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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사 람 에 서 오 디 괄 약 근 운 동 성 에 대 한 s e c re t in 의 효 과

배 경 및 목 적 : Secretin은 췌장기능검사, Zollinger - Ellison 증후근 및
오디괄약근 기능이상의 진단 등 임상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
나, 오디괄약근의 운동성에 대한 secretin의 효과는 종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서의 연구도 상반된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
람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연구가 경구적 내시경적 오디괄약근 내압검사에
의해 시행되어져 검사를 장시간 시행할 수 없고, 내시경 및 공기의 주입
에 의한 위장관의 확장 등의 요인들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사람에서

경피경간적

담도내압검사를

이용하여

secretin이 오디괄약근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대 상 및 방 법 : 간내 담석증을 진단받고 경피경간 담도내시경검사로 간
내담석을 제거한 환자 중 과거력상 소화기계 또는 간담도계 수술을 시행
받은 적이 없고 간담도계 질환이나 유두부 협착 및 Vater씨 유두부주위
누공이나 게실이 없는 17명(남:여=10:7, 평균연령 65.4세)을 대상으로, 8
channel 내압관을 이용하여 경피경간적 오디괄약근 및 소장내압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secertin 1 U/ Kg을 오디괄약근 위상파의 규칙적
수축기에 정맥주사하였다.
결과

: Secretin 투여후 시간에 따른 오디괄약근 운동성의 변화는

secretin 투여시작 2.5±1.9분이 경과한 후 고빈도수축이 일어나 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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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지속되었고, 그 이후 위상파의 수축이 없는 휴지기가 3.4±1.5분간
지속되는 이상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secr etin 투여전 오디괄약근의 기저
압은 17.9±2.6 mmHg , 위상파 수축의 최고압은 43.6±13.4 mmHg , 위상
파 수축의 빈도는 4.6±1.2 회/ min , 운동성지표는 6.6±0.4 mmHg·
sec/ min이었다. secretin 투여후 고빈도 수축기동안 오디괄약근 기저압은
23.2±4.5 mmHg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고(p< 0.05), 위상파
의 최고압은 66.2±19.1 mmHg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 > 0.05), 위상파의 수축빈도는 9.0±1.7 회/ min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
게 증가하였고(p< 0.05), 운동성 지표는 8.4±0.3 mmHg·sec/ min로 통계
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p< 0.05).
결 론 : 사람에서 오디괄약근의 운동성에 대한 secr etin의 효과는 secr etin
투여후 위상파 수축의 최고압의 변화없이 기저압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관찰되는 고빈도수축을 유발하였고 고빈도수축 후에는 휴지기가 뒤따랐
으며, 이로써 secretin은 사람에서 오디괄약근 운동에 이상성 효과를 나
타냄을 알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secretin , 오디괄약근(sphincter of Oddi), 담도내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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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Secretin은 1902년 Bayliss와 Starling 1 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으로 발견
되고 1960년 Mutt

등2 에 의해 구조가 밝혀진 이래, 췌장기능검사,

Zollinger - Ellison 증후군의 진단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진단에서 오디괄약근(sphinct er of Oddi) 기능이상 평가의
비침습적 검사로써 secr etin 자극 초음파 검사가 주목을 끌고 있다3 . 이
와 같이 비교적 오래 전에 발견되어 실제 임상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오디괄약근 운동에 대한 secretin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개에서는 secretin이 오디괄약근의
저항을 감소시켜 오디괄약근을 통한 췌담도액의 흐름을 증가시켰고4 ,5 ,
주머니쥐(opos sum )에서 오디괄약근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6 ,
사람에서는 오디괄약근 운동성에 대한 효과로 억제7 ,8 , 증가9 및 이상성
효과10 ,1 1 등 상반된 결과들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역행성 췌담도내시경검사(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 aphy ; ERCP )를 이용한 내시경적 담관내압검사는 짧은 시간안에 측정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오랜 시간동안 오디괄약근의 운동성을 측정
하기가

어렵고

십이지장의

진행성

운동

복합체(migratory

motor

complex ; MMC)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변화하는 오디괄약근의 주기적
운동을 파악하기 힘들며1 2 , 담도내압검사시 위장관내의 내시경의 존재 및
내시경검사시 공기의 장관내 주입에 의한 위장관의 확장으로 오디괄약근
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경피경간적
담관내압검사는 비교적 장시간동안 측정할 수 있고, 오디괄약근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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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시경 및 공기 주입에 의한 위장관의 확장
등의 인자없이 비교적 생리적인 담관내압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피경간적 오디괄약근 및 소장내압검사를 동시에 시행
하여 사람에서 오디괄약근의 운동성에 대한 secretin의 효과를 평가해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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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 상

