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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역류와 폐 흡인 진단 방법으로서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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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fulness of Scintigraphy for the Detection of
Gastroesophageal Reflux and Pulmonary Aspiration
Sung Kil Kang, M.D., In Young Hyun, M.D.*, Dae Hyun Lim, M.D.,
Jeong Hee Kim, M.D. and Byong Kwan Son,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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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Chronic pulmonary disease may be caused by aspiration of gastric contents secondary to
gastroesophageal reflux. At present, there is no gold standard for documenting pulmonary aspi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radionuclide scintigraphy in the detection of
gastroesophageal reflux and pulmonary aspiration.
Methods: Thirty-five patients with suspected aspiration pneumonia, and five normal control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All subjects underwent gastroesophageal reflux scintigraphy after the ingestion of
a 99mTc-tin colloid mixture. Dynamic images to detect gastroesophageal reflux were obtained for 1 hour.
Additional static images of the chest, to detect lung aspiration, were obtained at 6 and 24 hours after
oral ingestion of the tin colloid. In addition to visual analysis, pulmonary aspiration was quantitated by
counting the number of pixels labeled with radioactive isotope in the region of interest (ROI) of both
lung fields. Aspiration index (AI) was obtained by subtracting the pixel counts of the background from
the pixel counts of the ROI.
Results: Among 35 patients with suspected aspiration pneumonia, 23 proved to have gastroesophageal
reflux by scintigraphy. One patient showed definite pulmonary accumulation of activity by visual analysis
of the 6-hour image. Thirty of 35 (85.7%) patients showed higher AI beyond the upper limit of AI in
the healthy controls. When we compared the reflux group with the non-reflux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AI at 6 hours in the reflux group (p＜0.05).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radionuclide scintigraphy is useful in detecting small pulmonary
aspiration in patients with suspected aspiration pneumonia secondary to reflux.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8; 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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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역류와 적은 양의 폐 흡인을 동시에 진단할 수

서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성 역류뿐만 아니라 비 산성

론

역류도 증명할 수 있고, 비 침습적이며, 노출되는 방사
소아에서 위식도 역류가 만성 기침, 천식, 반복성 폐
렴, 후두염, 무호흡 등의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1,2)

밝혀지고 있으며 , 구토 등 역류의 임상적인 증상이
3)

없이도 반복적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국내
4)

8,11)

능 양이 적어 안전하다

12)

. 1976년 Fisher 등 은

99m

Tc-

sulfur colloid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성인에서 위식도 역

류를 진단하였고, 이후 소아에서도 신티그래피를 이용
하여 위식도 역류에 따른 폐 흡인과 호흡기 질환과의

에서도 1998년 임 등 이 만성 기침 환아에서 위식도 역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신티그래피

류가 많이 동반됨을 보고하였다. 위식도 역류와 연관된

로 폐 흡인을 진단했던 기존의 연구들은 방사성 콜로

호흡기 질환의 병태 생리학적 기전은 완전히 밝혀지지

이드 섭취 2시간 후 또는 24시간 후 지연 영상을 촬영

않았으나, 식도나 위 내용물의 후두와 기관지로의 미세

한 다음 폐에 역류되는 방사능을 육안적으로 분석하였

흡인이나 미주 신경을 매개로 한 식도-기관지 반사로

다11,13,14). 그러나 역류와 이에 따른 폐 흡인은 간헐적이

5)

설명할 수 있다 . 따라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고 낮은 빈도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성 콜로이

설명되지 않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아에서는 그 원인

드 섭취 2시간 후의 지연 영상은 역류로 인한 폐 흡인

으로 위식도 역류를 고려해야 한다.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한편 폐에 역류된

99m

Tc-

위식도 역류의 진단 방법으로는 바륨 식도 조영술,

colloid는 6시간의 반감기에 따라 방사능이 감소하고,

24시간 하부 식도 pH 검사,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

기침이나 기관지-섬모 운동 등에 의해 폐에서 제거될

(gastroesophageal reflux scintigraphy), 위식도 내시경 검

가능성이 있으며, 위 배출 시간(gastric emptying time)이

사 및 식도 점막 생검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지난 후 폐로 흡인되는 위 내용물에는 방사성 콜로이드

6)

각각 제한된 민감도와 특이도가 문제점이다 . 특히 24시

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후 지연 영상은 폐 흡인

간 하부 식도 pH 검사는 산의 역류 유무를 진단하는 데

진단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성인에서의 연구15,16)를 참

7)

