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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first published guidelines for chronic constipation in 2005 and was
updated in 2011. Although the guidelines were updated using evidence-based process, they lacked multidisciplinary participation
and did not include a diagnostic approach for chronic constipation. This study includes guideline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chronic constipation to realistically fit the situation in Korea and to be applicable to clinical practice. The guideline development
was based upon the adaptation method because research evidence was limited in Korea, and an organized multidisciplina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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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uidelines for Research & Evaluation II process. A total 37 recommendations were adopted, including 4 concerning the definition and risk factors of chronic constipation, 8 regarding diagnoses, and 25 regarding treatments.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help primary physicians and general health professionals in clinical practice in Korea, to provide the principles of medical treatment
to medical students, resident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to help patients for choosing medical services based on the
information. These guidelines will be updated and revised periodically to reflect new diagnostic and therapeutic methods.
(Korean J Med 2016;91: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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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기존의 진료지침

론

안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법이다[9]. 진료지침의 대
변비는 흔한 소화기 질환으로, 유병률은 서양의 경우

상은 만성 변비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성인 남녀로

10-15%로 보고하고 있고[1],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인구

만성 변비와 연관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들

중 16.5%가 스스로 변비라고 인식하고 있다[2]. 변비 환자의

을 포함하였다.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and

약 70% 정도는 일상업무에 방해받고 사회적 및 인간 관계에

Evaluation II process [10]를 이용하여 6개의 가이드라인을 선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할 정도로 삶의 질에 영향을

택하였다[6,11-15]. 이번 진료지침은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주는 중요한 질환이다[3].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만성 변비의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ㆍ운동학회에서는 2005년에 “변비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4,5], 2011년 “변비

상황에서 임상 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제작
되었다. 근거 수준과 등급 체계는 표 1과 같다[16,17].

치료에 관한 임상 진료지침”을 개정 발표하였다[6]. 그 후 새

개정안은 총 37개의 권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성 변

로운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다양한 근거 자료와 함께

비의 정의와 위험 요인에 대한 4개의 권고안, 진단에 대한

유럽과 미국에서 변비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진료지침이 발표

8개의 권고안과 25개의 치료 관련 권고안으로 작성되었다.

되었다. 또한 이전 지침은 다학제 참여가 부족하였고, 변비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장ㆍ단점을 요

의 진단 부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한점이

약하며, 약제를 포함하는 치료 방법의 선택 기준, 각 치료 방

있다. 이전 진료지침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연구에

법이 선호되는 임상 상황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서 약 25-48% 환자가 변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진료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7] 현재 시판되고 있는 완하제의 대부

지침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분이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무분별한 완하제의

만성 변비의 정의

사용과 남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실정에 맞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변비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임상진료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만성 기능성 변비의 진단과 치료 임상 진료지침 개
정안은 최근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2016년 7월호에 게재되었다[8].

1. 만성 변비는 배변 횟수의 감소뿐 아니라 단단한 변, 불
완전 배변감, 배변할 때 과도한 힘주기, 항문 폐쇄감,
배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지조작이 필요한 경우 등으
로 정의한다.
• 권고 수준: 해당사항 없음

개정된 임상 진료지침의 특징은 첫째, 과학적이고 객관적
으로 근거를 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 검색과 근거 평가
를 시행하였고, 둘째, 진료지침 개발 방법으로 수용개발(adapt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수용개발 방법은 일부 국내의 연
구 근거가 제한적이고 양질의 근거중심 진료지침들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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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준: 낮음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80.8%), 대체로 동의함
(19.2%),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 대한내과학회지: 제 91 권 제 2 호 통권 제 672 호 2016 －

Table 1. Level of Evidence and Grade of Recommendation [16,17]
Item
Level of evidence
A. High-quality evidence

B. Moderate-quality evidence

C. Low-quality evidence

Strength of recommendation
1. Strong recommendation
2. Weak recommendation

Definition
Further research is unlikely to change our confidence in the estimate of effect. Consistent evidence
from the RCTs without important limitations or exceptionally strong evidence from observational
studies.
Further research is likely to have an important impact on our confidence in the estimate of effect
and may change the estimate. Evidence from RCTs with important limitations (inconsistent results,
methodologic flaws, indirect or imprecise), or very strong evidence from observational studies.
Further research is very likely to have an important impact on our confidence in the estimate of effect and is likely to change the estimate. Evidence for at least one critical outcome from observational studies, case series, or from RCTs with serious flaws, or indirect evidence, or expert’s
consensus.
Recommendation can apply to most patients in most circumstances.
The best action may differ depending on circumstances or patient or society values. Other alternatives may be equally reasonable.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변비는 증상에 기초한 진단으로, 일반적으로 배변 횟수가 적

골반저 기능 이상은 직장 감각 이상과 흔히 동반되는데, 이

은 경우를 변비로 간주하지만, 이외에도 단단하게 변을 보거

로 인하여 직장류나 직장중첩증 등의 구조적 이상이 흔히 동

나 배변 후 잔변감이 있는 경우,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반된다[21,22]. 골반저 기능 이상은 대장 통과 시간이 정상인

주거나 항문이 막히는 느낌을 받거나 손가락으로 항문 주위

경우 혹은 대장 운동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23]. 서행성 변

를 누르는 등의 수지조작을 해야 변을 보는 것 등 만성 변비

비는 대장의 연동 운동 저하 혹은 운동의 부조화로 인하여

에는 다양한 증상이 포함된다[11,12,18,19].

