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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서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의 유용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은 현재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임피던스 검사는 소화관 내에서 액체와 기체의 흐름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pH 검사와 병합하여 시행하였을 때 산역류뿐만 

아니라 비산역류도 측정 가능하여 위식도역류질환의 검사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유용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 

Montreal 정의에 의해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와 

비전형적인 위식도역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해 보고 양성자펌프억제제 투여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한 환자 34명(Group I) 위식도역류 증상을 

호소하나 위식도역류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66명(Group II)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시행 전 최소한 

1주일 양성자펌프억제제를 복용하지 않고 검사 시행 후 최소 4주 

이상의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양성자펌프억제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Group I에서 DeMeester 지수>14.7을 보인 환자는 34명 중 

8명(23.5%), Group II에서 66명 중 7명(5.7%)으로 Group I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137). 비산역류에 대한 SAP 양성의 비율은 

Group I에서 34명 중 13명(38.2%), Group II에서 66명 중 

12명(18.2%)이었다(p=0.046). 양성자펌프억제제 복용으로 증상 

완화가 있었던 환자의 비율은 위식도역류질환군에서 34명 중 

28명(82.3%), 위식도역류질환 의심군에서 66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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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71.2%)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7). 

역류와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보인 환자는 대부분 산역류와 비산역류 

모두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결과와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을 보인 환자와 내시경 상에서 미란성 

식도염을 보이는 환자에서 비전형적인 위식도역류 증상을 보인 

환자에서보다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의 양성율과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율이 높았다.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는 민감도는 낮으나 비전형적인 위식도역류 증상을 보인 환자에 

비해 전형적인 증상의 환자에서 양성율이 높아 특이도가 높은 검사라 

하겠다.  

 

 

 

 

 

 

 

 

 

 

 

---------------------------------------------------

핵심되는 말: 위식도역류질환, 양성자펌프억제제, 24시간 pH-임피던

스 검사 



 3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서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의 유용성 

 

<지도교수 이 용 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유 진 

 

 

Ⅰ. 서론 

위식도 역류 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은 

위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어 식도염 또는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1 서구에서는 일반인구의 

25%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12%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5%에서는 매일 가슴쓰림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병율이 훨씬 낮아 가슴쓰림 증상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경우 1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경우는 4%, 

매일 있는 경우는 2%로 보고한 바 있다.2 주된 병인 기전으로 하부 

식도 괄약근 기능 장애를 들 수 있다.  하부식도 괄약근의 수축을 

통해 위내 압력보다 하부식도 부위의 압력을 최소 15mmHg 이상 

높게 유지할 수 있다.2 기저 하부식도 괄약근압이 정상인 환자에서도 

역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transient lower esophageal sphincter 

relaxation (TLESRs)로 설명할 수 있다. TLESR은 하부식도 괄약근 

압력이 위내압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음식, 물 등을 삼키는 

것으로 유발되는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과는 다른 것이다.3 TLESR은 



 4 

삼키면서 유발된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에 비해 기간이 길며4 이완 후 

현저한 수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5, 6 TLESR은 위식도역류 질환 

환자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역류 기전이며 역류의 63%에서 74%는 

TLESR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8 하부식도 괄약근 기능 이상 

외에 식도 연동운동의 이상,9 펩신이나 담즙의 역류10에 의해서도 

위식도역류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미란 식도염이 없는 환자는 

식도염 환자에서보다 산노출이 적고 건강한 사람과 산노출의 양이 

비슷한 경우도 있으며, 식도 내장신경의 과민, 지속적인 식도내압의 

항진 등에 의해 위식도역류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11 

위식도역류질환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표준적인 검사 

방법은 현재 없다. 24시간 보행 pH 검사의 경우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없는 환자에서 민감도가 약 60%, 특이도가 85-90%로 민감도가 

낮으며12 산역류만을 측정할 수 있다. 1991년 임피던스 검사가 소화관 

내에서 액체와 공기의 흐름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되면서 검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위식도역류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pH-임피던스 검사는 

산역류 뿐만 아니라, 약산역류 및 알칼리역류를 탐지할 수 있다.13 

임피던스 검사의 유효성은 투시검사를 통해 밝혀졌으나14, 15 정확도 

및 임상에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24시간 pH 검사의 경우 검사의 특이도는 높으나 민감도가 낮아서 

진단 방법으로의 역할이 제한적이나 임피던스 검사를 병행하여 

24시간 보행 pH-임피던스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16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유병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의 호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식도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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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 기능성 소화질환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Montreal 정의에 의해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검사 양성율을 구하여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되나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이 불분명한 환자에서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양성율과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율을 

알아보고 이를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된 환자군과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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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6년 8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세브란스 병원을 내원한 

위식도역류질환이 진단된 환자 또는 위식도역류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Montreal 정의에 따라 가슴쓰림 또는 산역류(acid regurgitation)와 

같은 전형적인 위식도역류 증상을 호소하거나 내시경을 통해 미란성 

식도염 또는 바렛 식도가 확인된 환자를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하였다(Group Ⅰ).  

