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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마비(gastroparesis)란 기계적 폐쇄가 없는 상태에

서 위의 내강에 있는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

는데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증상을 특징으

로하는 증후군을 말한다
1). 지속성 구토, 복부팽만, 

복통, 식욕부진, 조기포만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마비가 발생하는 질환은 성인에서 당뇨

병성 위병증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2)
. 소아에서

도 제1형 당뇨병이 있는 소아 청소년에서 발생 례가 

보고되고 있다
3)
. 이밖에 소아에서는 터너증후군

4)
, 

Duchenne와 Becker형 근이 양증
5), bulimia6), 뇌성마

비
7)와 같은 질환에서도 위배출 시간이 현저히 지연

되어 위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는 증례들이 보

고되고 있다. 또한 소아들에서 바이러스 감염 후 발

생한 위마비에 대한 여러 국외 보고가 있었다
1,16∼18). 

대표적인 것으로 Sigurdosson 등
1)은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 후에 발생한 위마비 환아 11명의 증례에

서, 위배출 시간의 현저한 지연이 있고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어 경비위관을 비롯한 경관 양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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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perienced a 15 month old child who had persistent gastroparesis after an acute viral illness 

tested positive for rotavirus. She was admitted because of persistent postprandial vomiting, 

abdominal distension and anorexia followed after acute rotavirus gastroenteritis. Other diagnostic 

tests did not demonstrate any evidence of some organic disease. But, we could find the delayed 

gastric emptying in gastric scintigraphy. The initial percentage gastric emptying in 60 minutes tested 

by scintigraphy was 13.4%. The second result of percentage gastric empting after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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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개월에 걸쳐 자연적으로 호전되었다고 보고

하 다. 국내에서는 김 등
15)이 7세 남아에서 상기도 

감염 후 발생한 위마비증 1예를 처음으로 보고하

다. 바이러스 감염 후 초래되는 위마비의 병태생리

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바이러스 감

염이 위장관의 장관 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손상을 

주어 위전정부의 운동성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1). 저자는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

으로 입원한 15개월 여아에서 발열과 설사는 호전

되었으나 지속성 구토와 복부팽만, 식욕부진으로 

발현된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한 위마비증 1예를 경

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아: 최○○, 여아, 15개월

  주  소: 지속성 구토, 복부팽만, 음식거부

  현병력: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던 15개월 된 여아

가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으로 입원치료 후 구토 

및 설사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지속적인 사출성 또

는 비사출성 구토를 하루 2∼6회 하 다. 구토는 주

로 식후 1시간 정도에 나타났고 담즙은 섞여있지 않

았다. 또한 복부팽만, 음식거부의 증상이 동반되고 

체중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증상들이 3주간 지속되

었고 정맥 양 및 metoclopropamide 치료에도 호전

되지 않아 의뢰되었다.

  과거력 및 가족력: 환아는 재태기간 43주, 몸무게 

3.3 kg으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 과숙아로 태어

났으나 특별한 주산기 질환은 없었다. 위장관염으

로 입원하기 전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자랐으며 몸

무게는 10∼11 kg이었다고 한다. 가족력 상 외할아

버지가 폐암으로 사망하 고 외할머니가 고혈압, 

당뇨, 간암으로 치료 중이라고 한다.

  진찰 소견: 입원 당시 몸무게는 8.8 kg(10 백분위

수)이었으며 활력징후는 맥박수 115회/분, 호흡수 

28회/분, 체온 36.8
o
C 다. 구토 횟수는 2∼5회/일, 

경구섭취량은 분유 50∼130 cc/일 정도 다. 환아는 

그다지 아파보이지는 않았다. 결막에 빈혈 소견은 

없었고 심음은 규칙적이었고 폐음은 깨끗하 다. 

복부는 부드럽고 만져지는 종물은 없었으나 약간 

팽만되어 있었다. 신경학적 진찰에서는 특이 소견

은 없었다. 