및

방 법

1. 대상
대상환자는 아주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우상복부 동통 또는 황달을 주
소로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술을 시행하여
간내담석증을 진단받고 경피경간 담도내시경검사로 간내담석을 모두 제
거한 환자 중, 과거력상 소화기계 또는 간담도계 수술을 시행받은 적이
없고 간담도계 질환이나 유두부 협착 및 Vater씨 유두부주위 누공이나
게실이 없는 17명(남:여=10:7, 평균연령 65.4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사용된 내압측정도관은 Zinetics사에서 제작한 8개의 세도관으로 구성된
polyethylene관으로, 오디괄약근 내압측정을 위한 2 mm 간격의 3개의
측공과 소장 내압측정을 위한 10 cm 간격의 5개의 측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경이 4.5 mm , 각 세도관의 내경은 0.5 mm , 측공의 직경은 0.5
mm , 총길이가 190 cm였다. 사용된 기체수압장치는 Ardorfer사의 low
compliance pneum ohydr aulic capillary infusion sy st em을 사용하였고,
세관 주입속도는 0.25 ml/ min이었다. 자료입력 및 통계장치는 Gastrosoft
사의 ver sion 5.0 polygr am soft w ar e를 내장한 Synectic Medical사제 PC
polygr af를 사용하였다.
대상 환자는 검사전 48시간동안 모든 약물을 중단하고 최소한 8시간동
안 금식시킨 후 검사전 전처치없이 앙와위로 눕히고, 경피경간적 담도배
액루을 통하여 내압측정도관을 삽입한 후 secretin 투여 전후에 담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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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검사 및 소장내압검사를 시행하였다. 도관의 위치는 방사선 투시하에
도관의 측공에 소량의 조영제를 주입하여 조영제가 담도와 십이지장 양
측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관찰하여 오디괄약근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도
관을

십이지장으로

밀어넣은

후

1

내지

2

mm씩

빼는

station

pull- though법을 시행하여 오디괄약근 내압측정용 3개의 측공을 통해 기
저압이 상승하고 위상파가 관찰되는 것으로 도관의 정확한 위치를 정하
였다.
오디괄약근의 운동은 secretin 투여전 오디괄약근 및 십이지장의 내압을
기록하여 십이지장의 MMC 3기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고빈도 수축기를
최소한 2번이상 관찰하여 기저운동성을 조사하였고, 오디괄약근의 규칙
적 위상파 수축기에 secr etin 1 U/ Kg을 정맥 주사한 후 같은 위치에서
최소한 10분이상 내압검사를 실시하여 secretin 투여후의 오디괄약근 운
동성을 조사하였다.
내압검사는 secr etin 투여전과 투여후의 오디괄약근 기저압, 위상파의
최고압 및 수축빈도, 수축기 및 정지기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운동성 지표(motility index ; MI)를 계산하였다(Fig 1, T able 1).
오디괄약근의 모든 압력은 십이지장을 영점압으로 하여 오디괄약근에 위
치한 3개의 측공에서 측정되는 압력을 평균내어 산출하였다. 오디괄약근
기저압은 호기말기의 오디괄약근압과 십이지장압과의 압력차로 하였으
며, 위상파의 최고압은 오디괄약근의 기저압으로부터 위상파의 정점까지
의 압력차로 구하였다. 위상파의 수축빈도는 1분당 관찰되는 위상파의
수로 하였고, 운동성 지표는 위상파의 최고압과 수축빈도의 곱으로 산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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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 s e c re tin 투 여 전 의 담 도 내 압 검 사
Secretin 투여전 오디괄약근의 기저압은 16.6±0.9 mmHg , 위상파 최고
압이 64.0±39.4 mmHg , 위상파 수축빈도가 4.6±1.1 회/ min , 운동성 지
표는 6.6±0.4 mmHg·sec/ min였다(T able 1).

2. 시간에 따른 오디괄약근의 운동성의 변화
Secretin은 오디괄약근 위상파의 규칙적 수축기에 투여하였으며, 투여시
작

없는

지체기(lag

period)를 보이다가 그 이후 고빈도수축(high frequency

contraction

2.5±1.9분간은

오디괄약근의

운동성에

변화가

period)이 일어나 6.4±2.7분간 지속되었고, 위상파의 수축이 없는 휴지기
(quiescent period)가 뒤따라 3.4±1.5분간 지속되는 이상성 효과(biphasic
effect )를 나타내었다(Fig 1, T able 2).

3 . 오 디 괄 약 근 기 저 압 에 대 한 s e c re t in 의 효 과
Secretin 투여후 위상파의 고빈도 수축기동안 오디괄약근의 기저압은
23.2±4.5 mmHg로 secr etin 투여전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며(p< 0.05, T able 1), secretin 투여후 10분간의 추적관찰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오디괄약근 기저압의 변화는 secr etin 투여 6분 후
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p< 0.05, Fig 2).

4 . 오 디 괄 약 근 위 상 파 의 최 고 압 에 대 한 s e c re tin 의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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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in 투여후 위상파의 고빈도 수축기동안 오디괄약근의 최고압은
66.2±19.1 mmHg로 secr etin 투여전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0.05, T able 1), secretin 투여후 10분간의 추적관찰에
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상파의 최고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 0.05, Fig 3).