발생한다. 대장 운동 기능 이상은 종종 소장이나 위의 운동
기능 이상과 동반되어 서행성 변비로 대장 절제술을 받고 나

2. 기능성 변비는 배변장애형 변비, 서행성 변비, 정상통

서도 위배출능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11,24]. 정상통

과형 변비의 세 가지 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과형 변비는 대장 운동 기능은 정상이나 변비를 호소하는 경

• 권고 수준: 해당사항 없음

우이다. 약 50%에서 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과 동반되어 나

• 증거 수준: 낮음

타난다[25]. 과민성장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직장감각능 이상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61.5%), 대체로 동의함

은 정상통과형 변비의 40%, 서행성 변비의 47%, 배변장애형

(34.6%), 일부 동의함(3.9%),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변비의 53%에서 동반된다[26].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변비는 원인 미상의 일차성 변비와 약제, 신경 질환, 대사

만성 변비의 위험 인자

질환 및 내분비 이상 등으로 인한 이차성 변비로 나눌 수 있

3. 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다[20]. 일차성 변비는 아형에 따라 진단 및 치료 향상을 위

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중단한다.

하여 세 가지 아형으로 나누는데 배변장애형 변비, 서행성
변비 및 정상통과형 변비로 나눌 수 있다[11,12]. 배변장애형

• 권고 수준: 강함

변비는 배변할 때 직장압이 증가하면서 골반저 근육과 항문

• 증거 수준: 낮음

조임근의 압력이 감소하여야 하는데, 기능적인 이상으로 직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74.1%), 대체로 동의함

장이 변을 배출할 때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배변에 대한

(25.9%),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저항성이 증가되어 나타난다. 항문 휴지기 압력이 증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나타나는 항문경(anismus)와 배변 근육의 조율 장애로 이한

변비 원인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를

골반저 기능 이상(pelvic floor dysfunction) 등이 포함된다[12].

통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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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으
로는 대사성 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병, 고칼슘혈증
등), 근육병증(예, 아밀로이드증), 신경계 질환(파킨슨병, 다
발성 경화증, 척수 손상 등)과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다. 변비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약
물이며, 항콜린성 제제, 마약성 진통제, 칼슘차단제, 항우울
제, 항히스타민제, 진경제, 항경련제, 알루미늄제산제와 철분
제제 등이 이에 속한다[27,28]. 그러므로 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
면 중단하도록 한다.
Figure 1. The Bristol Stool Form Scale.

4. 노인에서는 동반 질환, 운동 능력 감소, 식사량 감소
및 복용 약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변비의 발생률

도 형태는 정상인 경우가 있다[33]. 이러한 경우 배변 횟수보

이 증가한다.

다는 대변 형태가 대장 통과 시간과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인

• 권고 수준: 해당사항 없음

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대변 형태를 관찰하는 척도는 Bristol

• 증거 수준: 낮음

Stool Form Scale이다(Fig. 1) [32].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51.9%), 대체로 동의함
대장내시경

(44.4%), 일부 동의함(3.7%),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6. 만성 변비 환자에서 대변에 피가 섞이거나 빈혈, 의도

변비 유병률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며 여성에게

하지 않은 체중 감소, 새로 발생한 변비, 대장암 가족력

서 특히 증가한다[29,30]. 연령 증가로 인한 장벽 자체의 변

이 있는 경우 등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이차성 변비를

화뿐 아니라 복용하게 되는 다양한 약물, 식이섬유 섭취 저

감별하기 위하여 대장내시경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하 등 식이의 변화, 파킨슨병, 뇌경색, 척수 질환, 치매 등과

• 권고 수준: 강함

같은 신경계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비를 유발하

• 증거 수준: 낮음

게 된다[29,31].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85.7%), 대체로 동의함
(10.7%), 일부 동의함(3.6%),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진단: 만성 변비를 진단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언제, 어떤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가?
만성 변비 환자에게 기질적 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검사
Bristol Stool Form Scale

를 실시할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삶의 질에 미치는 정도, 경
고 증상이나 위험 인자, 문진 및 신체 진찰 등을 근간으로

5. 대변 형태는 대장 통과 시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하여 담당 의사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다[11]. 그러나 만성

수 있다.

변비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차성 질환을 감별할 목적으로

• 권고 수준: 약함

모두에게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효과면에서 유

• 증거 수준: 낮음

효성이 낮다. 빈혈 여부를 보기 위한 일반 화학 검사[12]나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17.9%), 대체로 동의함

단순 복부 사진[34] 등은 종종 사용되는 검사이나 그 근거가

(57.1%), 일부 동의함(25.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약하고, 갑상선 기능 검사, 혈당 검사 및 혈청 칼슘 검사 등

(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은 비용대비 효용성이 낮은 검사이다[35]. 그러나 대장내시

만성 변비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배변 횟수뿐 아니라 대변

경은 경고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12].