는 절대표준(gold standard)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

고해 보면 폐로 흡인되는 양은 소량일 것으로 생각되기

다른 검사들에 비하여 검사 시간이 길고, 식도 틈새 탈

때문에, 육안적 분석만으로는 역류로 인한 폐 흡인을

장, 식도 협착 등의 해부학적 기형 여부, 식도염이나 비

진단하는 데에 민감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산성 역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역류가 직접 폐
6,8)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주소로 내원한 환아 중

흡인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다 . 또한 위식도 역류로

에서 임상적으로 위식도 역류로 인한 흡인 폐렴이 의심

인한 폐 흡인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 기관지

되었던 환아를 대상으로, 위식도 역류와 위 내용물의

폐포 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내의 지방 함유 대

폐 흡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동위원소를 이용한 위식도

식세포(lipid-laden macrophages)를 이용하여 폐 흡인을

역류 신티그래피를 시행하였다.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

9)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 이는 침습적인 검사로

피 검사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6시간과 24시간 후의

소아에서 일상적인 진단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흉부

지연 영상을 촬영하여, 육안 분석과 함께 양쪽 폐에 관

전산화 단층 촬영은 상엽의 후 분절(posterior segment

심 영역(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한 후 정량 분석을 시

of the upper lobe)과 하엽의 상 분절(superior segment of

도하여 폐 흡인을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위식도 역류 신

the lower lobe) 등 의존성 위치(dependent position)의 폐

티그래피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경화(consolidation) 소견으로 흡인 폐렴을 진단할 수 있
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방사능

대상 및 방법

10)

노출 때문에 소아에게 쉽게 적용하기 힘들다 .
위의 검사 방법들에 비해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는

1. 대상

평소 식습관대로 먹으면서 오랜 시간 검사가 가능하기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호흡기

때문에 보다 생리적인 환경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으로 인하대병원 소아과에 입원한 환아 중에서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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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은 구토, 무호흡, 만성 기침, 반복되는 폐렴이나 후두염

구 를 기준으로 하여 1시간 동안의 동적 영상에서 식

등 임상적으로 위식도 역류로 인한 폐 흡인이 의심되었

도 내에 방사능이 확인되지 않거나, 첫 5분 이내에 1∼2

던 환아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성 기침은 보고자

번의 방사능의 역류가 있으면 정상으로 판단하였고

들에 따라 그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3

(grade 0), 첫 5분 이후에 식도에서 방사능이 보이면 위

17)

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만성 기침으로 정의하였다 .

식도 역류로 진단하였다. 역류가 있었던 환아는 다시

선천성 식도 폐쇄증 및 기관 식도 샛길 등 해부학적 기

역류가 4번 이하로 관찰된 경우(grade 1)와 5번 이상 관

형이 있거나 이에 대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환아,

찰된 경우(grade 2)로 분류하였다. 6시간과 24시간 후 지

검사 도중 구토로 인하여 흉부 등 관심 영역이 방사능

연 영상에서 폐로 역류되는 방사능을 육안 분석과 함께

물질로 오염된 경우, 검사 전 우유를 먹는 동안 사래가

양쪽 폐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정량 분석하였

걸려 삼킴곤란이 있었던 환아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환아군은 남아가 22명, 여아가 13명이었으며, 평균 연

2) 신티그래피상 폐 흡인의 진단:

99m

Tc-tin colloid를

령은 4.6개월(범위: 1∼24개월)이었다. 정상 대조군은

섭취한 다음 6시간과 24시간 후의 지연 영상에서 정상

현재 삼킴곤란이나 위식도 역류,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대조군과 환아군 개개인의 배경 영역(background)에 섭

없으며, 흡인을 일으킬만한 중추신경계나 위장관계의

취된 방사능 양은 균일하지 않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기형이 없고, 흡인 폐렴의 과거력이 없는 정상 소아 5

전신으로 흡수되는 일부 방사성 콜로이드가 폐와 배경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남아 2명, 여아 3명이

영역에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가정하면, 양 폐야에서 측

었으며, 평균 연령은 12.3개월(범위: 1∼24개월)이었다.

