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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이며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1,2 임상에서는 이중 보다 간단한

방법인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를 이용한 대장통과시간검

사가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에서 대장통과시간은

사용한 표지자의 물리학적인 특성, 표지자의 투여 횟수와

복부 방사선촬영을 시행하는 횟수, 식이섬유의 보충 유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2 ,3 실제로 연구자에 따라 통일

되지 못한 방법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지자를 1

회 투여한 후 모든 표지자가 배출될 때까지 24시간 간격으

로 복부 방사선촬영을 시행하는 방법4과 3일간 매일 오전

에 표지자를 투여한 후 4일째부터 3일 간격으로 모든 표지

자가 배출될 때까지 복부 방사선촬영을 시행하는 방법5이

대장통과시간 측정시 4일법과 7일법 간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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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 s: Two different methods of colon transit time studies (4-day method and 7-day method) are

commonly used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normal values and to compare the clinical

usefulness of the two methods. M ethods: Seventy-five healthy volunteers and 10 1 patients with chronic

constipation were enrolled in this study. Radio-opaque markers were given for 3 days and simple abdominal

radiographs were obtained on the 4th and 7th days. Colon transit times estimated by only 4th-day film (CTT-4)

and by both 4th and 7th-day films (CTT-7) were compared. Results: The upper limits of normal volunteers

without constipation were 56 hours in CTT-4 and 61 hours in CTT-7. In selecting constipated patients with

delayed transit, the results of both methods were comparable (kappa=0.823, p<0.0 1). However, the 4-day method

could not differentiate patients with severely delayed transit from patients with mildly delayed transit.

Conclusions: Four-day method is useful in selecting constipated patients with delayed transit but it does not giv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severity of delayed transit. Seven-day method can be used in selecting patients with

severely delayed transit. (Korean J Gastroenterol 2001;38 :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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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 그러나 1987년 Metcalf 등6이 3

일간 매일 오전에 표지자를 투여한 후 4일째에 한번 복부

방사선촬영을 시행하는 간단한 방법(4일법)을 소개한 후 많

은 병원에서 이 방법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대장통과시간을 최대 72시간까지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통과시간이 지연된 환자에서는 대장통과시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 대장통

과시간의 정상값은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여

러 연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 이는 국내의

여러 연구들3 ,7 - 15에서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검사법이 이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국내에서는 3일간 방사선 비투과

성 표지자를 투여한 후 4일째에 1회 복부 방사선촬영을 시

행하는 4일법과 4일과 7일째에 2회 복부 방사선촬영을 시

행하는 7일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KolomarkT M는 40%의

바륨을 함유한 polyurethane 재질의 O-ring 형태의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로 국내에서 개발되어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다 .16 대장통과시간은 사용한 표지자의 종류에 따라 영향

을 받는데 1 1 KolomarkT M를 이용한 대장통과시간검사의 유

용성과 4일법과 7일법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

정이다 . 이에 저자들은 KolomarkT M를 이용하여 정상인과

만성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4일법과 7일법에 의한 대장통

과시간을 측정하여 우리나라 성인에서 대장통과시간의 정

상범위를 조사하였으며 만성 변비 환자에서의 임상적 의의

를 살펴보았다 .

대상 및 방법

1. 대상

건강한 자원자인 정상인과 만성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정상인은 위장관질환의

병력이 전혀 없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으로 하루에

3번부터 3일에 한번까지의 정상적인 배변의 빈도를 가지고

있으며 배변시 특별한 증세가 없고 위장관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다 .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자원자를 2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대에서 남녀 각각 5-10명씩 선정하였다 .