형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23,32]. 대변의 성상이 단단

경고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대장선

해도 배변 횟수는 정상이며 어떤 경우는 대변을 드물게 보아

종이나 대장암을 발견할 확률은 변비가 없는 사람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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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34]. 경제성 분석에서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진단을

료 현장에서 배변 장애에 대한 선별 검사로서 추가적인 항문

위한 경제적인 검사 방법이나[36] 변비 증상 여부가 영향을

직장 기능 검사를 결정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지는 않는다[13].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12].

7. 50세 이상 성인에서 만성 변비가 발생한 이후로 적절한

항문직장 내압 검사와 풍선 배출 검사

대장암 선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9. 항문직장 내압 검사는 완하제에 반응이 없는 만성 변비

받도록 권장한다.
• 권고 수준: 강함

환자에서 배변 장애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 증거 수준: 낮음

• 권고 수준: 강함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40.7%), 대체로 동의함

• 증거 수준: 중등도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50.0%), 대체로 동의함

(55.6%), 일부 동의함(3.7%),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50.0%),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만성 변비가 있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장암에 대한 적
절한 선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대장내시경을 받도록 권장

항문직장 기능 검사는 만성 변비 진단을 위해 반드시 권

한다[11,12,14,23]. 그러나 만성 변비가 있는 경우 변비가 없

고되지는 않으며[12], 항문직장 내압 검사는 완하제에 반응

는 경우보다 대장암이 더 흔히 발견된다는 임상 근거가 없으

이 없는 배변 장애 환자의 진단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므로[37] 모든 환자에게 통상적으로 대장내시경을 권장하는

배변 장애가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는 진단을 위해 먼저 고려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될 수 있다[12,41]. 배변을 할 때 항문조임근이 열리고 직장
압력이 증가해야 원활히 배변이 일어나는데, 배변 장애가 있

직장 수지 검사

는 경우 모의 배변을 시도할 때 항문조임근 이완이 없거나
불충분한 이완 혹은 오히려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역설적 수

8. 직장 수지 검사는 이차성 변비의 감별 진단(직장항문

축) 혹은 직장 압력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거나 직장 수축이

종괴, 직장탈출 및 직장류 등)과 배변 장애를 예측하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직장 내압 검사를 통하여 이러한

데 유용하다.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항문직장 내압 검사는 아직 표준화

• 권고 수준: 강함

된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간혹 비

• 증거 수준: 중등도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으므로, 배변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29.6%), 대체로 동의함

서는 풍선 배출 검사, 영상학적 검사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63.0%), 일부 동의함(3.7%),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근전도와 같은 다른 항문직장 기능 검사와 함께 종합적인 평

(3.7%),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가가 필요하다.
직장 수지 검사는 변비를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

10. 풍선 배출 검사는 배변 장애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로 직장내 분변, 종괴, 치핵, 치열, 직장 탈출 및 직장류와 같

수 있지만, 진단을 위해서는 다른 직장항문 기능 검사

은 이차성 변비의 감별 진단뿐 아니라 배변 장애를 예측하는

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데 도움을 준다[13]. 직장 수지 검사 방법은 표 2에 정리하였

• 권고 수준: 약함

다[38]. 요약하면, 부적절한 회음부 하강, 항문조임근 이완이

• 증거 수준: 낮음

없거나 역설적 수축이 있다면 배변 장애 가능성을 염두에 두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24.1%), 대체로 동의함

어야 한다. 직장 수지 검사는 배변 장애를 진단하는데 있어

(72.4%),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3.5%),

서 고식적 항문직장 내압 검사와 고해상도 항문직장 내압 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사와 비교하여 각각 75% 민감도, 87% 특이도 및 93.2% 민감
도와 91.0%의 양성예측도를 보인다[39,40]. 직장 수지 검사

풍선 배출 검사는 모의 배변 동안 배변 기능을 평가하는

는 정상이더라도 배변 장애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진

간단하고 저렴한 검사 방법이다. 아직 표준화된 방법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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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 연구에서는 모의 배변 동안 1분 이내에 풍선 배출이

배변 조영술

가능하면 정상 소견으로 간주한다[41]. 풍선을 배출하지 못
하면 배변 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며, 87.5% 민감도, 89% 특이
도, 64% 양성예측도, 97% 음성예측도를 보인다[42]. 그러나
배변 장애를 보이는 환자의 상당수가 풍선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선 배출 검사 결과만으로 배변 장애가 아니라고 판
단할 수는 없다[34,43]. 풍선 배출 검사는 배변 장애를 예측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진단을 위해서는 다른 항문직

11. 배변 조영술은 만성 변비 환자에서 배변 장애가 의심
되는 경우 골반저의 해부학적 이상이나 역설적 수축
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 권고 수준: 강함
• 증거 수준: 중등도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42.9%), 대체로 동의함
(53.6%), 일부 동의함(3.5%),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장 기능 검사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14].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Table 2. The methology of digital rectal examination [38]
Techniques

Findings

1. Explain the need and method of digital rectal
examination.
2. Ask the patient to lie in the left lateral position,
with both knees in flexion.
3. Separate the buttocks and observe the anus and
perianal area.