위식도역류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군(Group Ⅱ)에는 심장 내과 검사 

후 심인성 통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 속쓰림 

등의 심와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소화성 궤양이 없는 환자, 

종물감으로 내원한 환자, 만성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가 포함되었다. 

대상 환자는 모두 상부 위장관 내시경, 식도 내압검사,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소화성 궤양 환자는 제외하였다.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결과 위식도 역류 질환이 진단되거나, 

위식도 역류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처방하였으며 최소 4주 후에 반응을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1) pH-임피던스 검사 

검사 시행 전 최소한 1주일 전부터 제산제, 양성자펌프억제제, H2 

수용체 길항제(H2 receptor antagonist, H2RA)를 복용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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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pH-임피던스 검사는 Sandhill Scientific 사의 제품(Sandhill 

Scientific, Denver, CO, USA)을 사용하였고 증상 발현, 식사, 체위 

변동과 같은 각 사건이 있을 때 기록을 할 수 있는 단추가 포함되어 

있었다.  pH-임피던스 검사에 사용되는 도관에는 금속이 하부에 5개, 

상부에 3개가 위치하는데 금속 전극 중심부 총 6군데에서 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임피던스 측정 위치는 

식도내압검사로 확인한 하부식도 괄약근 상방 3, 5, 7, 9,15 및 17cm 

에 각각 위치하고 pH 전극은 하부 식도 괄약근 상부 5cm 에 

위치하였다. 임피던스 증폭기는 강내 임피던스 변화에 따라 전류의 

범위를 초기전류인 1-2 kHz 에서 변동할 수 있으며 임피던스 채널과 

pH 채널은 초당 50회 기록되며 128MB 집적 플래쉬 카드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환자는 검사 전 최소 6시간 이상 금식을 하도록 하였다.  산분비 

억제제나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최소 72시간 전,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경우는 7일 전에 중단하도록 하였다.  

검사 전일 저녁 10시부터 금식한 후 오전 중에 검사를 시작하고 

24시간 보행성 식도 pH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24시간에 의거한 

시간별 일기를 적도록 하였다. 평소 활동하던 습관대로 활동하게 

하며 수면이나 식사도 가능하면 평소대로 하도록 하였다.  식사를 

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 식사, 체위 변동 단추를 누르도록 하였고  

간식을 섭취할 경우에도 환자 증상 일기에 기입하고 단추를 

누르도록 하였다.  아주 뜨겁고 점성이 높은 음식을 제외하고는 

과도한 식이 제한은 위음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평소 일상생활이나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3.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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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역류의 지수는 DeMeester 지수를 이용하였다. DeMeester 지수는 

기립위 역류 % 시간, 와위 역류 %시간, 총역류 %시간, 5분 이상 

역류 횟수, 가장 긴 역류시간, 총 역류횟수를 합산한 지수로 14.7 

이하를 정상으로 하였다.17 역류와 증상 발생의 관계는 증상 

지수(Symptom index, SI)와 Symptom association probability(SA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증상지수는 (역류와 관련된 증상의 회수/총 

증상의 회수)x100%으로 정의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증상지수가 

50%를 초과할 경우 비정상으로 간주하였다. 증상 지수는 총 

역류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라는 단점이 있다.18  

SAP는 환자의 증상이 역류와 관련되어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4시간 pH 데이터를 2분 

간격으로 나누고 각각의 2분 간격 안에서 역류가 있었는지(R+), 

역류가 없었는지(R-) 확인한다.  각각의 증상 발생에 대해서도 

역류가 있었는지(S+R+) 역류가 없었는지(S+R-) 확인한다. 총 

R+에서 S+R+를 빼면 S-R+가 되고 총 R-에서 S+R-를 빼면 

S-R-가 된다. 2x2 분할표를 만들어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여 

관찰된 분포가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probability, p)를 구한다. 