5 . 오 디 괄 약 근 위 상 파 의 수 축 빈 도 에 대 한 s e c re tin 의 효 과
Secretin 투여후 위상파의 고빈도 수축기동안 오디괄약근의 수축빈도는
9.0±1.7 회/ min로 secretin 투여전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며(p< 0.05, T able 1), secretin 투여후 10분간의 추적관찰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상파 수축빈도는 투여 4분 후에 통계학적으로 의
미있게 증가되어 관찰되었다(p< 0.05, Fig 4).

6 . 오 디 괄 약 근 의 운 동 성 지 표 에 대 한 s e c re tin 의 효 과
Secretin 투여후 위상파의 고빈도 수축기동안 오디괄약근의 운동성 지
표는 8.4±0.3 mmHg·sec/ min로 secretin 투여전과 비교하여 통계학적
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며(p< 0.05, T able 1), secr etin 투여후 10분간의
추적관찰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운동성 지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 > 0.05,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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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secr etin on SO motility ; Secr etin w as injected
intr av enou sly during regular phasic contraction s of SO. Secretin
induced the high frequency contr action s aft er lag period and
quiescent period follow ed aft er high fr equency contraction s .

(Fig 2) Effect of secretin on the basal pr essur e of SO m otility
; T he basal pres sure of SO motility w as significantly incr eased
after secretin injection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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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secr etin on the amplitude of SO m otility ; T he
amplitude of SO m otility w as not st atistically changed after
secr etin injection (p > 0.05).

(Fig 4) Effect of secr etin on the frequency of SO; T he basal
pr essur e of SO m otility w as significantly increased
secr etin injection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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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 er

(Fig 5) Effect of secretin on the motility index of SO; Although the
mean m otility index of SO w 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 er secretin
injection (p< 0.05), T here w as no statistical increase during 10 minites
aft er secretin injection according to time sequence(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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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고

찰

오디괄약근은 원위부 총담관 및 췌장과 십이지장 제 2부가 만나는 부위
에 위치하여 십이지장의 수축에 의존없이 독자적인 수축과 이완의 주기
적 운동을 하는 괄약근으로서, 종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르지만 십이지장
내로의 담즙 배출을 조절하며 간에서 형성된 담즙의 담낭내 이동을 유도
하고, 십이지장 내용물이 원위부 총담관내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1 3 ,1 4 .
오디괄약근 기저압은 총담관 압력보다 5～10 mmHg , 십이지장 압력보
다 5～15 mmHg가 높다. 췌관 및 담도는 운동성이 없으므로, 오디괄약
근은 운동성을 가지며 담즙 흐름을 조절하는 유일한 해부학적 구조인 셈
이다1 1 .
사람에서는 오디괄약근의 길이가 10～15 mm정도이고, 담관 내압검사법
으로 측정된 오디괄약근의 운동은 10～30 mmHg의 기저압을 형성하는
긴장성 수축(tonic contr action )과, 약 100 mmHg의 최고압, 4～5초의 수
축기간, 분당 2～7회의 수축빈도를 갖는 위상파 수축(phasic contraction )
으로 구성된다1 3 .
이러한 오디괄약근의 운동성은 다른 괄약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
른 괄약근은 수축과 이완이 생리적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절되나 오
디괄약근은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에 의한 개폐운동을 한다1 0 .
사람과 주머니쥐의 방사선학적 관찰에서, 심장의 심실충만과 같이 위상
파 수축사이의 이완기에만 총담관으로부터 오디괄약근으로 담즙이 충만
된다. 주머니쥐의 연구에서 오디괄약근 구역내로 채워진 담즙의 배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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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성 위상파 수축기에 능동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오디괄약근이 십이지
장으로 담즙을 박출하는 연동운동적 펌프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반
면1 5 , 사람에서는 이때에 유출되는 담즙의 양은 극히 소량이며 수축시에
오히려 방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따라서 사람에서 오디괄약근의 위
상파 수축은 십이지장내의 물질이 총담관내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며,
담도계를

씻어주는

청소작용으로

오디괄약근의

좁은

내강에

오니

(sludge) 및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1 3 .
오디괄약근의 수축은 공복시와 음식물의 섭취에 따라 변화하며16 ,17 , 위
상파 수축은 위장관의 MMC와 동시성으로 일어난다. 공복시 십이지장의
MMC 1기와 2기에서는 오디괄약근의 수축이 거의 없는 시기가 있으며
1 8 ,1 9