총 연구 대상 정상인은 75명이었으며 남자는 35명이고 여

자는 40명이었다 . 평균 연령은 4 1.9± 13.7세였으며 남자는

40.7± 12.7세, 여자는 42.9± 14.6세로 남녀간의 유의한 연령

의 차이는 없었다 . 만성 변비 환자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이며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변비를 주소로 외래를 방문

한 환자로 하였으며 배변의 빈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 대장

조영검사 혹은 대장내시경검사상 기질적 질환이 있거나 변

비를 유발할 수 있는 전신질환 혹은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 만성 변비 환자는 10 1명이었으며 남자

는 20명이고 여자는 8 1명이었다 . 평균연령은 47.3± 15.0세

였으며 남자는 54.8± 14.5세 , 여자는 45.4± 14.7세였다

(p<0.05).

2 . 대장통과시간의 측정

정상인과 만성 변비 환자 모두에서 검사 2일 전부터 검

사를 마칠 때까지 모든 약제의 복용을 금지시켰으며 검사

기간 동안 식사의 종류는 평상시와 같게 하였다 . 3일간 연

속으로 매일 아침 9시에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 20개가

들어있는 KolomarkT M 캡슐을 투여하고 검사 시작부터 4일

(72시간)과 7일( 144시간)의 아침 9시에 횡격막과 치골이 포

함되도록 앙와위 단순복부촬영을 실시하였다 . 구획별 대장

통과시간의 측정을 위하여 대장의 구획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4 ,7대로 척추의 극상돌기를 이은 선과 제5요추 체부에

서 골반 출구를 연결한 선의 우측을 우측대장으로 하고 , 극

상돌기 연결선 좌측과 제5요추 체부에서 전상장골극(an-

terior superior iliac spine)을 이은 선의 상부를 좌측대장으

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위를 직결장 부위로 하였다 . 72시간

단순복부촬영에 남아 있는 표지자의 수에 1.2배한 값을 4일

법에 의한 대장통과시간(CTT-4)으로 정의하였으며 72시간

단순복부촬영에 남아 있는 표지자의 수와 144시간 단순복

부촬영에 남아 있는 표지자의 수를 더하여 1.2배한 값을 7

일법에 의한 대장통과시간(CTT-7)으로 정의하였다 . 4일법

과 7일법에 의한 정상의 상한값은 정상인에서 대장통과시

간의 평균값에 표준편차의 2배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으

며 나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

3 . 통계 분석

평균치의 비교에는 t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연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 두

검사법의 결과는 Kendall ' s tau-b방법을 이용하여 일치도를

비교하였으며 kappa값을 제시하였다 . p 값이 0.05미만인 경

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

결 과

1. 정상인에서 4일법과 7일법으로 측정한 대장통과시간

정상적인 배변 빈도를 가진75명의 정상인에서 4일법으

로 측정한 평균 대장통과시간(CTT-4)은 19.3± 18.3시간이

었으며 남자에서는 13.7± 16.4시간, 여자에서는 24.3± 17.3

시간으로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서의 대장통과시간이 유의

하게 길었다(p<0.05) . 7일법으로 측정한 평균 대장통과시간

(CTT-7)은 20.5±20.3시간이었으며 남자에서는 14.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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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여자에서는 26.1±2 1.3시간으로 남자에 비하여 여자

에서의 대장통과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p<0.05) .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CTT-4는 CTT-7에 비하여 평균

5.6% 작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CTT-4와 CTT-7 사이에는

아래의 Fig. 1과 같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0.983,

p<0.0 1). CTT-4의 정상 상한값은 56시간, CTT-7의 정상 상

한값은 6 1시간이었다 . 정상인에서 대장의 구획에 따른 대

장통과시간은 Table 1과 같았다 .

2 . 만성 변비 환자에서 4일법과 7일법으로 측정한

대장통과시간

10 1명의 만성 변비 환자에서 CTT-4는 38.1±26.2시간이

었으며 CTT-7은 48.5±40.4시간이었다 . CTT-4는 CTT-7에

비하여 평균 2 1.5 % 작은 값을 보여주었다 . 만성 변비 환자

에서 CTT-4와 CTT-7 사이에는 Fig . 2와 같이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r=0.9 11, p<0.0 1) .