정된 방사능 계수치에서 배경 영상의 방사능 계수치를
뺀 값이 순수하게 폐에 흡인되어 섭취된 방사능 양이라

2. 방법

고 할 수 있다. 다음 식으로 흡인 지수(aspiration index)

1)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 환아군 35명과 정상 대

를 정의하여 구하였다.

조군 5명 모두에게 2일에 걸쳐 검사를 시행하였다. 첫
날 아침 검사 전에 한 번의 수유를 중단한 후 될 수 있

흡인 지수(pixel count)= 우폐 또는 좌폐의 관심 영역의

는 대로 대상아의 수유 시간에 맞추어 핵의학과를 방문

방사능 계수치−배경 영상의 방사능 계수치

하게 하였다. 대상아가 먹는 우유(또는 모유, 이유식)
1 mL 당 5μCi의 농도로 희석되게

99m

Tc-tin colloid

이 때 대조군 5명의 흡인 지수 중 가장 높은 값을 결

Tc- Hepatate, Amersham Healthcare, UK)를 첨가하여

정점(cut-off value)으로 하여 이보다 높은 값을 가지면

99m

(

수유하게 하였다. 엄마가 직접 수유를 하였고, 대상아가

폐 흡인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였다.

평소에 먹던 젖병을 사용하였다. 준비된 우유를 다 먹

3) 24시간 하부 식도 pH 검사: 환아군 35명 중 24명

으면 방사성 콜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 소량의 우유를

에게 신티그래피와 7일 이내의 간격으로 24시간 하부

조금 더 먹여서 입안에 남아 있는 방사능을 없앤 다음

식도 pH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를 하기 최소 3일 전

감마카메라(Siemens; Chicago, USA) 아래에 앙와위로

에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테오필린, 돔

눕힌 후 전면에서 촬영하였다. 첫 1시간 동안 감마카메

페리돈, 제산제 등)은 중단하였다. 카테터를 비강을 통

라를 이용하여 5초 간격으로 동적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 식도 내로 넣으면서 방사선 투시를 이용하거나 흉부

6시간과 24시간 후에 전면과 후면 영상을 10분간 동시

X-선을 촬영하여 그 끝이 제9 혹은 10번 흉추 위치에

에 촬영하였다. 시야에는 복부, 흉부 영역을 포함시켰

고정시켰다. 검사 기계는 Digitrapper MK III (Synectics

고, 폐 영역을 알기 위해 6시간, 24시간 후의 지연 영상

Medical, Stockholm, Sweden)를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에서 목아래 패임(suprasternal notch)과 양측 늑골 모서

하부 식도 pH를 기록하였다. 결과는 총 검사시간 중 하

99m

리(costal margin)를 핵종 표지자(

Tc)로 표지하였다.

부 식도 pH가 4 이하로 떨어진 시간의 비율(역류율;

검사 도중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복부에 압력을 가하는

reflux index), 산의 총 역류 횟수, 5분 이상 지속된 산의

조작이나 위치 조작은 하지 않았다. Blumhagen 등의 연

역류 횟수, 가장 길게 지속된 산의 역류 시간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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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역류의 판정은 12개월 이하 영아는 역류율

정도: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에서 얻어진 첫 1시간 동

12.0% 이상인 경우, 13개월 이상의 유아는 6.0% 이상인

안의 동적 영상에서 환아군 35명 중 12명에서는 역류

8)

경우 위식도 역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가 관찰되지 않았고, 23명에서 첫 5분 이후에 식도에서

4)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환아군 35명 중 16명에게

방사능이 발견되어 위식도 역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티그래피와 7일 이내의 간격으로 흉부 전산화 단층

(Fig. 1). 위식도 역류가 있었던 환아 중에서 grade 1이

촬영을 시행하였다. 상엽의 후 분절이나 하엽의 상 분

16명, grade 2가 7명이었다. 대조군 5명에서는 위식도

절, 심장 뒤 흉추 바로 옆 등 의존성 위치에 폐 경화가

역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10,19)

있는 경우 흡인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

2) 24시간 하부 식도 pH 검사에 의한 위식도 역류의
진단: 환아군 35명 중 24명에게 24시간 하부 식도 pH

3. 통계

검사를 시행하여 7명에서 산성 역류가 확인되었고, 역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

류율은 15.1±3.9% (범위: 10.7∼22.0%)이었다. 신티그

여 시행하였다. 자료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고,

래피와 하부 식도 pH 검사를 동시에 받은 24명 중 8명에

환자군과 대조군, 역류군과 비 역류군 사이에 흡인 지

서 두 검사의 결과가 일치하여, 일치도 분석에서 Kappa=

수의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으며, 두

−0.289로 두 검사는 위식도 역류의 진단에 있어 일치

진단 방법 간의 일치도는 교차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하지 않았다(Table 1).