, 이 시기동안 오디괄약근은 일종의 저항기관으로 작용하여 담즙의

흐름이 대부분 담낭내로 전환되고 십이지장내로는 거의 유출되지 않는
다. 이와같은 작용은 공복시에 오디괄약근이 담즙의 흐름을 십이지장보
다는 담낭으로 유도하도록 한다2 0 . 십이지장의 MMC 3기동안 오디괄약근
의 수축은 십이지장의 수축과 더불어 분당 6～8회의 규칙적인 전방성 전
파를 보이고, 이때 전방성 전파작용에 의해 총담관내에서 소량의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유출된다2 1 . 식후에는 오디괄약근의 수축과 담낭의 수축사
이에 좀더 복잡한 관계를 지니게 된다. 사람의 오디괄약근의 운동에 관
해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식후 오디괄약근의 긴장성 수축과
위상파 수축은 감소하는 반면에 담낭이 활동적으로 수축하게 되어, 식사
에 의한 간의 담즙분비의 증가와 담낭의 수축과 더불어 오디괄약근의 낮
아진 저항이 담즙의 흐름을 십이지장내로 유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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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디괄약근의 운동을 조절하는 기전이 아직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호르몬이 주로 관여하리라 생각되어진다1 4 . 주머니쥐6 와 토끼2 2 에
서는 cholecy stokinin (CCK )이 오디괄약근의 수축빈도를 증가시켜 총담관
압력을 높이고 담즙배출을 감소시키는데 반하여, 사람1 1 에서는 오디괄약
근의 기저압을 낮추고 위상파 수축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담낭과 십이지
장의 수축을 증가시킨다. gastrin도 주머니쥐6 와 토끼2 2 에서는 오디괄약근
운동을

증가시키고,

사람1 1 에서는

감소시킨다.

그외

cerulein 2 3 ,2 4 ,

glucagon 8 ,9 등도 오디괄약근의 위상파 수축빈도, 최고압 및 기저압을 감
소시킨다.
신경작용도 보조적으로 일부 관여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교감신경은
내장신경(splanchnic nerve)을 지나 복강신경절(celiac ganglia )을 거쳐
담도계의 운동 및 지각신경들을 형성하고,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vagus
nerve)으로부터 나와 간신경총(hepatic plexu s )를 형성하여 담도계를 지
배한다13 . 사람의 오디괄약근 운동에서 atropine은 자발적인 위상파 활동
을 감소시키고 기저압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킨다. 이는 콜린성 흥분신
경이 오디괄약근의 자발적 운동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15 . 또한 아드레날린성 베타수용체 자극제는 오디괄약근을 이완시킨
다2 5 .
여러 가지 약물들도 오디괄약근의 운동에 영향을 줄수 있다. ERCP의
전처치제로 많이 투여되는 butylscopolamine br omide(bu scopan )는 3～
8분간 오디괄약근의 운동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1 1 ,2 6 , 평활근 운동
에 영향을 주는 nitr oglycerin은 오디괄약근 운동의 활동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오디괄약근 기저압을 감소시킨다1 1 . Viceconte 등2 7 은 직경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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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지않는 작은 총담관결석은 유두부 절제술없이도 butylscopolamine
bromide와 nitrogly cerin의 투여로

유두부 확장 을 일으켜 저절로 배출

됨으로써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고까지 보고하였다. diazepam계의 진
정수면제는 오디괄약근에 영향이 없다9 . 콜린성 자극제 및 cholinesterase
억제제, 아드레날린성 알파수용체 자극제 및 히스타민 H 1 수용체 자극
제는 오디괄약근 위상파의 수축빈도, 최고압 및 기저압을 증가시키나, 아
드레날린성 베타수용체 자극제와 히스타민 H2 수용체 자극제는 오디괄
약근을 이완시킨다2 5 . nifedipine과 같은 칼슘길항제는 오디괄약근 위상파
의 수축빈도, 최고압 및 기저압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효과 때문에 일부
에서 오디괄약근 운동이상의 치료제로도 이용된다2 2 . 알코올은 오디괄약
근의 위상파 수축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저압은 현저히 감소
시키고, 이러한 작용은 알코올 및 다른 십이지장 내용물의 췌관역류를
유도하여 알코올성 췌장염 을 일으키는 병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2 7 .
진통제는 종류에 따라 매우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morphine은 오디
괄약근 기저압과 위상파 수축을 증가시키며, 고용량에서는 오디괄약근의
경련성 수축을 유발한다1 1 ,15 . morphine의 길항제인 nalox one이 m orphine
에 의해 항진된 오디괄약근의 운동성 증가를 완전히 역전시키지는 못하
는데, μ- opiod 수용체에 대한 위상파 수축은 길항하여도 non - μ수용체
에 의한 기저압 증가엔 길항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를 atr opine도
길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non - μ수용체가 콜린성 신경에 의해 매
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 morphine양 진통제인 pent azocine
15

도

기저압을

증가시키나

운동성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morphine에서와 같은 경련성 수축은 일으키지 않는다1 1 . buprenor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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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r amadol은 오디괄약근 운동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2 9 . pethidine은 오
디괄약근의 기저압과 위상파 수축의 최고압 및 전파방향에 대한 영향없
이 오히려 용량에 비례하여 위상파 수축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
아