SAP는 (1-p)x100%로 정의한다. 통계학적인 근거에 따라 보통 

SAP≥95%를 양성으로 간주한다.18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는 비정상적인 DeMeester 지수를 

보이거나, 산역류 또는 비산역류에 대한 SAP가 양성인 경우로 

간주하였다.  

양성자펌프억제제 에 대한 반응 평가는 외래에서 문진을 통하여 

기록하였다.  증상의 50% 이상 호전된 경우를 반응이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투약 중단 후에 증상이 재발하는 것도 반응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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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거나 상부 내시경 소견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진단된 환자와 위식도 역류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 두 군으로 

나누어 DeMeester 지수, 증상 지수, SAP,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율을 비교하였다. 모든 자료는 Chi 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의 방법를 이용하여 SPSS(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로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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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위식도 역류 질환이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총 122명이었으며 

모두 위내시경, 식도 내압검사,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중 100명의 환자에서만 위 검사가 끝난 후 치료와 

진단 목적으로 양성자펌프억제제를 투여하였다.  

122명 중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36명, 위식도역류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84명이었고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36명 중 2명은 검사만 

시행하고 이후 외래를 방문하지 않아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의심 환자 84명 중 20명도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는데, 

20명 중 7명은 검사만 시행하고 외래 추적 관찰이 되지 않았고, 

1명은 검사 후 증상이 소실되어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으며 12명은 

검사 결과 정상이며 기능성 소화 질환이 진단되어 H2수용체 억제제를 

투여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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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상부 내시경, 식도 내압 검사 

소견 

100명의 환자 평균 연령은 52.4±11.6세(25-72), 남:여 비율은 

1:2.57이었다. 평균 체질량 지수는 23.6±3.4 (16.9-36.5) kg2/m 였다.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 34명 중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26명, 증상은 전형적이지 않으나 상부 내시경 결과 

LA 분류 A 이상의 미란성 식도염과 바렛 식도 소견을 보인 환자는 

8명이었다(Table 1).  위식도 역류 질환 의심 환자가 66명이었고, 이 

중 심와부 불편감을 호소한 환자 24명, 비심인성 흉통 23명, 종물감 

17명, 만성 기침 2명이었다(Fig. 1).   

 

Fig. 1 Classification of Enrolled Patients 

 

All Patients (N=100)

GERD (N=34) Posible GERD (N=66)

Typical GERD 
symptom (N=26)

Reflux esophagitis
on endoscopy
without typical 

GERD symptom 
(N=8) 

Noncardiac chest 
pain (N=23)

Epigastric pain 
without peptic ulcer 

(N=24)
Globus (N=17) Chronic cough (N=2)

All Patients (N=100)

GERD (N=34) Posible GERD (N=66)

Typical GERD 
symptom (N=26)

Reflux esophagitis
on endoscopy
without typical 

GERD symptom 
(N=8) 

Noncardiac chest 
pain (N=23)

Epigastric pain 
without peptic ulcer 

(N=24)
Globus (N=17) Chronic cough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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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Findings of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and Esophageal Manometry  

 

Variables Value 

Age (yrs) 52.4 ± 11.6 (25-72) 

M:F 28 : 72 

BMI (kg/m2) 23.6 ± 3.4 (16.9-36.5)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Normal  54 (54) 

Reflux esophagitis, LA-M 32 (32) 

Reflux esophagitis, LA-A 7 (7) 

Reflux esophagitis, LA-B 2 (2) 

Barrett’s esophagus  5 (5) 

  

Esophageal manometry   

Normal  85 (85) 

NEMD 6 (6) 

IEM 3 (3) 

Hypotensive LES 4 (4) 

Nutcracker esophagus 2 (2) 

LES:lower esophageal sphincter, NEMD:nonclassificable esophageal motility disorder, 

IEM:ineffective esophageal mo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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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소견 및 양성자펌프억제제 에 

대한 반응 

 

Group I과 Group II에서 산역류 평균 횟수는 기립자세에서 각각 

22.21±18.91, 21.50±15.52였으며(p=0.842) 비산역류 평균 횟수는 

15.27±10.75, 20.72±15.64였다(p=0.076)(Table 2).  