Evaluation of abnormalities such as anal cancer, rectal prolapse, external hemorrhoids, anal fissure or combined skin disease, etc.

4. Watch the perineum.

Leakage of stool, the presence of a patulous anus, prolapse of internal hemorrhoids
and rectal prolapse on straining.

5. Check anocutaneous reflex by light scratch
with cotton bud on perianal skin.

If the anocutaneous reflux notably decrease, consider abnormality of sacral nerve
plexus and possibility of spinal cord disease.

6. Gently insert your index finger into the rectum
through the anus.

If the patient feels pain on starting the examination, it strongly suggests anal
fissure. Other causes of anal pain include ischiorectal abscess, active proctitis, or
recently thrombosed external hemorrhoids.

7. Evaluate resting pressure of anal sphincter.

If the pressure is strongly high, it suggests defecatory disorders.

8. Rotate your finger and palpate rectal walls.

Evaluation of palpable mass, luminal narrowing, presence and consistency of stool
in rectum, rectocele or rectal prolapse.

9. Test the presence of defecatory disorders.
(1) Ask the patient to simulated defecation.

Normally, the anal sphincter and puborectalis muscle relax and the perineum descends by 1-3.5 cm. If the muscles tighten and perineum does not descend, it
suggests defecatory disorders.

(2) Press on the posterior rectal wall.

If the patient feels pain when pressing on the posterior rectal wall, it suggests puborectalis muscle tenderness, which can occur in defecatory disorders.

(3) Ask to simulated squeezing effort.

Normally, puborectalis muscle contract and you feel as a “lift” that is finger lift toward the umbilicus by the muscle contraction.

(4) Place your other hand on the abdominal wall
and ask to strain.

Evaluation of abdominal wall contraction.

10. During the finger removal, check blood, mucus, pus and feces color.

If there is persistent opening of the anal canal after finger removal, it suggests a
possibility of external anal sphincter injury or neurological defect.

Adapted from Talley NJ. How to do and interpret a rectal examination in gastroenterology. Am J Gastroenterol 2008;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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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조영술은 실시간으로 환자의 배변 과정을 확인할 수

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있는 영상 검사 방법이다. 배변 과정의 다양한 단계별로 항문

만성 변비 치료

직장과 골반저의 기능을 역동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치료
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변비 환자에서 항문직장 내압 검사와
풍선 배출 검사로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고려된다[13].

신체활동

특히 치골직장근의 역설적 수축과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

13. 낮은 수준의 신체활동은 만성 변비와 연관될 수 있다.

는 직장류, 직장항문 중첩증, 직장탈출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

• 권고 수준: 약함

하다[20,44]. 바륨 배변 조영술이 널리 사용되며, 그 외 자기공

• 증거 수준: 낮음

명 배변 조영술, 질 초음파 혹은 직장 초음파 검사가 항문직장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7.1%), 대체로 동의함

과 골반저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67.9%), 일부 동의함(14.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0.7%),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대장 통과 시간

변비 치료에 있어서 신체활동의 효과는 다양하다. 39,532

12. 대장 통과 시간은 만성 변비 환자에서 서행성 변비와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등도의 신체활동

배변장애형 변비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을 하는 여성이 앉아서 일하는 젊은 여성, 중년 여성, 노인

• 권고 수준: 강함

여성과 비교하여 의미 있게 낮은 빈도로 변비 증상을 보였다

• 증거 수준: 중등도

(각각 odds ratio 0.70, 0.75, 0.82) [48]. 국내 연구에서는 여성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20%), 대체로 동의함

의 경우에만 중등도 혹은 고도의 신체활동이 대장 통과 시간

(68%), 일부 동의함(8%),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4%), 전

을 단축시켰다[49]. 신체활동의 증가는 특히 활동량이 적은

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노인의 변비 환자에서 증상 호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정상

대장 통과 시간은 방사선비투과 표지자를 이용하여 측정
하는 방법으로, 저렴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olomark (M.I. Tech, Pyeongtaek, Korea)와 Sitzmarks (24개 표

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젊은 변비 환자에서의 운동 효과는 명
확하지 않다. 최근 연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20-60분, 주 3-5일)이 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지자; Konsyl Pharmaceuticals, Texas, TX, USA)가 주로 사용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50]. 신체활동의 증가는 삶의

되고 있다[45,46]. 다양한 측정 방법 중 연속된 3일 동안 일정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상의 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변비 환자

시간에 표지자가 들어 있는 캡슐을 1개씩 복용하고 4일째와

에게 권고된다.

7일째 복부 X-선 촬영을 시행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

식이섬유

다. 국내 성인의 정상 대장 통과 시간은 남자 22.3 ± 16.1시
14. 식이섬유는 만성 변비 환자에서 배변 횟수를 증가시

간, 여자 30.1 ± 21.4시간이며[47], 대장 통과 시간은 연령, 성
별, 인종 및 측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장 분절별 통

킬 수 있다.