  검사 소견: 의뢰 당시 혈액검사 결과는 백혈구 

6,500/mm
3 (호산구 6.7%), 혈색소 12.5 g/dL, 혈소판 

345,000/mm
3 다. 생화학적 검사에서 총 단백/알부

민 6.4/4.2 g/dL, AST/ALT 299/381 IU/L, 총 빌리루빈 

0.2 mg/dL이었다. 혈청 나트륨 138 mEq/L, 칼륨 4.7 

mEq/L, 염소 103 mEq/L, BUN/Cr 7.3/0.4 mg/dL이었

으며,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 pH 7.25, PCO2 41.2 

mmol/L, HCO3
- 17.7 mmol/L이었다. 혈청 표지자 검

사는 HBsAg/Ab(-/+), anti-HAV IgM (-), anti-HCV 

Ab (-) CMV IgM/EBV VCA IgM (-/-)이었으며 

총 IgE는 7.79 IU/mL, CK/LDH 76 IU/L/599 mg/dL이

었다. 아미노산 및 유기산 분석에서는 정상소견을 

보 다.

  방사선학적 소견: 단순 복부 촬 사진에서 약간

의 마비성 장폐쇄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상부

위장관 촬 에서는 위와 소장의 근위부에 기계적 

폐쇄나 장 이상 회전 등의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

은 보이지 않았다. 식도촬 에서는 역류 소견은 관

찰되지 않았다. 복부 초음파에서도 특이 소견은 관

찰되지 않았다. 뇌 단층 촬 에서는 종물이나 수두

증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내시경 소견: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와 위점막은 정상 소견이었으며 십이지장 구부에는 

림프성 여포가 산재되어 있었다. 위와 십이지장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H.pylori는 음성이었고 호산구의 

증가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핵의학 소견: 위배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위스

캔(gastric scintigraphy)을 시행하 다. 8시간 금식 후 

148 MBq 
99mTc-DTPA를 섞은 분유를 의식 하 진정 

상태에서 레빈 튜브를 통해 환아에게 먹인 뒤, 앙와

위 상태에서 이중헤드카메라를 이용하여 복부의 전

면상과 후면상을 각각 1분씩 촬 하고 15분 간격으

로 총 90분까지 촬 하 다. 각 대상의 상에서 위

에 관심 역을 정하고, 시간별로 위 계수의 기하학

적 평균을 구하 다. 위의 시간 방사능 곡선을 그린 

뒤, 위장관 운동성을 반 하는 지표인 60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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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저류율(retention rate) 또는 60분 위배출률을 구하

다. 처음 시행한 위스캔에서 60분 위저류율은 86.6% 

(60분 위배출률: 13.4%) 다(Fig. 1A).

  치료 경과: 구토가 지속되고 전혀 먹으려 하지 않아 

경비위관을 통하여 분유를 소량씩 자주 투여하 다. 

의뢰 당시 보 던 간 효소치의 증가와 대사성 산증은 

모두 정상화되었다. 위장관운동 촉진제(domperidone, 

erythromycin, metoclopropamide)와 H2-blocker와 같은 

약물 치료를 2주간 시행하 으나 뚜렷한 반응이 없

어 중단하 다. 소아소화기 양분과로 입원한 후 

한 달 즈음에 첫 번째 위스캔(Fig. 1A)을 시행하 고 

바이러스 감염 후 위마비로 진단하 으며, 경비위

관으로 분유 600∼700 cc/일을 섭취하고 몸무게 9.8 

kg으로 퇴원하 다. 외래 추적 관찰 중 하루 2∼4회

의 구토와 음식거부는 지속되었다. 경비위관을 통

한 식이는 지속하면서 경구 식이도 시도하 다. 퇴

원 후 7개월째 경구 섭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구

토도 하루 1∼2회 정도로 줄어 경비위관을 제거하

으며 몸무게는 11.1 kg으로 증가되었다. 퇴원 8개

월째 의식 하 진정 상태에서 두 번째 시행한 위스캔 

검사에서 60분 위저류율은 51.1% (60분 위배출율 

49.9%)로 첫 번째 위스캔 결과에 비해 현저히 호전

된 소견을 보 다(Fig. 1B). 몸무게 11.8 kg으로 증가

하 으며 하루 500∼600 cc의 분유와 소량의 밥을 

하루 세 번 먹고 있으며 구토나 복부팽만 증상은 전

혀 없는 상태이다.