m orphine과

다른

opioid

수용체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pethidine이 담도성 산통의 선택적 치료제로 이용될수 있음을 시사한다3 0 .
이러한 약물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실제 오디괄약근의 운동검사에서는
정상대조군의 선정, 내압측정방법, 내압측정도관, 수압세관장치를 통한
주입속도, 시술방법의 차이, 호흡 또는 MMC의 영향 등 여러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결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3 1 .
1974년 Vondrasek 3 2 에 의해 내시경을 통한 경유두적인 담관내압검사법
이 개발되어져 담도계 운동의 객관적 관찰이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 짐에
따라 담도계의 기능장애 및 오디괄약근의 생리적, 약리적 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오기는 하나, ERCP를 통한 내압검사는 시술
동안 환자의 불편감으로 인해 측정시간이 짧아 오랜 시간동안 오디괄약
근 운동성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십이지장의 MMC를 동시에 측정
할 수 없으므로, 십이지장의 MMC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변화하는 오디
괄약근의 주기적 운동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1 2 . 또, 유두
부의 물리적 조작과 주입된 조영제 자체의 독성효과로 인하여 오디괄약
근의 경련을 유발하여 급성 췌장염을 합병할 수 있다3 3 ,3 4 . 내시경으로 인
한 위 및 십이지장의 확장이 오디괄약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는데

3 3 ,3 5

, pr airie dog에서 위확장이 오디괄약근을 자극한다고 보고하였

고, 이 효과는 atropine에 의해 소실되었으므로 콜린성 신경에 의해 매개
됨을 시사한다3 6 . 그러나 Kalloo 등3 7 이 사람에서는 위내로의 공기주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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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괄약근 기저압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경피경간적 방법으로 담관내압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오디괄약근 운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인자들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장시간의
측정이 가능하고 소장 운동을 함께 측정할 수 있어 약물에 대한 오디괄
약근뿐만 아니라 소장에 대한 영향도 함께 평가할 수 있었다.
사람과 돼지의 secretin은 2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secretin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secretin - glucagon peptide 군으로
분류되는 peptide들로는 glucagon , gastric inhibitory polypeptide(GIP ),
gr ow th

hormone

peptide(VIP ),

releasing

gucagon - like

factor (GRF ),
peptide

1

&

v asoactiv e
2(GLP 1

intestinal
&

GLP2),

oxyntomodullin , glucose- dependent in sulinotropic polypeptide 등이 있
다. secr etin을 분비하는 세포(S cell)는 십이지장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공장점막에서 발견된다. secr etin 분비의 가장 중요한 자극원은
위산으로서, 섭취된 음식과 위에서 분비된 산의 십이지장 유입에 의해
십이지장의 pH가 4.5이하일 때 분비된다1 . 지방산, 담즙산염3 8 , 알코올3 9 과
같은 영양분도 secr etin 분비를 촉진하며, 그외에 실험적으로 십이지장내
oleate2 , phenylpentanol4 0 등이 secretin의 분비를 촉진한다. 공복시 혈중
평균 secr etin농도는 검사방법에 따라 0.6 pg/ ml에서 100 pg/ ml로 매우
다양하다4 1 . 표본수가 대부분 20미만인 다른 검사실에 비해4 1 , 70명의 대
상군으로

표본수가

가장

많은

검사실

중의

하나인

Muckdell과

Fr ahrenkrug 등 의 경우에 0～15.9 pg/ ml로 보고하고 있다. 사람과 돼지
42

에서 secr etin의 반감기는 2～3분으로 짧은 편이며, 주로 신장에서 13～
15 mL/ Kg의 속도로 대사된다. secretin의 작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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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액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특히 bicarbonate를 증가시키며, 이는

c- AMP 생성을 매개로 이루어진다1 . 췌장분비기능에 대한 실험에서 합성
secretin을 30 ng/ kg/ hr로 정맥주사한 후 췌장액 분비의 증가는 30분 내
에 최고치에 다다르고 이 효과는 약 90분간 지속되었다. secr etin은 또
위산분비를 억제시키고 위배출을 지연시킨다. 위산분비의 억제는 벽세포
에 직접 작용하거나 gastrin분비의 억제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secr etin
군이 gastrin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은 somatostatin을 매개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Zollinger - Ellison 증후군에서는 secretin의 투여시 정상과는 반대
로 혈중 gastrin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진단에 이용한다1 . 또 위장
의 점액분비와 십이지장의 brunner선에서 bicarbonat e의 분비를 증가시
키고, 약하나마 췌장효소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CCK와 같이 투여
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외에 생리적 혈중농도 이상에서 가능한
작용들로는, 장과 췌장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간에서의 담즙분비와 대장
의 점액분비, 위장의 pepsin 분비를 자극하며 하부 식도괄약근의 수축력
을 약화시킨다.
오디괄약근 운동에 미치는 secr etin의 효과는 종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사람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상반된 결과들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주머니쥐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Becker 등6 은 secretin (0.1- 10 μg/ kg )이
오디괄약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T oouli 등4 3 과
Coelho 등4 4 은 1, 2, 10 μg/ kg/ hr의 secretin을 투여하였을 때 오디괄약
근 분절전체를 이완하여 십이지장으로의 담즙유출을 증가시키고 십이지
장의 전위빈도와 MMC 개시를 지연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토끼에서 시행
한 연구에서 Sarles 등1 6 은 secr etin 1, 2, 4, 8, 16 CU/ kg을 투여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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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오디괄약근의 운동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개에서 시행한 연구
에서는 secr etin이 오디괄약근의 저항을 감소시켜 오디괄약근을 통한 담
즙배출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4 ,5 . 또 Lin 5 은 개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오디괄약근을 이완시키는 secretin 용량의 역치가 담낭을 수축시키는 역
치의 4분의 1이었으므로, secretin이 오디괄약근 저항을 조절하는 생리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사람에서의 초기 연구로 1975년 Nebel9 은 secretin이 오디괄약근 기저압
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나,