과 시간은 서행성 변비와 배변장애형 변비를 구분하는데 유

• 권고 수준: 약함

용하고[14] 다른 기능 검사와는 달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 증거 수준: 낮음

만성 변비를 감별 진단하기 위한 초기 검사로 시행할 수 있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27.6%), 대체로 동의함

다. 그러나 표준화된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배변 장

(72.4%),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애 환자 중 50% 이상에서 느린 대장 통과 시간을 보이므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대장 통과 시간 측정만으로 배변 장애를 배제할 수는 없다.

식이섬유는 원위부 소장과 대장에서 발효되어 짧은 사슬

일부 외국 진료지침에서는 대장 통과 시간 측정은 항문직장

지방산과 가스를 생성하여 위장관 기능과 감각에 영향을 준

내압 검사, 풍선 배출 검사 혹은 배변 조영술이 정상인 경우

다[51]. 메타분석에서 식이섬유는 변비 환자에서 배변 횟수

에 시행하도록 권고한다[13]. 그러므로 임상 의사는 환자의

를 증가시켰으나 대변 굳기를 호전시키거나 완하제 사용을

증상에 따라 주어진 의료 환경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를 적절

줄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52]. 최근 연구에서 말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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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섭취는 차전자에 비해 자발적 완전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15.4%), 대체로 동의함

고 대변 굳기를 호전시켰다[53].

(80.8%), 일부 동의함(3.8%),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15. 식이섬유는 섭취하기 쉽고, 저렴하며, 심각한 부작용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의 위험이 없으며, 일부 효과가 있어 만성 변비의 초

증거는 부족하지만, 섬유소 섭취가 부족한 변비 환자에서

기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부피형성 완하제는 변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 권고 수준: 약함

심한 서행성 변비나 배변장애형 변비에는 효과가 없다. 일부

• 증거 수준: 낮음

환자에서는 복부 불편감, 복부 팽만, 복통을 피하기 위해 부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35.7%), 대체로 동의함

피형성 완하제 전에 삼투성 완하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

(60.7%), 일부 동의함(3.6%),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람직하다[51].

(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18. 부피형성 완하제를 복용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식이섬유는 경도 및 중등도의 변비를 호전시킬 수 있지만,

권고한다.

심한 변비에는 효과가 없다[54]. 국내 연구들에서 식이섬유는

• 권고 수준: 강함

부작용 없이 변비 치료에 효과를 나타냈다[55,56]. 식이섬유

• 증거 수준: 낮음

가 종종 변비 관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37.0%), 대체로 동의함

는 심한 서행성 변비나 배변장애형 변비의 가능성을 고려해

(55.6%), 일부 동의함(7.4%),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야 한다[57]. 특히 대변 저류가 있는 경우에는 식이섬유 섭취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로 인해 경련성 복통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식이섬유 섭취를
부피형성 완하제는 성분에 대한 과민증, 분변매복과 장폐

증가시키기 전에 삼투성 완하제 처방을 고려해야 한다[51].

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
부피형성 완하제

면 부피형성 완하제 복용 후 복부 가스 혹은 팽만감을 유발하
고 특히 노인에서는 분변매복과 장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수

16. 부피형성 완하제는 만성 변비 치료에 효과적이다.

분 섭취가 변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지만[59], 수분

• 권고 수준: 강함

섭취가 부족한 환자에서는 변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증거 수준: 높음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70.4%), 대체로 동의함

마그네슘염

(29.6%),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19. 마그네슘염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만성 변비 환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서 배변 횟수와 대변 형태를 호전시킨다.

부피형성 완하제에는 차전자, 칼슘폴리카르보필, 메틸셀

• 권고 수준: 강함

룰로오즈와 밀기울이 있으며, 이 중 차전자에 대한 연구가

• 증거 수준: 낮음

잘 이루어져 있다. 위약과 비교하여 부피형성 완하제(특히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57.1%), 대체로 동의함

차전자)는 전반적인 증상, 과도한 힘주기, 배변시 통증과 대

(39.3%), 일부 동의함(3.6%),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변굳기를 호전시키고, 주 당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고 배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간격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58]. 부작용은 가스, 복부 팽만,
대장 폐쇄 및 칼슘과 철분 흡수 장애 등이다.
17. 부피형성 완하제는 섬유소 섭취가 부족한 만성 변비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권고 수준: 약함
• 증거 수준: 낮음

마그네슘염은 삼투성 완하제로 비용이 저렴하고 복용하
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한 연구에서 수산화마그네슘이 부피
형성 완하제와 소비톨을 병합 투여한 군에 비하여 배변 횟수
및 대변 굳기를 호전시키고 추가적인 변비약의 사용 빈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60]. 무작위 대조 연구는 매우 드물지
만, 마그네슘염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고 대변 굳기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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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경도 및 증등도 변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2. 비흡수성 다당류는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 장기

20. 마그네슘염은 신장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고마

간 투여가 가능하다.
• 권고 수준: 강함

그네슘혈증을 유발한다.
• 권고 수준: 강함

• 증거 수준: 높음

• 증거 수준: 낮음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39.3%), 대체로 동의함
(60.7%),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44.4%), 대체로 동의함
(51.9%), 일부 동의함(3.7%),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비흡수성 다당류는 종종 복부 팽만, 장경련, 오심과 설사