3 . 대장통과시간 지연형 변비를 판정하는 데 4일법과

7일법의 결과의 일치도

정상인에서 구한 대장통과시간의 상한값(4일법 , 56시간 ;

7일법, 61시간)을 이용하여 10 1명의 만성 변비 환자를 대장

통과 지연형과 정상 대장통과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

4일법에서 34.7%(35/ 10 1)가 대장통과 지연형으로 7일법에

서 32.7%(33/ 10 1)가 대장통과 지연형으로 판정되었다 . 만성

변비 환자 중 92.1%(93/ 10 1)에서 4일법과 7일법으로 판정

한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7.9%(8/ 10 1)에서 4일법과 7일법으

로 판정한 결과가 상이하였다 . 두 방법에 의한 결과는

kappa값이 0.823으로 두 방법의 결과는 매우 높은 일치도

를 보여주였다 .

4 . 대장통과시간 지연형 변비에서 4일법과 7일법의

임상적 의의

7일법에 의하여 대장통과 지연형으로 분류된 만성 변비

Fig. 1. Results of colon transit time studies by the 4-day method
and the 7-day method in healthy volunteers with normal defecation
frequencies. The colon transit times calculated from the 4-day
method (CTT-4) correlated well with colon transit times calculated
from the 7-day method (CTT-7).

Table 2 . Results of 2 Methods of Colon Transit Time

Studies in Patients with Chronic Constipation

4-day method

Normal Delayed Total

7-day

method

Normal 63 5
68

(67.3%)

Delayed 3 30
33

(32.7%)

Total
66

(65.3 %)

35

(34.7%)

10 1

( 100 %)

Table 1. Segmental and Mean Colon Transit Times

Measured by 4-day Method and 7-day Method in Healthy

Volunteers with Normal Defecation Frequencies

Transit time

Segment 4-day method 7-day method

Right colon 5.3±6.7 5.4±7.2

Left colon 7.2±9.4 7 .6± 11.0

Rectosigmoid colon 7.0±9.0 7 .7± 12.1

Mean colon transit time 19.4± 18.3 20.5±20.3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Fig. 2. Results of colon transit time studies by the 4-day method
and the 7-day method in patients with chronic constipation. The
colon transit times calculated from the 4-day method (CTT-4)
correlated well with colon transit times calculated from the 7-day
method (CT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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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3명을 대상으로 4일법과 7일법의 임상적 의의를 분

석하였다 . 33명의 7일법에 의한 평균 대장통과시간은 96.2

±27.4시간이었으며 중앙값은 9 1.2시간이었다 . 중앙값을 기

준으로 대장통과시간이 9 1.2시간 미만인 16예를 경증(mild)

대장통과 지연형 변비로 , 9 1.2시간 이상인 17예를 중증

(severe) 대장통과 지연형 변비로 분류하였다 . CTT-7은 경

증에서 68.7±7.0시간이었고 중증에서 117.4±2 1.4시간으로

경증과 중증 환자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0.0 1). 반면 CTT-4는 경증에서 66.8±5.0시간이었고 중

증에서 73.7±7.7시간으로 대장통과 지연의 중증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p =0.373) .

고 찰

만성 변비는 병태생리학적인 기전에 따라 대장통과시간

이 지연되어 있는 대장통과 지연형 변비 , 배변기능 저하가

관찰되는 골반출구 폐쇄형 변비, 대장통과시간의 지연과

배변기능 저하가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 및 대장통과시간과

배변기능이 모두 정상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치료방침에 차이를 둘 수 있

다 .2 . 17 특히 최근 변비 환자의 대장생리검사의 결과에 따라

대장통과 지연형 변비 환자에서 수술을 적용하고 골반출구

폐쇄형 변비에서 바이오피드백치료를 하였을 때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17 - 19 따라서 모든 변

비 환자를 동일시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생리기능검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접근법이 널리

