자에서 SOM을 시행한 결과 

약 51%에서 SOD 소견을 관찰하였으며 제1형에서는 86%, 

제2형에서는 55% 그리고 제3형에서는 28%에서 SOM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SOD는 담관 및 췌관에 다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주요 

임상 양상은 담관 괄약근(sphincter choledochus)에 이상이 

있으면 ABP로, 췌관 괄약근(sphincter pancreaticus)에 이상이 

있으면 특발성 급성 재발성 췌장염(idiopathic acute recur-

rent pancreatitis, IARP)의 형태로 나타나며 양 쪽 다 같이 나타

나는 경우도 있다. 한 연구에서 원인 미상의 췌담관 통증 환자 

중 19%에서 췌관 괄약근 이상, 11%에서 담관 괄약근 이상, 

31%에서 양쪽 다 이상 소견을 보여 전체의 61%에서 SOD로 

진단되었다.19

SOD의 증상은 담낭 운동장애와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임상적인 구별이 어려우며 담낭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으나 사전에 진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술 전 담낭 

및 SO에 대한 기능평가가 중요하다. SOD는 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통증이 재발되어 진단이 되는데, 수술 후 약 10-20%에서 

수술 전과 유사한 담관통 재발을 호소하였다. 담낭절제술 후 

증후군(post-cholecystectomy syndrome)은 담낭절제술 후 

다시 담관통이 재발되는 상태를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수술 

전 간과된 총담관 결석, 슬러지, 협착, 종양 또는 SOD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약 1% 만이 

SOM상 SOD로 인한 담낭절제술 후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20 

SOD에 의한 담낭절제술 후 증후군의 발생 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수술 전 진단이 안 된 SOD 환자가 수술 

후 담낭의 저장 기능 상실로 인한 담도압의 갑작스러운 상승

으로 통증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 수술시 담낭으로부터 SO로 

지나가는 신경이 담낭관을 절제할 때 같이 손상을 받아 발생

Table 3. Modi�ed Milwaukee classi�cation of SOD (modi�ed from Behar et al.16)

SOD type Definition

Biliary type I Typical biliary type pain
Liver enzymes (AST, ALT or ALP) >2 times normal limit documented on at least 2 occasions during episodes of pain
Dilated CBD >8 mm in diameter on USG
Positive manometry for biliary SOD (seen in 65-95% of patients)

Biliary type II Biliary type pain and one of the above criteria (laboratory or imaging)

Biliary type III Biliary type pain only

Pancreatic type I Pancreatic type pain
Amylase and/or lipase >2 times upper normal limit on at least 2 occasions during episodes of pain
Dilated pancreatic duct (head >6 mm, body >5 mm)

Pancreatic type II Pancreatic type pain, and one of the above criteria (laboratory or imaging)

Pancreatic type III Pancreatic type pain only

SOD, sphincter of Oddi dysfunctio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CBD, common bile 
duct; USG, ultras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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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OD의 진단에는 침습성 진단법과 비침습성 진단법이 

있다(Table 4). SOM은 ERCP를 통한 침습성 진단법으로 

SOD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gold standard 검사법

이다. SOM의 적응증으로는 원인 미상의 담도 또는 췌장 통증, 

특발성 재발성 췌장염, 담낭절제술 후 증후군, 임상적으로 

SOD가 의심될 때, 간기능수치 이상을 동반한 복통, EST 전후 

비교를 위하여 원인 미상의 확장된 담관 또는 췌관이 있는 

경우 등이다.21 SOM의 진단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는(Table 5) 