1977년

Shaffer

등7 과

1985년

Carr - Locke 등8 은 secretin이 오디괄약근을 이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Carr - Locke의 실험은 20명의 건강자원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적 내압검사
를 시행하여 secr etin주입이 췌관, 총담관, 췌관괄약근, 담관괄약근의 압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합성 secretin을 경정맥으로 지속주
입하였을 때 식후 생리적 secr etin 분비치에 해당하는 농도범위에서 췌
관괄약근의 선택적인 이완이 관찰되었다.
1980년 Geenen 등10 은 건강대조군에서 오디괄약근의 압력을 측정했을
때, secretin 1 U/ Kg 투여 4분후에 췌장액의 분비가 최고치에 다다르고
비슷한 시기인 3분에 내압검사상 오디괄약근 위상파의 최고압과 빈도가
증가했으며, 6분후 분비양상이 평탄기에 이르고 내압검사도 오디괄약근
활동성의 감소를 보이는 결과를 관찰하여 초기 항진과 뒤따르는 억제의
이상성 반응양상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반응 양상은 내시경하에서 유두
부를 통한 췌담즙의 분비양상을 통해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상
성 반응은 1988년 St aritz 1 1 에 의해서도 보고되었다.
1994년 Laugier 4 5 는 15명의 건강대조군을 대상으로 주체관의 내시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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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검사를 시행하였는데 secretin 1 CU/ Kg을 정맥주사한 후 오디괄약
근이 이완되었으며 동시에 보이는 주췌관압의 일시적인 빠른 증가는 췌
장액의 대량분비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병
적상태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19명의 만성췌장염 환자에서 주췌
관압의 증가가 더 심하였고 오디괄약근 운동이상의 내압소견을 보였으
며, 이는 말기 만성췌장염보다는 발병 4년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더 저
명하였다. 유사한 결과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보고된바 있는데,
1999년 Di Francesco 등3 의 연구에서, 재발성 급성 췌장염 환자 47명 중
69.4에서 내시경적 내압검사상 오디괄약근의 기능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secretin 자극 초음파검사에서 secr etin 1 IU/ kg을 정맥투여한 20분 이후
에도 계속 췌관 확장이 지속되는 경우를 병리학적 이상이 있다고 하였을
때, 내압검사 소견과 비교하여 오디괄약근 기능이상에 대해 88%의 민감
도와 82%의 특이도를 나타내었다. 또, 1998년 Catalano 등4 6 은 췌장의 폐
쇄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1 IU/ Kg의 용량으로 secr etin자극하 실
시간 내시경적초음파술(secretin - stimulat ed endoscopic ultr asonogr aphy )
을 시행하여 이것이 진단방법으로서 유용성을 갖는지와 치료반응을 예측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았는데, secr etin정맥주사 15분 이후에 췌관직
경이 기저치보다 1 mm이상 늘어나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을
때, 20명의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증상이 있는 만성췌장염환자 40명 중
92%에서 결석, 협착 등 폐쇄성 병변을 진단하였고, 증상이 있는 이분췌
환자 22명의 스텐트 삽입 후의 치료반응을 81%에서 정확히 예견하였다.
또 오디괄약근 기능이상이 의심되는 환자 20명 중 57%에서 내압검사소
견과 일치하였고, 췌관 스텐트의 폐색이 의심되는 환자 20명 중 8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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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RCP 소견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secretin의 자극에 대한 이차적 췌관폐쇄 소견은 특발성 재발성
급성 췌장염 뿐만 아니라, 이분췌와 연관된 급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의
단발성 발병에서 회복된 환자의 상당수에서도 관찰되는데, Cav allini 등4 7
은 secretin 자극 후 초음파상 주췌담도의 지속적인 확장이 관찰되고 혈
중 lipase치가 증가하는 경우 내시경적 유두절제술이 필요하며, 재발성
급성 췌장염이 있는 모든 환자와 단지 한번이라도 발병이 있었던 경우에
는 secretin 자극 초음파감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또, 현재 만성 췌장염의 명백한 증거(위축, 석회화, 췌관의 협착 및
확장)가 없는 초기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 기존의 진단방법은 ERCP로
제 2분지 췌관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거나 secretin 자극후 십이지장
또는 췌장액을 채취하여 췌분비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었으나, 이를 대
체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secr etin 자극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면
초기진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유두부 협착이 있는 경우엔 주췌관 뿐만
아니라 제 2분지 췌관도 극적으로 확장되어 10분간 지속된다고 Mat os
등4 8 은 보고하였다.
이처럼 오디괄약근의 운동에 미치는 secr etin의 효과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는 이유는 각 연구자간에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고
다른 여러 편재요인들의 개입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secretin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실험모델이 얼마
나 생리적인 조건과 유사한가하는 문제가 결과의 차이를 유도했을 것으
로 보여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고들과는 달리 내시경적 내압검
사가 아닌 경피경간적 방법으로 담관내압검사를 함으로써 장시간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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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였고 소장운동의 영향을 함께 평가할 수 있었으며, 내시경을 위한
전처치 및 유두부의 과도한 물리적 조작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편재요
인들을