도입되고 있다 . 골반저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항문

직장내압검사, 배변조영술, 풍선배출검사 등이 이용되고 있

으며 대장통과시간의 측정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

는 방법과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

로 이용되고 있다 .1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대장의 통

과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자를 복용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스캔을 이용하여 대장 내용물의 진

행을 측정하는 것으로 대장의 운동기능을 평가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검사법이 복잡하여 대장통과시간

지연형 만성 변비 환자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

지는 않고 있다 .2 0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별검사법

중에서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를 이용한 방법은 아주 간

단하고 저렴하면서도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하며 방사성 동

위원소를 이용한 측정과 비교하여 그 정확도는 거의 유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이다 .2 1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

자를 이용한 대장통과시간검사는 1969년 Hinton 등2 2에 의

하여 처음 고안되었으며 이 방법에서는 표지자 투여 120시

간 후 단순복부촬영을 시행하여 20% 이상의 표지자가 남

아있는 경우 대장통과의 지연으로 진단한다 . 그러나 Hinton

의 방법에서는 대장통과의 지연 유무만을 알 수 있으므로

이후 대장통과시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여러가지 방법

이 개발되었다 . 198 1년 Arhan 등4은 표지자를 한번 투여 후

24시간 간격으로 표지자가 모두 배출될 때까지 단순복부촬

영을 시행하여 전체 및 구획별 대장통과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 그러나 Arhan의 방법은 변비 환자에서

간혹 10일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방사선 노출이 많다

는 단점이 있다 .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3일간 매

일 표지자를 복용하고 검사 시작 72시간부터 3일 간격으로

단순복부촬영을 시행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5 1987년

Metcalf 등6은 이 방법을 더욱 단순화시켜 3일간 매일 표지

자를 복용한 후 4일째에만 1회 단순 복부촬영을 시행하는

방법(4일법)을 소개하면서 Arhan의 방법에 따른 결과와 매

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Metcalf

의 방법은 대장통과시간을 최대 72시간까지만 측정할 수

있으므로 Arhan의 방법에 비하여 만성 변비 환자의 대장통

과 지연의 정도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를 이용한 대장통과시간검사법

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3일간 방사선 비투과

성 표지자를 복용한 후 4일째에만 영상을 얻는 방법(4일

법)3 ,7 , 12 , 13과 4일과 7일째에 영상을 얻는 방법(7일법)9 , 10 , 14 , 15

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또한 대장통과시간검사의 결과는

검사 기간 동안의 식이섬유의 섭취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14 이에 대한 통일된 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 서구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검사 기간 동안 식이

섬유의 섭취를 늘리거나 식이섬유로 구성된 약제를 투여하

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1,6 국내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인

식사 형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

다 .3 ,6 ,7 , 14 본 연구에서도 일반인과 만성 변비 환자의 평상시

대장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소의 식사 형태를 유지하

게 하였고 식이섬유는 보충하지 않았다 .

만성 변비 환자에서의 대장통과시간에 대한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각기 다른 정상값을 이용하여 환자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9 , 10 , 12 , 13 ,2 3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인 KolomarkT M를 이용하여 4일법과 7일법

에 의하여 정상인의 평균 대장통과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각각 19.3 ± 18.3시간 및 20.5 ±20.3시간이었으며 CTT-4와

CTT-7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5 .4 %) 두 방법 간에 매우 높

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Fig . 1) . 평균값에 표준편차의 2

배를 더한 값을 정상의 상한값으로 정의하였을 때 4일법에

서는 56시간, 7일법에서는 61시간이었다 . 일반적으로 대장

통과시간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서 더 긴 경향이 있으며
1,3 ,6 본 연구에서도 두 방법 모두에서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임상에서는 대장통과시간 지연형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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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하나의 정상값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5 , 13 , 17 ,2 3

본 연구에서도 나이나 성별에 따른 정상값을 따로 제시하

지는 않았다 . 이는 심한 대장통과시간의 연장이 주된 임상

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경미한 대장통과시간의 연장은

만성 변비 환자의 치료방침을 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기 때문이다 .