1) SO 기저압 증가(≥40 mmHg), 2) 위상파의 최고압 증가 

(≥240 mmHg), 3) 수축빈도 증가(≥8/분), 4) 역방향 전파

(retrograde propagation) 증가(≥50%), 5) CCK에 대한 반응 

이상(역설적 수축) 등이며 이 중 SO 기저압 증가가 EST 후 

효과를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라고 입증이 되어 있다.22 

SO stenosis와 dyskinesia의 감별을 위해서는 평활근 이완제인 

amyl nitrite 또는 glucagon 주입 후 SO 이완 유무, 즉 stenosis는 

이완이 안되는 점으로 감별을 할 수 있다. SOM의 문제점은 

1) 검사의 위음성이 많고(민감도 SOD 1형: 65-95%, 2형: 50-63%, 

3형: 12-59%), 2) 장비 및 술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으며, 

3) 전처치 약물에 영향을 받는데, 사용 가능 약물은 propofol, 

midazolam, 또는 diazepam 등이다, 4) 검사 자체가 침습적이며 

비교적 합병증이 많은데, 4-30%의 유병률 및 0.4%의 사망률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합병증 중 췌장염 발생이 10-15%로 증가

되었다. 5) 재현성이 불균일하며, 6) 시술자에 따라 성공률의 

차이(54-87%) 및 결과의 차이가 있고, 7) SOM 이상 소견과 

환자 증상 간의 일치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SOM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미에서는 여러 가지 비침습적인 

기능 검사에 대하여 연구 보고하고 있다.

SOD 진단에 대한 비침습적 검사로는 morphine-prostigmin 

유발 검사(Nardi 검사), 자극 복부초음파 검사(stimulated 

US, s-US), secretin 자극 내시경초음파 검사(EUS-s), secretin 

자극 MRCP 검사(ss-MRCP), 정량적 간담도 신티그라피

(quantitative hepatobiliary scintigraphy) 등이 있다.23 Nardi 

검사는 morphine 10 mg 및 neostigmine 1 mg 근육 또는 피하 

주사를 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데, 주사 후 전형적인 통증 

및/또는 췌장 또는 간기능 수치 4배 이상 상승시 양성으로 

판정한다. 제한점으로는 정상인의 약 60%에서도 아밀라제/

리파제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약 40%에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24 담즙 또는 췌액 분비에 

대한 자극 방법으로는 주로 지방식이(예, 계란 2개) 또는 

secretin 주사로 시행한다. 자극 초음파 검사는 자극 전 및 

45분 후를 비교하는데 전형적인 통증 및/또는 자극 전보다 

상부 총담관(proximal CBD)이 2 mm 이상 확장 또는 췌관이 

1 mm 이상 확장시 양성으로 판정한다. 이 검사법은 비교적 

저렴하며 믿을 만하고 재현성이 좋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췌관을 55-90%에서만 관찰할 수 있어 제한점이 있다. 

자극 내시경초음파 검사는 이러한 췌관 관찰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되며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은 

secretin 주사로만 시행한다. EUS 관찰 하에서 secretin 1 IU/kg 

주입 후 투입 전 및 투입 후 15분 동안 매분마다 췌관의 지름 

측정하여 투입 전보다 1 mm 이상 확장시 양성으로 판정한다. 

단점은 침습적이고 고비용이며 시술자에 의한 의존도가 높다. 

Secretin 자극 MRI 검사 역시 자극 후 췌관을 측정하는 검사로 

secretin 투입 전 및 투입 후 15분까지 매분마다 검사를 시행

하여 췌관의 직경이 투입 전보다 1 mm 이상 지속된 증가가 

있으면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한 연구에서 SOM과의 일치율이 

86.7%로 높았으나25 대규모의 연구가 없으며 국내에서는 비용 

Table 4. Diagnosis of SOD

Invasive methods
  1. ERCP
  2. Endoscopic sphincter of Oddi manometry (SOM)

Non-invasive methods
  1. Provocation test
      - Nardi test (morphine-prostigmin provocation test)
  2. Stimulation test
      - Stimulated transabdominal US (s-US)
      - Endoscopic ultrasonography-secretin test (EUS-s)
      - Secretin stimulated MRCP (ss-MRCP)
  3. Quantitative hepatobiliary scan