배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secretin은

식후에

cholecy stokinin과 같은 다른 조절물질과 함께 분비되어 secr etin의 단독
투여가 완벽한 생리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secr etin의 투
여방법 및 용량도 각 연구마다 차이를 보인다. Carr - Locke8 은 생리적 농
도 및 분비양상을 고려하여 8.05, 16.1, 32.2, 64.4, 129, 258, 516 ng/ kg/ hr
의 용량으로 경정맥으로 지속주입한 후 5분간격으로 채혈하여 혈중
secretin치를 측정하였고, 혈중 최고치는 지속주입 약 15분후에 64.4
ng/ kg/ hr의 용량에서 19.7±4.0 pg/ ml, 129 ng/ kg/ hr의 용량에서 61.3±
24.5 pg/ ml로 측정되었다. 혈중 secretin치가 생리적 식후 secretin치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도4 1 인 64.4 ng/ kg/ hr까지의 하위 4개의 용량에서 췌
관괄약근이 선택적으로 이완되었으며 258 및 516 ng/ kg/ hr와 같이 생리
적 범위를 넘는 고용량이라도 추가적인 반응의
찰되었다. 그러나

증폭은 없는 것으로 관

대부분의 사람에서의 연구 및 secretin 자극 초음파검

사에서는 합성 secr etin을 단위체중당 1 IU으로 일회 순간주입하였고,
Carr - Locke8 의 실험에서와 같이 secr etin 투여후의 혈중 secr etin을 측정
하지는 않았다. 또 secr etin 주입용량에 따른 혈중 secretin의 기대치에
대한 표준도 정립되어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는 secr etin의 측정방법에
따라서 측정치의 변이폭이 넓고 합성 secretin에 대한 항혈청반응도 개
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 돼지추출 secr etin을 이용한 실험에
41

서는 secertin 0.01 CU/ kg/ kr 지속주입시 혈중 secretin치가 1.8 pg/ ml에
서 4.5 pg/ ml로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4 9 , 합성 secretin 5 0 과 순수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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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in 5 1 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secretin 0.1 CU/ kg/ kr 지속주입시 혈중
secretin치가 기저치보다 24.3 pg/ ml가 증가하였고, 혈중 최고치는 주입
농도 0.5 CU/ kg/ hr에서 측정되었다5 0 ,5 1 . 본 연구에서도 일회 순간주입방
법으로 합성 secretin 1 IU/ kg를 투여하였고, 혈중 secretin치의 측정없이
10분간의 오디괄약근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실제 secr etin에 대한 이상
성 반응을 보인 본 연구가 식후 생리적 secretin 농도 및 분비양상과 얼
마나 일치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위와 같은 연구보고들은 모두 오디괄약근이 단일한 기능적 구조라는 고
전적인 개념에 따른 것이나, 최근에는 오디괄약근도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운동성을 보인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 Vongalis 등5 2 과
Hirose 등5 3 은 guinea - pig에서 근위 오디괄약근과 원위 오디괄약근이 활
동성에 차이가 있다고 증명하였다. 즉, 내재 운동신경분포 자극검사에서
근위 오디괄약근은 흥분성 활동전위가 우세한 반면 원위 오디괄약근은
억제성 활동전위가 강해, 담즙배출은 오디괄약근 근육의 부위에 따른 신
경분포의 특성 차이로 인한 수축과 이완의 복합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것
으로 보여진다. Woods 등5 4 은 주머니쥐의 생체외 연구에서, 오디괄약근
을 담관괄약근과 췌관괄약근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근위분절과 원위
분절로 나누어 실험했을 때 네분절은 여러가지 조절신호들에 대해 각각
독립된 기능적 단위로 반응하였다. 즉, 네분절에 대해 오디괄약근- 십이
지장 신경분포의 자극과 CCK - 8(cholecy stokinin octapeptide) 자극에 대
한 반응을 관찰하였는데, 십이지장의 전기적 자극에 대해 췌관괄약근과
담관괄약근이 다른 반응을 보였고, CCK - 8에 대해 췌관괄약근과 담관괄
약근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근위괄약근은 농도에 비례하여 이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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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괄약근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St aritz 등5 5 과 Funch - Jen sen 등5 6 에
의한 사람 연구에서도 담관괄약근과 췌관괄약근 사이에 기저압, 수축빈
도, 최고압의 차이를 보였다. 즉, 괄약근 기능이상을 보이는 12명의 환자
에서 담관괄약근 완전절제술 후에도 췌관괄약근은 기저압과 위상파 수축
을 보였고, 이는 담관에서와 같은 기능이상의 양상이 아닌, 정상치보다
감소된 기저압과 위상파 수축이었다. 이러한 독립적인 오디괄약근 분절
들의 반응은 secretin에 대한 반응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Carr - Locke