신장 기능 이상이 있거나 신경 근육 질환이 있는 경우, 마

와 같은 위장관 증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증상은 대장에서

그네슘염으로 인한 고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

세균에 의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사 산물에 의해

므로 주의해야 한다[61]. 고마그네슘혈증은 curare와 유사하

발생하며, 대개 일시적이다[69]. 락툴로오스는 4주 이상 복용

게 신경근육 접합부의 자극 전달을 감소시켜 신경근육계, 호

한 환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장기간 안전하

흡기계 및 심혈관계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심혈관계

게 복용이 가능하고 좋은 복용 순응도를 보인다[70].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심장 전기전도 장애, 서맥성 부정맥

23. 비흡수성 다당류는 만성 변비가 있는 노인 환자에서

및 심정지 등이 유발될 수 있다[62,63]. 따라서, 신장 기능이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고 변비 관련 증상을 개선시키

저하된 환자에서는 마그네슘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권고 수준: 약함

비흡수성 다당류

• 증거 수준: 낮음

21. 비흡수성 다당류는 만성 변비 환자에서 배변 횟수와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10.7%), 대체로 동의함

대변 굳기를 호전시킨다.

(82.2%), 일부 동의함(7.1%),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 권고 수준: 강함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 증거 수준: 중등도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53.9%), 대체로 동의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락툴로오스는 노인 환

(46.1%),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자에서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고 대변 굳기를 호전시킨다[71].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폴리에틸렌 글리콜

비흡수성 다당류는 고삼투성 완하제로 락툴로오스와 솔
24.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만성 변비 환자에서 배변 횟수

비톨 등이 있다. 락툴로오스는 갈락토오스와 과당의 합성체

와 대변 굳기를 호전시킨다.

로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세균에 의해 대사되어

• 권고 수준: 강함

대장을 자극하는 산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64]. 생성된

• 증거 수준: 높음

산은 장내 삼투압을 증가시켜 변에 수분을 축적시키고 변을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73.1%), 대체로 동의함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복용 24-72시간 사이에 효과

(26.9%),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가 나타난다. 연구 방법에 제한은 있지만, 락툴로오즈는 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변 횟수를 증가시키고 대변 굳기를 호전시켰다[65,66]. 국내
소규모 연구에서도 서행성 변비 환자에게 락툴로오스를 투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장관 내에서 흡수되거나 대사되지

여했을 때 상행결장의 대장 통과 시간이 빨라지고 변비 증상

않는 고분자 물질로 장관 내로 수분을 끌어들인다. 메타분석

이 개선되었다[67]. 락툴로오스는 전신으로 흡수되지 않기

에서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위약에 비교하여 주 당 배변 횟수

때문에 임산부에서 기형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를 증가시켰고[72], 락툴로오스에 비해 주 당 배변 횟수, 대

여겨지며[68], 뇌병증이나 당뇨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처방할

변 형태, 복통 호전, 추가적인 약제의 필요성 면에서 더 효과

수 있다.

적이었다[73].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전신으로 흡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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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서 기형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

(70.4%), 일부 동의함(7.4%),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다[74].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25.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 장

자극성 완하제는 안트라퀴논(anthraquinones: senna, cas-

기간 투여가 가능하다.

cara)제제, 디페닐메탄(diphenylmethanes; bisacodyl, sodium pi-

• 권고 수준: 강함

cosulfate)제제 등이 대표적이다. 자극성 완하제의 작용 기전

• 증거 수준: 높음

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장내 점막하 신경총과 근육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50.0%), 대체로 동의함

층 신경얼기(myenteric plexus)에 직접 작용하여 장 운동을 촉

(50.0%),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진시키고, 장내 분비 효과를 증가시킨다. 대개 비사코딜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복용 6-12시간 후, 센나는 복용 1-3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난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6개월 이상 장기 투약하는 것은 효
과적이고 안전하며 복용 순응도가 좋고, 심각한 부작용이 거

다[77]. 메타분석에서 자극성 완하제는 만성 변비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78].

의 없다[75]. 다른 삼투성 완하제에 비해 폴리에틸렌 글리콜

자극성 완하제는 흡수 장애, 전해질 이상, 용량 의존적인

은 전해질 이상, 수액 과다, 탈수 등의 위험성이 적어 신장

경련, 설사, 남용 및 대장 흑색증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기능 장애 혹은 심장 질환 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다. 흔

[29,79], 장기간 복용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한 부작용은 설사, 복통, 오심과 구토가 있지만, 심각한 부작

환자에서 하제성 대장(cathartic colon)이 나타나기도 한다

용이 없어 장기간 투여가 가능하다[73].

[80,81]. 따라서 자극성 완하제는 부피형성 완하제나 삼투성
완하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변비 환자에서 사용해 볼 수

26.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만성 변비가 있는 노인 환자에

있다[79].