SOD, sphincter of Oddi dysfunction;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US, ultrasonography; MRCP,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Table 5. Normal and abnormal values of SOM (modi�ed from Lee22)

Parameter Normal Abnormal

Basal pressure (mmHg) 3-35 ≥40

Amplitude (mmHg) 95-195 ≥240

Frequency (n/min) 2-6 ≥8

Retrograde propagation (%) <50 ≥50

Response to CCK Inhibit Contract

SOM, sphincter of Oddi manometry; CCK, cholecystoki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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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량적 간담도 신티그라피는 간담도 

질환에 대한 기능 검사로 가장 잘 알려져 왔으며 주로 SO에 

대한 기능과 담낭에 대한 기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담낭

절제술 후 SOD 진단에 대하여 Sostre 등26은 6개의 기준을 

가지고 점수화하였으며 총 12점 중 6점 이상시 양성으로 

진단하였다(Table 6). 그 외 십이지장 도달시간(duodenal 

arrival or appearance time, DAT)이 20분 이상 연장되거나 

간문부 십이지장 통과시간(hilum to duodenum transit time, 

HDTT)이 10분 이상 연장된 소견이 담낭절제술 후 SOD 

진단에 중요한 소견이라 하겠다.15,27 이러한 신티그라피 검사는 

민감도가 낮고 재현성이 떨어지며 SOM과의 일치도에도 

논란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으나 치료로 EST 시행 후 그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데 비교적 유용하였으며28 특히 SOD 

제2형 또는 3형에서는 morphine을 사용하여 자극을 한 후 

검사를 시행하면 그 성적이 더 개선되었으며29 자극 초음파와 

신티그라피를 혼합하여 같이 시행한 경우에 낮은 민감도를 

개선할 수 있었고 EST 후의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데 역시 

유용하였다.30

한편 담낭절제술을 받지 않은 정상적인 담낭 환자에서의 

SOD 진단은 좀 더 복잡한데 이는 담즙 배출이 담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60분 내에 소장이 조영되지 

않으면 SO의 압력이 올라간 것으로 정의하였으나31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2)	담낭	운동장애(gallbladder	dyskinesia)

담낭 운동장애는 담석과 같은 기질적인 병변 없이 담낭자체의 

운동기능이상으로 담도성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로 주로 담낭 

배출장애에 의한다. 증상은 전형적인 담관통 또는 담즙성 

소화불량증을 나타내며, 담낭이 심하게 팽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Murphy’s sign을 관찰할 수 있다. 빌리루빈을 포함한 

간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SOD 제3형과 감별이 필요하며 복부 

초음파 또는 CT 등으로 미세담석, 슬러지를 배제해야 한다. 

진단은 영상 검사상 담석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간담도 신티

그라피상 담낭 박출계수(gallbladder ejection fraction, GBEF)가 

40% 미만일 때 할 수 있다.

5. 치료

SOD의 치료는 내과적 약물 치료, 내시경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다. 내과적 치료로는 저지방 식이와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투약으로는 nifedipine과 같은 칼슘통로

차단제 또는 nitrate 등과 같은 평활근육이완제의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약 1/3에서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두통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22 그 외 여러 종류의 위장관 운동촉진제나 

UDCA, 신경안정제, octreotide 주사, prostaglandin E1 유사체인 

alprostadil alfadex 그리고 단백질 차단제인 gabexate mesi-

late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16,32 한편 GB34 포인트에 대한 전

기침(electroacupuncture)의 효과에 대한 국내 보고도 있다.33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endoscopic sphincterotomy, 