DeMeester 지수가 14.7 이상인 환자, 즉 비정상적인 산역류가 

나타난 환자의 비율은 위식도 역류 질환군에서 34명 중 8명(23.5%), 

위식도 역류 질환 의심군에서 66명 중 7명(5.7%)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37). SAP는 산역류와 비산역류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산역류에 대한 SAP 양성인 환자의 비율은 Group I에서 34명 중 

12명(35.3%), Group II에서는 66명 중 11명(16.7%) 이었고(p=0.081), 

비산역류에 대한 SAP 양성인 환자의 비율은 Group I에서 34명 중 

13(38.2%), Group II에서는 66명 중 12명(18.2%) 이었다(p=0.046). 

산역류, 비산역류 모두에 대해 SAP 양성인 환자는 Group I에서 

10명(29.4%), Group II에서 9명(13.6)%이었고, 산역류에 대한 SAP 

음성이면서 비산역류에 대한 SAP 양성인 환자는 Group I에서 

2명(5.8%), Group II에서 3명(4.54%)이었다. 양성자펌프억제제 

복용으로 증상 완화가 있었던 환자의 비율은 Group I에서 34명 중 

28명(23.5%), Group II에서 66명 중 47명(71.2%)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7) (Table 3,Table 4).   



 14 

Table 2. Number of Reflux Episodes in Group I and Group II, Mean±SD 

(Median) 

 Group I Group II P-value 

Upright    

Gas reflux 8.18±5.07 

(7.00) 

10.98±10.75 

(8.00) 

0.160 

Acid reflux 22.21±18.91 

(19.00) 

21.50±15.52 

(18.00) 

0.842 

Nonacid reflux 15.27±10.75 

(14.00) 

20.72±15.64 

(15.00) 

0.076 

All reflux 37.48±24.95 

(32.00) 

42.22±23.27 

(39.00) 

0.353 

Recumbent    

Gas reflux 0.75±1.27 

(0.00) 

1.03±2.82 

(0.00) 

0.599 

Acid reflux 2.63±3.63 

(1.00) 

2.09±3.28 

(1.00) 

0.454 

Nonacid reflux 1.93±2.74 

(1.00) 

2.50±3.45 

(2.00) 

0.419 

All reflux 4.60±4.67 

(3.00) 

4.54±5.04 

(3.0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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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24hr pH-Impedance Monitoring and Response to PPI in Patients  

In Group I 

 Heartburn 

(N=8) 

Acid 

regurgitation 

(N=18) 

Erosive 

esophagitis 

(N=8) 

Typical 

GERD 

(N=34) 

DeMeester score > 

14.7, N(%) 

1 (12.5) 6 (33.3) 1 (12.5) 8 (23.5) 

SAP(+)AR, N(%) 3 (37.5) 7 (38.9) 2 (25) 12 (35.3) 

SAP(+)NAR, N(%) 3 (37.5) 8 (44.4) 2 (25) 13 (38.2) 

SAP(+)TR, N(%) 3 (37.5) 7 (38.9) 2 (25) 12 (35.3) 

SI(+)AR, N(%) 4 (50) 4 (22.2) 1 (12.5) 9 (26.5) 

SI(+)NAR, N(%) 0 (0) 2 (11.1) 0 (0) 2 (5.8) 

SI(+)TR, N(%) 3 (37.5) 5 (27.8) 1 (12.5) 9 (26.5) 

PPI response, N(%) 6 (75) 15 (83.3) 7 (87.5) 28 (82.3) 

SAP: symptom association probability, SI: symptom index, AR: acid reflux, 

NAR: nonacid reflux, TR: total reflux, PPI: proton pulmp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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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24hr pH-Impedance Monitoring and Response to PPI in  

Patients in Group II 

 Epigastric 

pain 

(N=24) 

Chest pain 

(N=23) 

Globus 

(N=17) 

Chronic 

cough 

(N=2) 

Atypical 

GERD 

(N=66) 

DeMeester score 

> 14.7, N(%) 

1 (4.2) 2 (8.7) 4 (23.5) 0 (0) 7 (5.7) 

SAP(+)AR, N(%) 6 (25) 5 (21.7) 0 (0) 0 (0) 11 (16.7) 

SAP(+)NAR, 

N(%) 

6 (25) 5 (21.7) 1 (5.9) 0 (0) 12 (18.2) 

SAP(+)TR, N(%) 1 (4.2) 4 (17.4) 1 (5.9) 0 (0) 5 (7.6) 

SI(+)AR, N(%) 0 (0) 4 (30.8) 1 (5.9) 0 (0) 5 (7.6) 