서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고 변비 관련 증상을 개선시
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 권고 수준: 약함
• 증거 수준: 낮음

28. 프로바이오틱스는 만성 변비 치료를 위해 다른 완하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23.1%), 대체로 동의함

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69.2%), 일부 동의함(7.7%),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 권고 수준: 약함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 증거 수준: 낮음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65세 이상 만성 변비를 가진 노인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14.8%), 대체로 동의함

환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로 다른 완하제에 비해 배

(63.0%), 일부 동의함(18.5%),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변 횟수와 대변 굳기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

(3.7%),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다[70,76].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종종 구역, 복부 팽만감, 설

프로바이오틱스의 변비 치료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을 알

사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 노인에서도

아보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

좋은 복용 순응도를 보인다.

고찰에서 Bifidobacterium latis DN-173000, Lactobacillus casei

자극성 완하제

Shirota와 Escherichia coli Nissle 1917이 배변 횟수와 대변 굳
기 호전에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82]. 프로바이오틱스의 효

27. 자극성 완하제는 부피형성 완하제와 삼투성 완하제에

과는 균주 및 용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변비 환자에서 배변 횟수와 대변

만성 변비에 대한 효과를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프

굳기를 호전시키기 위해 투여될 수 있다.

로바이오틱스는 만성 변비의 치료를 위해 다른 완하제와 함

• 권고 수준: 약함

께 사용될 수 있다.

• 증거 수준: 중등도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22.2%), 대체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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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내과학회지: 제 91 권 제 2 호 통권 제 672 호 2016 －

24 µg을 1일 2회 복용한 경우에 배변 횟수와 대변 굳기가 호

Prucalopride

전되었고, 힘주기가 감소되었다[92,93]. 부작용은 오심, 설사,
29. Prucalopride는 배변 횟수와 대변 굳기를 호전시키고

두통, 복부 팽만, 복통, 부글거림, 구토 등이다. Lubiprostone

구제약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은 전통적 완하제에 반응하지 않는 정상통과형 변비 혹은 서

• 권고 수준: 강함

행성 변비 환자에게 투약해 볼 수 있다.

• 증거 수준: 높음

Linaclotide와 담즙산 수송체 억제제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57.7%), 대체로 동의함
(42.3%),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31. Linaclotide는 전통적 완하제에 반응하지 않는 변비 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 권고 수준: 해당사항 없음

Prucalopride는 세로토닌 4형 수용체에 매우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대장 통과 시간을 빠르게 한다[15,83]. Prucalopride

• 증거 수준: 중등도

는 위약에 비해 배변 횟수, 대변 굳기를 호전시키고 구제약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7.2%), 대체로 동의함

복용 빈도를 감소시켰으며, 변비 관련 증상을 감소시켰고,

(71.4%), 일부 동의함(14.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노인 환자에서도 효과적이었으며, 효과는 18개월까지 지속

(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7.1%)

되었다[84-91]. Prucalopride는 2 mg을 1일 1회 투여하고, 65세
2

Linaclotide는 2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변비 환자의

이상, 신장 기능 저하(사구체 여과율 < 30 mL/min/1.73 m ),

자발적 완전 배변 횟수를 증가시켰다[94]. 가장 흔한 부작용

중증의 간기능 저하(Child-Pugh C)가 있는 경우는 1 mg을 1

은 설사로 대개 투약 첫 2주 이내에 발생한다[94]. Linaclotide

일 1회 투여한다. 두통, 구역, 복통, 설사 등으로 5%의 환자

와 담즙산 수송체 억제제는 아직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았으

가 투약을 중단하게 된다. 약제에 대한 과민반응, 투석을 요

나 전통적 완하제에 반응하지 않는 변비 환자에서 효과적일

하는 신장 기능 저하, 장폐쇄나 천공이 의심될 때, 심한 염증

수 있다[94].

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투약해서는 안 된다[15]. 비선택
적 세로토닌 4형 수용체 작용제와는 달리, prucalopride의 심

행동 치료 - 바이오피드백 치료

각한 심장 독성은 보고되지 않았다. Prucalopride는 전통적 완

32. 바이오피드백 치료는 배변장애형 변비의 치료에 효과

하제에 반응이 없는 만성 변비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

적이다.

으며, 투약 후 4주 이내에 효과가 없다면 재평가를 통해 투약

• 권고 수준: 강함

지속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

• 증거 수준: 높음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55.6%), 대체로 동의함

새로운 약제

(44.4%),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Lubiprostone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30. Lubiprostone은 배변 횟수와 대변 굳기를 호전시키고

바이오피드백 치료는 배변장애형 변비 환자의 부조화스런

배변 중 힘주기를 감소시킨다.

항문직장 근육과 골반 근육들을 재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배

• 권고 수준: 해당 없음

변장애형 변비 환자의 약 70% 가량에서 바이오피드백 치료

• 증거 수준: 높음

가 효과적이며, 2년 이상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지만, 단순 서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29.2%), 대체로 동의함

행성 변비 환자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95-99]. 배변장애형

(58.3%), 일부 동의함(4.2%),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변비 환자도 완하제로 치료될 수 있지만, 약제 반응에 관계없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8.3%)

이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오

Lubiprostone은 만성 변비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

피드백 치료는 대변 굳기가 더 단단할 수록, 완하제 투약 기

가를 받은 염소통로 활성제이나, 아직 국내에서의 사용은 불

간이 짧을수록, 휴식기 항문조임근 압력이 높을수록, 풍선 배

가능하다[15]. 두 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lubiprostone

출 시간이 길수록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100,101].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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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은 외 15인. 만성 기능성 변비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와 순응도가

든 수술 이외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배변 장애가 없는

요구된다.