EST)은 현재 SOD 치료의 표준이다. Geenen 등의 연구에 

의하면 SO 기저압이 상승한 경우 시술 후 90% 이상에서 

호전을 보고하였고 다른 보고에서도 대체적으로 60-70% 

정도로 효과가 보고되었다.22 제일 문제가 되는 합병증은 

췌장염으로 일반적인 ERCP 후 췌장염 발생률 3-5%에 비하여 

12.5-27%로 높다. 그러므로 SOD 제2, 3형, 특히 제3형에서는 

SOM에 이상이 있고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상이 있을 

때만 시술을 고려해야 하겠다.22 일부 센터에서는 제2형에서 

SOM 검사 없이 경험적 EST의 효과를 주장하였는데 비용이 

Table 6. Criteria for scoring scintigrams (modi�ed from Sostre et al.26)

Criteria Score

1. Peak time
    a. Less than 10 minutes
    b. 10 or more minutes

0
1

2. Time of biliary visualization 
    a. Less than 15 minutes
    b. 15 or more minutes

0
1

3. Prominence of biliary tree
    a. Not prominent
    b. Prominent major intrahepatic ducts
    c. Prominent small intrahepatic ducts

0
1
2

4. Bowel visualization
    a. Less than 15 minutes
    b. 15-30 minutes
    c. More than 30 minutes

0
1
2

5. CBD emptying
    a. By more than 50%
    b. Less than 50%
    c. No change
    d. Shows increasing activity

0
1
2
3

6. CBD-to-liver ratio
    a. CBD60 ≤ liver60
    b. CBD60 higher than liver60 but lower than liver15
    c. CBD60 higher than liver60 and equal to liver15
    d. CBD60 higher than both liver60 and liver15

0
1
2
3

CBD, common bile duct.



Understanding the Biliary Dyspepsia

156 https://doi.org/10.15279/kpba.2018.23.4.150

더 저렴하였고 시술 후 증상의 호전 정도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34 그 외 내시경적 시술로는 SO에 대한 botulinum 

toxin (Botox) 주사, 플라스틱 스텐트 삽입 등이 있는데 이는 

추후 EST 전에 치료 반응 유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32 SOD에 대한 외과적 치료(surgical sphinc-

terotomy)는 EST가 개발된 후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EST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담낭 운동장애에 대한 치료로 내과적인 약물 치료 또는 

외과적 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내과적 약물 치료로는 

UDCA와 담낭수축을 증가시키는 약물(예, cholecystokinin, 

motilin, bethanechol, prostigmine 그리고 erythromycin 등)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한계가 있다. 담낭 운동장애의 

현재 표준 치료는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이다. 전형적인 통증과 

비정상적인 담낭 배출을 보이는 경우 추후 수술을 받을 확률이 

59-100% 정도이며, 수술 후 91%에서 증상 호전을 볼 수 있다. 

전형적인 통증이 있으나 GBEF가 정상인 경우는 자연적 증상 

소실이 될 확률이 80-92% 정도로 경과 관찰이 원칙이나 일부 

지속적인 증상을 계속 보이는 경우 수술시 57%에서 임상적 

호전을 보고하였다.35 한편 GBEF 저하와 SOD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담낭절제술은 수술 후 통증 악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담낭절제술 후 증후군). 한 연구에서 

EST가 담낭 담석의 유무와 관계없이 담낭의 운동기능을 

호전시키는 보고도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36

6. 담즙성 소화불량에 대한 접근

만성적인 소화불량 또는 식후 명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상기 기술된 담도 증상을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위산역류질환에 사용되는 PPI 제제 등의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과민성 장증후군의 특징인 배변으로의 증상 

호전과도 관계가 없으며 췌장염 등에서 볼 수 있는 체위변화에 

따른 증상 변화가 없을 때 그리고 특징적인 우상복부 타진성 

압통이 있는 경우에 한 번쯤 의심을 해야한다. 검사는 기질적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내과적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 그리고 상부소화관 내시경 등을 시행해야 하며, 때에 

따라 초음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부 CT 등을 촬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사상 전부 정상 소견이 관찰되더라도 