처리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2.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 의한 흡인 폐렴의 진단
환아군 35명 중 16명에게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결

과

1. 위식도 역류의 진단
1) 신티그래피에 의한 위식도 역류의 진단과 역류의

시행하여 13명의 환아에서 의존성 위치에 폐 경화가 발
견되어 흡인 폐렴으로 진단하였고, 3명은 정상이거나
의존성 위치에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에서 얻어진 6시간과
24시간 후 지연 영상에 대한 분석
1) 육안 분석: 정상 대조군 5명의 6, 24시간 후 지연
영상에서 육안적으로 폐에 역류된 방사능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아군 35명 중 1명에서 6시간 후 지연 영상에
우폐로 역류된 방사능이 관찰되었다(Fig. 2). 환아군 35
명 모두 24시간 후 지연 영상에서는 역류된 방사능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Radionuclide Scintigraphy with
the 24-hour Esophageal pH Monitoring in Diagnosing Gastroesophageal Reflux
pH
pH
†
monitoring (+)* monitoring ()
99m

Tc-tin colloid dynamic images show abnormal
Fig. 1.
radiotracer activity in the esophageal regions suggestive of
gastroesophageal reflux. The activity within the first 5 min is
considered normal.

Scintigraphy (＋)*
†
Scintigraphy (−)

2
5

Total

7

Kappa=−0.289, p=0.106. *(＋): reflux,

Total

11
6

13
11

17

24

†

(−): no re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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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erior image of the
chest obtained 6 hour after
oral ingestion of 99mTc-tin colloid in 4-month-old girl shows
abnormal site of activity in
right lung field.

Table 2. Comparison of Aspiration Index between the Controls and the Patients (mean±SD)
Control group Patient group
(n=5)
(n=35)
AI at 6 hour
(pixel count)
AI at 24 hour
(pixel count)

Table 3. Comparison of Aspiration Index between the Gastroesophageal Reflux Group and the Non-reflux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adionuclide Scintigraphy (mean±SD)

p -value*

0.15±0.38

0.99±1.77

＜0.001

0.24±0.10

0.14±0.19

＜0.001

AI: aspiration index, *by Mann-Whitney U test.

Reflux group
Non-reflux
(n=23)
group (n=12)
AI at 6 hour
(pixel count)
AI at 24 hour
(pixel count)

p-value*

1.30±2.10

0.40±0.51

0.001

0.14±0.19

0.13±0.18

0.400

AI: aspiration index, *by Mann-Whitney U test.

2) 정량 분석: 환아군과 대조군의 흡인 지수의 평균
을 비교하였을 때, 6시간과 24시간 지연 영상 모두에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Table 2). 정상 대조군의 6시간 지연 영상의 흡인 지수

Table 4. Analysi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Diagnosis
of Gastroesophageal Reflux and the Detection of Pulmonary
Aspi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adionuclide Scintigraphy

중 가장 높은 값은 0.3이었고, 이를 결정점으로 하였을
때 환아군 35명 중 30명(85.7%)에서 양쪽 폐 중 어느

Aspiration (＋)

Aspiration (−)

Total

한 쪽이 이보다 높은 값을 가져 폐 흡인의 가능성이 높

Reflux (＋)
Reflux (−)

22
8

1
4

23
12

은 것으로 진단하였다(범위: 0.31∼14.23).

Total

30

5

35

3) 위식도 역류와 폐의 정량 분석과의 상관 관계:

Kappa=0.337, p=0.020.

환아군을 역류군과 비 역류군으로 나누어 보면, 역류군
23명 중 22명(95.6%)이 결정점인 0.3보다 높은 흡인 지

수를 보였고, 비 역류군 12명 중 8명(66.6%)이 0.3보다

에 따라 나누었을 때(grade 1, 2), 흡인 지수의 평균은

높았다. 역류군과 비 역류군의 흡인 지수의 평균을 비

6시간 지연 영상에서 grade 1 군이 1.15±0.84, grade 2

교하였을 때, 6시간 후 지연 영상에서는 역류군이 비

군이 1.44±2.81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

역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0.001),

다(p=0.567).