만성 변비 환자에서도 CTT-4와 CTT-7 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4일법과 7일법에 의하여 대장통과

시간의 지연 유무를 판정하였을 때 두 방법 간에는 매우 높

은 일치도가 있었다(Table 2) . 이러한 결과는 만성 변비 환

자에서 대장통과시간 지연형 변비를 선별하는 데는 4일법

으로도 충분함을 시사한다 . 그러나 정상인에서와는 대조적

으로 만성 변비 환자에서는 CTT-4가 CTT-7에 비하여

2 1.5 %정도 작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주로 대장통과시

간이 지연된 환자에서는 CTT-4와 CTT-7의 차이가 크기 때

문이었다(Fig. 2) . 특히 대장통과시간이 지연된 환자를 경증

과 중증으로 분류하였을 때 4일법의 결과는 양군에서 차이

가 없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상적인 대장통과시

간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4일법과 7일법의 결과가 매우 유

사하지만 대장통과시간이 지연된 환자에서는 4일법이 7일

법에 비하여 대장통과시간 지연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며 병

태생리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 심한 대장

통과시간의 지연을 보이는 만성 변비 환자에서 최대한의

내과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때에는 대장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17 - 19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

한 환자를 선별하는 데에는 4일법 보다는 7일법이 보다 유

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인

KolomarkT M를 이용한 대장통과시간검사에서 4일법과 7일

법의 정상의 상한값은 각각 56시간 및 6 1시간이었다 . 4일

법은 대장통과시간의 지연을 보이는 만성 변비 환자를 선

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지만 대장통과시간 지연의 중증도

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대장통과시간의 심한 지연

을 보이는 환자를 선별하는 데는 3일간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를 투여한 후 4일과 7일에 복부단순촬영을 시행하는

7일법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요 약

목적 : 방사선 비투성 표지자를 이용한 대장통과시간검사

는 만성 변비 환자의 병태생리에 따른 유형 분류와 치료계

획 설정에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다 . 그러나 국내의 여러 기

관에서 통일되지 못한 방법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정상값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 특히 3일

간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를 복용한 후 4일째 영상을 얻

는 방법(4일법)과 4일과 7일째에 영상을 얻는 방법(7일법)

이 모두 이용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개발

된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KolomarkT M )를 이용하여 두 검

사법의 정상치를 구하고 만성 변비 환자에서의 유용성을

비교 , 평가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건강 자원자 76명을 대상

으로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 20개가 들어있는 Kolo-

markT M를 3일간 복용시킨 후 4일째와 7일째에 단순복부X-

선촬영을 시행하여 4일법과 7일법의 정상값을 구하였다 .

기질적 병변이 배제된 10 1명의 만성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검사를 시행하여 4일법과 7일법상 대장통과시간의

지연 여부를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의 일치도를 비교하였

다 . 결과 : 정상인에서 평균 대장통과시간은 4일법과 7일법

에서 각각 19.3± 18.3시간 및 20.5±20.3시간이었으며 정상

의 상한값(평균＋2×표준편차)은 각각 56시간 및 61시간이

었다 . 만성 변비 환자에서 평균 대장통과시간은 4일법에서

38.1±26.2시간으로 34.7 %(35/ 10 1)에서 지연되어 있었고 7

일법에서 48.5±40.4시간으로 32.7 %(33/ 10 1)에서 지연되어

있었다 . 대장통과시간 지연형 변비의 판정에서 4일법과 7

일법은 92.1% (93/ 10 1)에서 동일한 결과였으며 kappa값

0.823으로 두 방법의 결과는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

다 . 결론 : 4일법은 대장통과시간의 지연을 보이는 만성 변

비 환자를 선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지만 대장통과시간의

심한 지연을 보이는 환자를 선별하는 데는 병태생리의 중

증도를 반영할 수 있는 7일법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 .

색인단어 :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 , 대장통과시간 ,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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