일부에서는 초음파 또는 CT 상 관찰하기 어려운 방사선 

투과성 담관 담석, 일부 미세담석, 슬러지 또는 기생충 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내시경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되며, 만약 

여기에도 정상인 경우 기능성 담관계 질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Fig. 1).37

기능성 담관계 질환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는 정량적 

간담관 신티그라피 검사이며 담낭 운동이상, SOD 또는 복합형을 

감별할 수 있다. 충분한 식이 조절과 필요시 약물 치료를 먼저 

Fig. 1. Algorithms to approach the acalculous biliary pain (ABP) (modified from Catalano et al.37). US, ultrasound; CT, computed tomogram; EUS, 
endoscopic ultrasound; CS, Clonorchis Sinensis; SOD, sphincter of Odd dysfunction; CCK HIDA, cholecystokinin hepatobiliary; SO, sphincter of O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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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되 증상이 악화되거나 자주 재발을 하는 경우는 다음 

치료 단계로 넘어간다. 담낭 운동이상(GBEF가 40% 미만)만 

있으면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고, 만약 SOD가 의심

되거나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는 SOM 후 결과에 따라 

EST를 고려해야 한다. SOM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극 

초음파 검사를 추가하여 판단을 해야 하며 SOD 2형은 EST를 

시행할 수 있으며 SOD 제3형은 EST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ST 전 치료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스텐트 삽입이나 

Botox 주입은 하나의 선택 옵션이 될 수 있다.

결  론

소화불량증은 외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이나 실제적

으로 담즙성 소화불량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담관계 증상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인지가 필요하며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병력 청취 및 이학적 소견이 질환의 감별에 중요하다.

기능성 담관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담관계 

증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적절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여러가지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감별을 위해서 시행해야 

한다. 기능 진단을 위해서는 침습적인 SOM 검사가 있으나 

검사의 현실적 실용성 및 검사 자체의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최근 비침습적인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다. 비침습적인 검사에는 약물 유발 검사, 다양한 자극 검사 

그리고 정량적 간담도 신티그라피가 있다.

SOD의 치료는 내과적 치료, 내시경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현재의 표준 치료는 EST이다. SOD 제1형 및 SOM 상 

양성 소견을 나타내는 제2형은 비교적 EST에 반응이 좋으며, 

제3형은 검사 결과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여 치료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담낭 운동장애 대한 치료로는 내과적 치료, 그리고 표준 

치료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SOD가 

동반된 경우에는 일부 EST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요  약

소화불량증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기존의  위장관계에 

발생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이에 대비되는 췌담관성 

소화불량증이 있다. 그 중 담관계 소화불량증을 담즙성 소화

불량증이라 하며 심해지면 담관통도 유발할 수 있다.

비결석성 담관통은 기존 담도계 증상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담석증 ,  담도  종양 ,  협착  등이  없이  발생되는  증상으로 

복부 초음파나 CT로 진단되지 않은 미세담석증, 슬러지, 

간디스토마 등의 기생충 질환, 그리고 기능성 담관계 질환 

등이 있으며 감별을 위하여 내시경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된다. 

기능성 담관계 질환의 확진을 위하여 SOM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 실용성 및 검사 자체의 침습성 및 판독의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최근 비침습적인 여러가지 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실제적으로 기능성 담관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임상적으로 쉽게 해 볼 수 있는 검사는 정량적 간담관 신티그라피 

검사이며 담낭 운동이상, SOD 또는 복합형을 감별할 수 있다. 

치료는 충분한 식이 조절과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되 증상이 

악화되거나 자주 재발을 하는 경우는 담낭 운동이상만 있으면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고, 만약 SOD가 의심되거나 

이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SOM을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EST를 고려해야 한다. SOM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극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판단을 

해야 하며 SOD 2형은 EST를 시행할 수 있으며 SOD 제3형은 

환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문 색인: 담즙성 소화불량증, 담낭 운동장애, 오디괄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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