24시간 지연 영상에서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신티그래피에서 정량 분석에 의한 폐 흡인과 위식도

없었다(p=0.400)(Table 3). 역류군을 역류의 심한 정도

역류의 일치도 분석에서 폐 흡인과 위식도 역류는 유의

강성길 외：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의 유용성 ㆍ17

한 일치성이 있었다(Kappa=0.337, p=0.020)(Table 4).
4. 폐 흡인 진단에 있어서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
피와 다른 검사 방법과의 일치도

6,21,22)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 두 검사 방법을 보면,

신티그래피는 산성 역류와 비 산성 역류 모두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식후에 주로 누운 상태에서 1시간 정도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도중 움직일 수 없고, pH 전극

1) 신티그래피와 24시간 하부 식도 pH 검사: 환자군

과 같은 이물질을 식도에 위치시킬 필요가 없다. 24시

중 24시간 하부 식도 pH 검사를 시행한 24명을 대상으

간 하부 식도 pH 검사는 24시간 동안 산성 역류만을

로 하부 식도 pH 검사에서 위식도 역류가 진단된 환자

측정하는데, 위 내용물이 산에 대해 완충제로 작용할

들에서 신티그래피 검사 상 폐 흡인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자세나 연령, 수유 빈도, 약물 등 검사 결과에

아보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4시간 하부 식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아 이 두 가지 검사 방법은 서

도 pH 검사의 위식도 역류 유무는 신티그래피에서 폐

로 다른 환경 조건하에서 서로 다른 병태 생리학적인

흡인 여부와 유의한 일치성을 보이지 않았다(Kappa=

현상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8). 따라서 위식도 역류

−0.109, p=0.315).

진단에 있어 이 두 검사 방법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2) 신티그래피와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흉부 전산

관계라기보다는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화 단층 촬영에서 흡인 폐렴으로 진단된 환아가 신티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아군을 위식도 역류

래피에서도 폐 흡인이 있었는지 그 일치도를 알아보았

군과 비 역류군으로 나누었을 때 6시간 후 지연 영상에

을 때, 두 검사는 폐 흡인의 진단에 있어 일치하지 않았

서 두 군 간에 흡인 지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 위식도

다(Kappa=−0.231, p=0.356).

역류와 폐 흡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역류 빈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고

었는데, 이는 1시간 동안 시행되는 신티그래피로 실제

찰

일어나는 모든 역류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본 연구에서 위식도 역류로 인한 흡인 폐렴이 의심되

역류가 흡인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었던 35명의 환아에게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를 시행

폐 흡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30명 중 1명에서는 역류

한 결과 23명에서 역류가 발견되어 65.7%의 검사 양성

가 발견되지 않아 신티그래피에서 위식도 역류가 없었

률을 보였다. 신티그래피로 위식도 역류를 진단한 다른

다 하더라도 폐 흡인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6)

연구들을 보면 1980년에 Arasu 등 이 56.6%의 검사 양

한편 신티그래피에 의해 진단된 위식도 역류와 폐 흡

성률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6.0∼59.0%의 양성률

인과는 유의한 일치성이 있었으나, 24시간 하부 식도

3,11,20)

로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 대상의 특성

pH 검사에서 진단된 역류와 신티그래피에서 진단된 폐

이 동일하지 않고 신티그래피 검사에서 병적인 역류를

흡인과는 일치성이 없어 pH 검사에서 위식도 역류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역류가 폐 흡인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었다. 이는 산성 역류만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의 제한

어린 연령(1∼24개월)의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병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흡인 폐렴의 진단에 있어

18)

적인 역류는 Blumhagen 등의 연구 를 기준으로 하였

서는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과 신티그래피가 일치하지

다. 병적인 위식도 역류에 대한 표준적인 진단 기준이

않았는데,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은 과거의 폐 흡인까

마련된다면 신티그래피는 위식도 부위의 영상을 촬영

지 반영할 뿐 아니라 감염성 폐렴이나 다른 폐 질환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촬영 시간을 늘리

흡인 폐렴의 소견을 보일 수 있다19). 또 흉부 전산화 단

면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식도

층 촬영은 방사능 노출 때문에 소아에게 쉽게 적용하기

역류의 진단에 더 많이 활용되리라 생각된다.

