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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위마비는 기계적인 폐쇄 없이 위 배출의 지연을 특징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째 Gastroparesis Cardinal

1
으로 하는 질환이다. 내시경 유문근절개술은 불응성 위마비

Symptom Index (GCSI) Score 및 부척도(subscale) 세 가지

를 위한 치료로 2013년 Khashab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항목(1. postprandial fullness/early satiety, 2. nausea/vom-

이후로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위마비에 대한 우수한 치

iting, 3. bloating)과 위장운동촉진제 사용 여부, 36-Item

료 효과가 보고되었다.

2-4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은

Short Form (SF-36) 형식의 삶의 질 설문지, 이상 반응들을

후향적으로 짧은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분석된 결과였다. 이에

기록하였다. 위배출 신티그래피는 치료 전과 3개월 후에 시행

저자들은 불응성 위마비의 치료로써 내시경 유문근절개술의

되었다. 일차 평가 변수는 내시경 유문근절개술 12개월 후 임상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기관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

적인 성공이었다. 임상적인 성공은 전체 GCSI 점수에서 최소한

였다.

5

1점의 감소와 함께 적어도 2개의 부척도에서 25% 이상의 감소

연구에 참여한 5개의 센터에 내시경 유문근절개술을 위해

로 정의하였다. 이차 평가 변수는 1개월, 3개월, 6개월째 임상적

의뢰된 18세 이상의 불응성 위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 성공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째 평균 GCSI, GCSI

불응성 위마비는 위마비 증상(오심, 구토, 조기포만감, 트림,

부척도들, 위장운동촉진제의 사용 여부, SF-36 삶의 질 점수

팽만, 상복부의 통증)이 식이 및 생활 양식의 교정, 위장운동촉

그리고 3개월째 위 저류의 변화로 하였다.

진제 투여와 같은 표준적인 내과적 치료에 듣지 않고, 위배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5개의 센터에서 80명

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정의했다. 위마비의 병인

의 환자들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75명(94%)이 12개월 추적

(etiology)으로서 수술 후 발생, 당뇨병성 그리고 특발성의 세

을 완료하였다. 모든 환자들에서 내시경 유문근절개술은 기술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내시경 유문근절개술은 전신

적으로 성공적이었다. 평균 나이는 49.3±14.9세였고, 57명

마취하에 내시경실에서 치료 내시경 의사에 의해 기존의 방법

(71.3%)은 여자였다. 56명(70%)은 과거 유문부에 보툴리눔독

6
대로 시행되었다.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자 치료 전과 치료 후

소 주입이나 스텐트 삽입을 시행하였던 적이 있었다. 치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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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진. 불응성 위마비에서 내시경 유문근절개술

평균 GCSI 점수는 2.8±1.1이었고, 4시간째 평균 위 저류는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11

한편 치료 전

39±22%였다. 가장 흔한 원인은 특발성(33명, 41.3%)이었고

임상적 증상이 심한 경우와 4시간째 위 저류가 20% 이상인

나머지 원인은 수술 후(28명, 35%)와 당뇨병성(19명, 23.8%)

경우에 내시경 유문근절개술의 효과가 컸는데, 이는 적절한

이었다. 시술 시간의 중앙값은 43분이었으며, 모든 시술은 위

치료 대상군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의 대만부를 통해 접근되었다. 일차 평가 변수인 12개월째 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적 성공은 75명 중 42명(56%)이었다. 이차 평가 변수였던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대조군이 없어서 내시

1개월, 3개월, 6개월째 임상적 성공은 각각 57.5%, 61.5%,

경 유문근절개술의 임상적 치료 효과를 비교 평가할 수 없었

60.3%였다. 평균 GCSI 점수는 치료 전 2.8±1.1에서 치료 후

고, 일부 환자들에서 치료 후 3개월째 위배출 신티그래피를

1개월째 1.6±1.1, 12개월째 1.5±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

추적하지 못하였으며, 전체 환자들에서 12개월째 위배출 신

소를 보였다. 이 외 대부분의 GCSI 부척도들도 치료 전에 비

티그래피를 시행하지 않아 치료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 의미 있게 호전되었다. 삶의 질에 관한 대부분의 척도들은

하지 못하였다.

치료 후 12개월째 호전되었다. 내시경 유문근절개술 시행 3개

최근 미국에서는 위마비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 질

월 후에 80명의 환자들 중 53명(66%)에서 위배출 신티그래피

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입원의 횟수가 점차 늘어나서

를 시행하였는데, 4시간째 측정한 평균 위 저류는 치료 전

관련 의료비도 상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39±22%에서 치료 후 3개월째 21±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위마비에 대한 인식률이 아직 낮은

게 감소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은 없었으며, 5명의

편이다.

환자들에서 시술과 관련한 경도의 이상 반응이 발생하였다.

개선되면 진단율이 증가하고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

12개월째 임상적 성공을 예측하는 인자들은 치료 전 GCSI

로 예상된다. 최소 침습적 술기인 내시경 유문근절개술은 불

점수가 2.6보다 높은 경우(OR 3.23, p=0.04)와 4시간째 측정

응성 위마비와 관련된 증상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한 위 저류가 치료 전에 20% 이상인 경우(OR 3.65, p=0.03)

수 있는 유용하고 안전한 치료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였다.

생각된다.

12,13

14

앞으로 국내에서도 위마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

해설: 위마비는 해부학적 협착 없이 위 배출의 지연을 일으
1
키는 만성 질환이다. 위마비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다양하

고 복잡한데, 위바닥의 조절 및 위전정부의 수축, 위유문부의
7
이완 등의 장애와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마비의 일차

치료는 식이 조절 및 위장운동촉진제의 사용이지만, 일반적으
로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최근 위유문부의 연축과 위마비의
관련성이 알려지면서 유문부에 보툴리눔독소 주입, 스텐트 삽
입, 풍선확장술 등이 시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효과
는 증명되지 않았다.

8-10

기존의 여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위마비에 대해서는 최소 침습적 치료법인 내시경 유문
근절개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4

최근에 발표된 메타분석에서 내시경 유문근절개술 후 위마
비 증상의 호전은 82.0-83.9%, 이상 반응은 6.1-6.8%로 효과
와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는데, 메타분석에 포
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작은 규모의 후향적인 디자인이었고
치료의 성공을 정의하는 기준도 일관되지 않았다.

2,3

이에 저

자들은 불응성 위마비에 대한 내시경 유문근절개술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국제적인 다기관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일
차 평가 지표였던 12개월째 임상적 성공률은 56%로 양호한
5
결과를 보였다. 또한 치료 후 1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의

임상적 성공률이 12개월째에도 유지되었는데, 이는 18개월까
지 효과가 지속되었던 다른 연구와 유사하게 치료 효과가 장

하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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