SI(+)NAR, N(%) 3 (12.5) 2 (15.4) 0 (0) 0 (0) 5 (7.6) 

SI(+)TR, N(%) 2 (8.3) 6 (26.1) 1 (5.9) 0 (0) 9 (13.6) 

PPI response, 

N(%) 

17 (70.8) 16 (69.6) 13 (76.5) 1 (50) 47 (71.2) 

SAP: symptom association probability, SI: symptom index, AR: acid reflux, 

NAR: nonacid reflux, TR: total reflux, PPI: proton pulmp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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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역류, 산역류-증상 상관관계와 양성자펌프억제제 반응 

 

비정상적인 산역류, 즉 비정상적인 DeMeester 지수와 

양성자펌프억제제 반응과는 상관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산역류에 대한 SAP 양성과 양성자펌프억제제 반응과의 

상관 관계, 비산역류에 대한 SAP 양성과 양성자펌프억제제 반응과의 

상관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양성자펌프억제제 

반응이 위식도역류질환의 확진법이라 가정하였을 때 SAP의 민감도, 

특이도는 Group I에서 각각 46.4%, 84.2%, Group II에서 각각 25.5%, 

84.2%였다(Table 5, Table 6).  

 

Table 5.  Crosstable of Responsiveness to PPI and Result of SAP in Patients in 

Group I (p=0.338*)  

 Responsiveness to PPI Total 

 Responsive Not responsive  

SAP Positive 13 1 14 

 Negative 15 5 20 

Total 28 6 34 

PPI: proton pump inhibitor, *by Chi-square test 

 

Table 6. Crosstable of Responsiveness to PPI and Result of SAP in Patients in 

Group II (p=0.903*) 

Responsiveness to PPI 
 

Responsive Not responsive 
Total 

Positive 12 3 15 
SAP 

Negative 35 16 51 

Total 47 19 66 

PPI: proton pump inhibitor,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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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군과 비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을 지닌 환자 중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진단된 환자 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군에서의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결과 및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의 진단율을 알아보고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비율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과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미란성 

식도염 소견을 보였던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 즉 Group I에서 

비정상적인 DeMeester 지수를 보였거나, 증상-역류 상관관계가 있는 

환자는 18명(54.3%)였다. Bredenoord 등이 가슴쓰림 또는 산역류가 

있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pH-임피던스 검사를 시행하여 산역류와 

SAP 양성 소견을 동시에 보인 환자가 77.1%라 보고하였던 것에 

비하여 낮은 비율이었다.16 비전형적인 증상을 지닌 환자군, Group 

II에서는 비정상적인 DeMeester 지수가 Group I에서보다 

낮았으며(5.7% vs 23.8%), 정상 산역류 및 SAP 양성인 환자의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Blondeau 등은 만성 기침을 호소하는 

100명의 환자에서 pH-임피던스 검사 시행 결과 45%에서 

비정상적인 산노출 또는 산역류에 대한 SAP 양성, 24%에서 

비산역류에 대한 SAP 양성이 나왔고 31%는 역류와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9 이비인후과 증상으로는 만성 기침과 종물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만성 기침 환자는 2명으로 

통계적인 의의를 찾기 어려웠으나 17명의 종물감을 호소한 환자에서 

비정상적인 산 노출이 23.5%, SAP 양성이 5.9%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Blondeau 등의 연구에서보다 검사 양성율이 낮았다.19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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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포함된 환자수가 작기 때문이거나 만성 기침과 종물감은 다른 

발병기전을 지닌 증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율을 보았을 때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군에서 분석 결과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군에서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결과 비정상적인 DeMeester 지수를 보인 환자의 

비율과 산 또는 비산 역류에 대한 SAP 양성율,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율은 Group I과 Group I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Group II에서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결과 음성인 

환자가 많이 포함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반응이 

있는 환자의 비율이 7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물감을 

호소하는 환자 중 76%에서 양성자펌프억제제 치료에 증상 호전이 

있었다. 이와 상반되게 Vaezi 등은 애성, 종물감 등 이비인후과 

증상의 환자에서는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0 이번 연구에서는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결과 및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종합하여 기능적인 위식도 질환 환자를 

배제하고, 위식도 역류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서만 

양성자펌프억제제 치료를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결과 비정상적인 DeMeester 지수 또는 

산 또는 비산 역류에 대한 SAP 양성이 양성자펌프억제제 반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으며, 검사로 양성자펌프억제제 