힘들지만, 신티그래피의 경우 본 연구에서처럼 대상아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위식도 역류 진단에 있어 신티그

에게 우유 1 mL당 5μCi의 농도로 방사성 콜로이드를

래피와 24시간 하부 식도 pH 검사는 서로 일치하지 않

투여하였을 때 위에 흡수되는 방사능 양은 300∼500

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보고자에 따라 서로

mR, 생식기에는 17∼36 mR, 몸 전체에는 33∼65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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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 추정되고 , 폐 흡인이 일어날 경우 흡인되는 양이

은 것으로 생각된다.

5 mL라고 가정할 때 폐에 흡수되는 방사능 양은 110∼

최근에 Ravelli 등28)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호흡

130 mR이라고 추정된다. 몸 전체에 노출되는 방사능

기 질환을 가진 51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신티그래피를

양은 한 번의 단순 복부 X-선 촬영을 할 때 받는 양과

시행하여 18∼20시간 후 지연 영상에서 25명(49%)의

23)

비슷한 수준으로 소아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

전

폐 흡인을 육안 분석으로 진단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

산화 단층 촬영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러나 연구 대상의 연령이나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

소아에서 위식도 역류와 만성 기침 등 호흡기 질환

선택 오차(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경

1∼4)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우 폐로 흡인되는 위 내용물의 양은 소량일 것으로 생

1977년에 Reich 등 이 성인에서 처음으로 신티그래피

각되기 때문에15,16), 육안 분석만으로는 민감도가 떨어

를 이용하여 육안 분석으로 폐 흡인을 증명한 이후 소

진다고 생각된다.

24)

아 연령에서도 역류로 인한 폐 흡인이 호흡기 질환과

본 연구에서는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의 민감도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1979

높이기 위해 역류로 인한 폐 흡인이 충분히 일어날 수

11)

년 Heyman 등 은 반복되는 폐렴, 성장 장애, 무호흡,

있도록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방사성 콜로이드 섭취

잦은 구토 등이 있었던 환아 39명을 대상으로 하여 방

6시간 후의 지연 영상을 촬영하였고, 육안 분석과 함께

사성 콜로이드 섭취 후 2시간과 24시간 지연 영상을 촬

양쪽 폐에 관심 영역을 설정한 후 정량 분석하여 흡인

영하여 육안적으로 2명에서 폐 흡인이 진단되었음을

지수를 구하고 이를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먼저

보고하였다. 흡인 폐렴이 의심되었던 환아 56명을 대상

육안 분석에서는 35명의 환아 중 1명에서만 폐로 역류

13)

으로 한 McVeagh 등의 연구 에서는 2시간 후 지연 영

된 방사능이 관찰되어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진단

상을 통해 13명에서 폐 흡인이 일어났음을 증명하였고,

율이 높지 않았으나, 정량 분석에서는 대조군의 흡인

14)

뇌성 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한 Baikie 등의 연구 에서

지수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5명 중 30명

는 2시간 후 지연 영상에서 63명 중 4명에서 폐로 역류

(85.7%)에서 이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된 방사능이 발견되었다. 또 4시간과 24시간 후 지연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콜로

영상을 촬영하여 폐 흡인을 진단한 연구들을 보면, 반

이드는 1.2%의 유리 pertechnetate (free pertechnetate)를

복적인 폐렴과 무호흡이 있었던 소아 23명을 대상으로

함유하고 있는데, 콜로이드가 산에 노출되면 유리 per-

25)

한 연구 에서는 육안적으로 한 명에서만 폐 흡인이 증

technetate는 12%로 증가한다. 유리 pertechnetate는 위

명되었고,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1개월에서 14세 사이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배경 영역의 방사능 섭취

26)

의 환아 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5명에서 폐

가 증가된다. 또한 폐에도 쉽게 용해되어 흡수되기 때

흡인이 진단되었다. 이렇게 방사성 콜로이드 섭취 2∼

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지연 영상에서 흡인 물질이

4시간 또는 24시간 후의 지연 영상으로 폐 흡인을 증명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유-

하고자 했던 연구들에서 폐 흡인의 진단율이 낮았던 이

콜로이드 혼합물은 위산에 노출되더라도 유리 pertech-

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 신티그래피 검사 자체의 제한

netate는 1% 이하로 유지된다

점을 들 수 있다. 위식도 역류로 인한 폐 흡인은 항상

loid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점막이나 위장관을 통해 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검사 도중에 실제 흡인이 일