고      찰

  바이러스 감염 후에 위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Epstein-Barr virus, varicella-zoster virus, 

parvovirus, rotavirus와 관련된 위마비에 대한 국내외 

보고가 있다
1,15∼18).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 후에 위마

비를 흔히 일으키는지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예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김 등
15)이 

보고한 상기도감염 후 발생한 위마비증 1예가 있다. 

김 등
15)이 보고한 증례는 7세 남아로 상기도 감염 

후 발생하 고 주증상이 심한 상복부 팽만과 복통

Fig. 1. The results of gastric scintigraphy. (A) During the period of admission, the initial percentage 

gastric emptying in 60 minutes tested by scintigragphy was 13.4%. (B) After 8 months follow-up as 

outpatient and clinical improvement, the second results of percentage gastric emptying was 49.9%.

A

B

C.N.U.H 10154872 26 Apr 2005

60 min ant 60 min post

C.N.U.H 10154872 07 J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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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저자들의 증례와 달리 반복성 구토는 없

었다. 또한 위장관운동 촉진제에 호전이 있었으며 

치료기간이 50일로 비교적 짧았다.

  Sigurdsoson 등
1)은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 직후에 

발열과 설사는 사라졌으나 지속적인 구토와 복부팽

만, 복통, 그리고 식욕부진 또는 조기 포만감 증상을 

보여 특발성 위마비 의심하에 치료받았던 환아 11

명을 보고하 다. 11명의 환아 모두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다. 위장관 및 뇌에 대한 방사선학적 검

사, 대사성 질환에 대한 검사 그리고 내시경 검사에

서 모두 이상 소견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위전정부

와 십이지장의 운동성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 고 

위스캔과 위전정부십이지장 압력검사를 시행하

다. 음식물 투여 후 위배출 시간이 지연되어 있었고, 

위전정부의 수축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

하 고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한 위마비'로 진단하

다. 본 증례에서도 Sigurdsoson 등
1)
의 보고에서와 

같은 임상양상을 보 으며 위배출시간의 현저한 지

연 소견이 관찰되었다. 위전정부십이지장 압력검사

는 시행하지 못하 다. 

  위운동기능에 대한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다. 위스캔, electrogastrography, 위전정부십이지장 

압력검사(antroduodenal manometry), 그리고 표지자 

희석 검사(marker dilution test), 초음파검사 등에 의

한 방법이 있다
2,8)
. Thumshirn 등

9)
은 위전정부십이지

장 압력검사를 위마비가 의심되는 41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여 위전정부 운동기능 이상을 확인하 고 이

를 특발성과 이차성으로 분류하기도 하 다.

  위스캔을 이용한 위배출시간에 대한 검사는 액상 

음식보다 고형성 음식을 이용한 검사가 더욱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인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 정상 참고치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10∼12). 

성인에서 널리 이용되는 T1/2 (half-emptying time)에 

대한 참고치는 소아와 청소년에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60분 위배출률 또는 60분 위저류율이 알

려져 있는 정도이다. 액상 음식을 이용한 60분 위배

출률은 아에서 48%±16%, 소아에서 51%±7%로 

알려져 있다
6).

  본 증례에서는 60분 위배출률이 첫 검사에서 13.4%

으며 10개월 후 두 번째 검사에서는 49.9%를 보여 

임상증상의 호전과 일치되는 소견을 보 다.

  하지만 소아에서 이러한 정상 참고치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위스캔 검사를 할 때 취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13), 측정시간을 2시간까지 해야 

정확하다는 주장
14)도 있다.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 후에 발생한 위마비에 대

한 치료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다. Si-

gurdsoson 등
1)은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한 위마비' 

환아 11명에서 약물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었으며 

경비위관, 비공장 식이, 위공장 식이를 이용하여 치

료하 다고 보고하 다. 또한 위전정부의 운동성이 

회복되어 증상이 호전되는 시점은 6개월∼29개월

로 다양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증례에서도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은 없었으며 7개월간 경비위관을 

통하여 양을 공급하 다. 

요      약

  저자들은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으로 입원한 15

개월 여아에서 지속성 구토와, 복부팽만, 식욕부진

으로 발현된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한 위마비 1예를 

경험하 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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