등8 의

연구에서는

식후

생리적

농도의

secretin에 대해 췌관괄약근이 선택적 이완을 보였고, Aljeffey 등5 7 의 실
험에서 개복한 주머니쥐의 오디괄약근을 확인하고 내압검사를 시행하여
역행성 당김법으로 네분절로 구분한 후 secretin을 5단계의 농도로 경동
맥 주입하였는데, 네분절 모두 secretin에 이완되었으나 그 운동성은 차
이가 있었고, 담관괄약근이 췌관괄약근보다 더욱 저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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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오디괄약근의 운동성에 대한 secretin의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간내
담석증을 진단받고 경피경간 담도내시경하 담석제거술을 시행받은 17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secr etin투여 전후에 경피경간적 오디괄약근 및 소
장내압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Secretin 투여전 위상파의 규칙적 수축기에 측정한 오디괄약근의 기
저압은 17.9±2.6 mmHg , 위상파 수축의 최고압은 43.6±13.4 mmHg , 위
상파 수축의 빈도는 4.6±1.2 회/ min , 운동성지표는 6.6±0.4 mmHg·
sec/ min이었다.
2) Secr etin은 위상파의 규칙적 수축기에 정맥주사하였으며, secretin 투
여후 시간에 따른 오디괄약근 운동성의 변화는 투여시작 2.5±1.9분간은
수축빈도의 증가가 없는 지체기를 보이다가 그 이후 오디괄약근의 운동
성에 변화가 없는 고빈도수축이 일어나 6.4±2.7분간 지속되었고, 다시
휴지기로 돌입하여 3.4±1.5분간 지속되는 이상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3) Secr etin 투여후 고빈도 수축기동안 오디괄약근 기저압은 23.2±4.5
mmHg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고(p< 0.05),
4) 위상파의 최고압은 66.2±19.1 mmHg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0.05),
5) 위상파의 수축빈도는 9.0±1.7 회/ min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
하였고(p< 0.05),
7) Secr etin 투여후 운동성 지표는 8.4±0.3 mmHg·sec/ min로 통계학
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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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람에서 오디괄약근의 운동성에 대한 secr etin의 효과는
secretin 투여 후 위상파 수축의 최고압의 변화없이 기저압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관찰되는 고빈도수축을 유발하였고 고빈도수축 후에는 휴지기
가 뒤따랐으며, 이로써 secetin은 사람에서 오디괄약근 운동에 이상성 효
과를 나타냄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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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tr act -

E ff e ct of S e cretin on S phinct er of Oddi M otility in Hum an s
B a c k g rou n d & A im : T he present study w as designed t o ev aluate the
effect of secretin on the sphincter of oddi motility in human s with
long - term per cutaneou s tr an shepatic manometry .
M e th o d s :

T he

motility

of

SO

and

small

bow el

w ere

m easur ed

simultaneou sly by percutaneou s tr an shepatic m anometry using 8- lum en
perfu sion catheter (Zinectic Medical, 3 orifices for SO m anom etry : 2 mm
apart

and

5

orifices

for

SB

manometry :

10

mm

apart )

in

17

patient s (M :F =10:7, m ean age 65.4 year s ) w ith intrahepatic stones after
complete st one r emov al by cholangioscopic lithotripsy . T hey had no
previous hepatobiliary or gastr ointestinal operation , papillary st enosis and
periampullary div erticulum . Aft er positioning the catheter via percut aneous
tran shepatic biliary drainage tr act , baseline recor ding w as perform ed.
Secr etin w as injected intravenou sly during regular phasic contr actions of
SO.
R e s u lt : Secr etin induced high fr equency contraction s w ithin 2.5±1.9 min .
T he dur ation of high frequency contraction s w as 6.38±2.7 min . T he basal
pressur e, amplitude, fr equency and motility index of phasic contraction s
w er e

17.9±2.6

mmHg , 43.6±13.4

mmHg , 4.6±1.2/ min , and

6.6±0.4

mmHg/ sec/ min , respectiv ely . After intr av enou s injection of the secr etin ,
the basal pr essur e w as 7.7±4.9 mmHg (p> 0.05). T he amplitude of phasic
contr action s w as increased to 59.2±16.3 mmHg . T he frequency of phasic
contr action incr eased to 11.1±0.6/ min (p< 0.05). T he m otility index w as
incr eased to 7.68±0.3 mmHg·sec/ min . After high frequency contr action s,
quiescent period w as seen . T he dur ation of quiescent period w as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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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Con c lu s ion : T hese result s suggest that secr etin has a biphasic effect to
SO motility in hum an s w ith the high fr equency contr action s follow ed by
quiesc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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