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폐 실질 조직에 방사능 섭취

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또 폐 흡인이 일어났다 하

가 일어난다면 이는 전신 순환에 의해 폐 조직으로 운

99m

11,29)

. 따라서

99m

Tc-tin col-

Tc-colloid가 6시간의 반감기와

반된 것이 아니라 폐 흡인에 의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

폐에서의 능동적인 제거 기전에 의해 방사능이 빠르게

다15,30). 이를 근거로 대조군보다 높은 흡인 지수 값을

더라도 폐로 역류된
27)

감소할 수 있으며 , 방사성 콜로이드가 표지된 위 내

가진 30명에서 폐 흡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할

용물이 하부 위장관으로 배출되고 난 이후에 폐 흡인이

수 있었다.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4시간 이내의 초기 영상과 24

본 연구에서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를 이용한 폐 흡

시간 후의 지연 영상은 폐 흡인의 진단에 적절하지 않

인 진단 방법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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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아 개개인의 배경 영역의 방사능 양이 균일하

역의 계수치를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지 않기 때문에 흡인으로 인해 폐에 역류된 방사능 양

결 과: 35명의 환아 중 23명에서 신티그래피상 위식

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경 영역의 방사능 양을 보정해야

도 역류가 관찰되었고, 정상 대조군 5명에서는 위식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를 위한 표준적인 보정 방법이 없

역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환아군 35명 중 24명에게 24

27)

다 . 또 소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 대조군에

시간 하부 식도 pH 검사를 시행하였고, 7명에서 산성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흡인을 확진하기 위한 결정점을

역류가 확인되었다. 신티그래피와 하부 식도 pH 검사

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 5명의 흡인 지수

를 동시에 받은 24명 중 8명에서 두 검사의 결과가 일

중 최대값을 결정점으로 정하였는데, 앞으로 연령 및

치하여 두 검사는 위식도 역류의 진단에 있어 일치하지

성별 대응이 되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의 대조군

않았다. 환아군 35명 중 16명에게 흉부 전산화 단층 촬

연구가 수행되어 폐 흡인을 확진할 수 있는 진단 기준

영을 시행하여 13명의 환아에서 의존성 위치에 폐 경화

이 나온다면 폐 흡인을 진단하는데 위식도 역류 신티그

가 발견되어 흡인 폐렴으로 진단하였고, 이 환아들이

래피의 유용성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된다.

신티그래피에서도 폐 흡인이 있었는지 그 일치도를 알

결론적으로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로 육안 분석과

아보았을 때, 두 검사는 폐 흡인의 진단에 있어 일치하

함께 양쪽 폐에 관심 영역을 설정하고 정량 분석하는

지 않았다. 한 명의 환아에서 6시간 후 지연 영상에 우

방법은 위식도 역류와 이로 인한 폐 흡인을 진단하는데

폐로 역류된 방사능이 육안적으로 관찰되었다. 대조군

있어서 유용한 검사 방법이다. 검사의 민감도를 높이기

과 비교하였을 때, 30명(85.7%)의 환아에서 흡인 지수

위해 간헐적인 역류와 흡인이 발생할 충분한 시간을 확

가 결정점인 0.3보다 높아 폐 흡인의 가능성이 높은 것

보하고, 방사성 콜로이드의 반감기와 폐에서 일어나는

으로 진단하였다. 역류군과 비 역류군을 비교하였을

능동적인 방사능 제거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

때, 6시간 후 지연 영상에서 흡인 지수는 역류군에서

해서는 방사성 콜로이드 섭취 4시간 이내의 초기 영상

유의하게 높았다(p＜0.05).

과 24시간 후의 지연 영상보다는 6시간 후의 지연 영상
이 폐 흡인의 진단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위식도 역류 신티그래피는 비 침습적이고 안
전한 검사로 위식도 역류의 진단에 있어서는 24시간 하
부 식도 pH 검사에 비하여 부족하지만 역류로 인한 소

요

약

량의 폐 흡인을 진단하는데 유용하며, 앞으로 통계학적
으로 의미 있는 수의 대조군 연구가 수행된다면 폐 흡

목 적: 영유아에서 위식도 역류는 흔한 질환이며, 위
식도 역류의 합병증으로 위 내용물의 폐 흡인에 의한

인을 확진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
다.

만성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으나 이를 진단하기 위
한 표준적인 검사 방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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