에 대한 반응율을 예측할 수 없었다.  산역류에 대한 SAP 양성이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에 대한 결과와 관련이 많다는 보고가 

있었으나,21 이는 24시간 pH 검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였다. Mainie 

등은 DeMeester 지수와 양성자펌프억제제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인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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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ester 지수뿐만 아니라 임피던스 검사를 통해 확인한 산 또는 

비산 역류에 대한 증상-역류 상관관계 역시 양성자펌프억제제 치료에 

대한 반응과 통계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ght 등은 양성자펌프억제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는 환자군에서 

산역류는 전형적인 증상과, 비산역류는 비전형적인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서 비산역류도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는 양성자펌프억제제 

치료 중에도 진단 가치가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23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산역류와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는 환자에서 동시에 

비산역류와 증상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Zerbib 등의 

연구에서도 환자 대부분이 산역류와 비산역류 모두에서 SAP 양성이 

나왔고, 단 4.1% 에서 비산역류에만 SAP 양성이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20 Bredenoord 등도 산역류, 비산역류로 나누어 SAP를 

분석하는 것과 모든 역류에 대해서 SAP 를 분석하는 것이 진단율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16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에 확립된 검사법이 현재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Montreal 정의에 의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군에 포함된 환자가 

모두 확진된 위식도 역류질환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환자군에서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의 양성율이 검사의 민감도라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SAP는 현재 증상-역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18  Taghavi 등은 SAP 가 고용량 

omeprazole에 대한 반응과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ROC curve가 작으며, 상관관계에서 벗어나는 환자가 

상당히 있어 완벽한 지표라 볼 수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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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을 보인 환자와 내시경 상에서 미란성 

식도염을 보이는 환자에서 비전형적인 위식도역류 증상을 보인 

환자에서보다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의 양성율과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율이 높았다.  

역류와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보인 환자는 대부분 산역류와 비산역류 

모두에 대해서 증상-역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산역류에 대한 

증상-역류 상관관계는 없으나 비산역류에 대해서만 증상-역류 

상관관계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 결과와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대한 반응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24시간 pH-임피던스 검사는 민감도는 낮으나 비전형적인 위식도역류 

증상을 보인 환자에 비해 전형적인 증상의 환자에서 양성율이 높아 

특이도가 높은 검사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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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Usefulness of 24hr pH-Impedance Monitoring in Patients 

with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Yu Jin Kim 

 

Department of Medicine or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 Chan Lee) 

 

 

The gold standard for the diagnosis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Impedance monitoring 

is a technique to detect flow of liquids and gas through hollow 

viscera, now offers new opportunities in the field of 

gastroesophageal reflux monitoring. We aimed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24hr pH-Impedance monitoring in detecting patients 

with GERD and to compare the results of 24hr pH-Impedance 

monitoring and response to proton pump inhibitors (PPIs) in patients 

diagnosed with GERD and patients presenting with atypical GERD 

symptoms. A total of 100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Of 

these, 34 patinets were diagnosed with GERD by Montreal definition 

(Group I) and 66 patients presented with atypical GERD symptoms, 

including epigastric pain, noncardiac chest pain, chronic cough and 

globus (Group II). All of the patients discontinued PPIs or H2 

receptor antagonists for at least 7 days before 24hr pH-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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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followed by at least 4 week of PPI therapy for diagnostic 

and therapeutic purpose. 8 out of 34 patients (23.5%) in Goup I and 

7 out of 66 patients (5.7%) in Group II had DeMeester score > 14.7 

(p=0.137).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positive symptom 

association probability for nonacid reflux (SAP-NAR+) were 13 out 

of 34 (38.2%) in Group I and 12 out of 66 (18.2%) in Group II 

(p=0.046).  Symptoms relieved during PPI therapy in 28 patients 

(82.3%) in Group I and 47 (71.2%) in Group II (p=0.037). The 

majority of the patients in this study had a positive SAP for both acid 

and nonacid reflux and only 5.8% in Group I and 4.54% in Group II 

had symptoms exclusively associated with nonacid reflux.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sults of 24hr pH-Impedance monitoring 

and the response to PPI therap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tive rate of 24hr pH-Impedance monitoring and response to 

PPIs are higher in patients with GERD than in patients presenting 

with atypical GERD symptoms.  24hr pH-Impedance monitoring is 

not sensitive, but a specific diagnost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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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e(GERD), proton pump 

inhibitor(PPI), 24hr pH-Impedanc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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