서행성 변비 환자에서 신중하게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07].

33. 바이오피드백 치료는 안전하게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35. 수술 치료는 증상이 있는 직장류 및 직장 탈출증과 같은

있고 완하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 권고 수준: 약함

출구 폐색을 동반한 변비 환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 증거 수준: 낮음

• 권고 수준: 약함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34.6%), 대체로 동의함

• 증거 수준: 낮음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19.2%), 대체로 동의함

(65.4%),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61.6%), 일부 동의함(19.2%),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바이오피드백 치료는 이론적으로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이 없고, 적응증이 된다면 안전하게 반복적으로 시행될 수

배변 폐쇄 증후군(obstructed defecation syndrome)은 직장류,

있다. 바이오피드백 치료는 완하제 사용을 감소시키고 비용-

직장 탈출증, 직장-항문 장중첩증을 포함하는 골반 장기의 이

효과적이다[102,103].

상과 관련이 있으며, 바이오피드백을 포함한 수술 이외의 치
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항

수술 치료

문 경유 또는 질을 경유하여 직장류를 치료하는 수술 방법은
배변 폐쇄 증후군에 의한 변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나,

34. 대장 절제술은 배변 장애가 없고, 약물 치료에 반응하

수술 후 변비의 재발, 변실금,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지 않는 서행성 변비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0%까지 보고되고 있어 치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108]. 직

• 권고 수준: 약함
• 증거 수준: 낮음

장 탈출증 및 직장-항문 장중첩증에 대한 수술 치료도 수술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16.0%), 대체로 동의함

이외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도할 수
있으나,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64.0%), 일부 동의함(16.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0%)

국소 치료 - 관장 및 좌약

만성 변비에서 수술 치료에 대한 임상 대조 시험은 없으

36. 관장은 난치성 배변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일부에서

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변비 환자에서 수술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효과적이었다는 증례 보고가 있다. 만성 변비에서 수술의 유

• 권고 수준: 약함

효성에 대해 39개 논문, 1,4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 증거 수준: 낮음

에서 치료 성공률은 86% (39-100%)였다[104]. 전대장절제술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21.4%), 대체로 동의함

및 회장-직장 문합술이 난치성 변비 환자에서 가장 많이 시

(60.7%), 일부 동의함(10.7%),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술되었고 최근에는 복강경을 이용한 치료와 부분 결장 절제

(3.6%),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모르겠음(3.6%)

술 등이 시도되고 있다[104,105].
수술 치료에 앞서 내분비 및 대사 장애, 신경 장애, 근육조

관장은 수백 년 동안 물, 비눗물, 포스페이트 및 당 용액을

직 장애 및 약물에 의한 이차성 변비를 감별하기 위하여 문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비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오랜

진, 신체 검진, 혈액 검사, 대장내시경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

역사에도 불구하고, 만성 변비에서 관장의 효능에 대한 체계

배변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바륨 배변 조영술과 항문직장 내

적인 연구 결과 및 증거들은 부족하지만, 많은 임상의와 환

압 검사가 필요하며, 서행성 변비를 진단하기 위해 대장 통

자들은 급성 또는 만성 변비의 치료 또는 내시경이나 수술

과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상부위장관 운동 장애를 배제하기

동안 대장정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관장은 직장을 확장될

위하여 위 배출 검사와 소장 통과 시간 측정도 필요하다

때 관장액이 대장 점막을 자극하여 수축을 유발하여 대변을

[106]. 수술 치료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

제거한다. 관장 치료는 바이오피드백을 포함한 내과 치료에

- 125 -

－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Vol. 91, No. 2, 2016 －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변비 환자들에서 분변 매복을 예방하

여 원하는 S2-S3신경 조직에 전기적 자극을 유도하여 변비

는 데 효과적이다[109].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적 치료 방법이다. 작용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직장 감각 저하 혹은 후장 기능 장애가 있

37. 관장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고, 직장점막 손상

는 변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114].

또는 전해질 불균형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

전기자극 치료(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문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권고 수준: 약함

전기자극 치료는 바이오피드백 등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

• 증거 수준: 낮음

하지 않고, 직장 감각 저하가 있는 변비 환자의 치료에 보조

•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동의함(42.3%), 대체로 동의함

적인 치료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115].

(38.4%), 일부 동의함(15.4%),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3.9%), 모르겠음(0%)

결

론

관장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일 수 있으나, 대사 장애 혹은
천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사

최근 발표된 만성 기능성 변비의 진단과 치료 임상 진료

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특히 고장성 인산나트륨을 이용한 관

지침 개정안은 2011년 발표된 진료지침과는 달리, 다학제 참

장은 만성 신부전을 가진 노인에서 심각한 인산 신장병을 유

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였고, 진단에 관한 진료지침을 추가하

발할 수 있고, 신장 기능 장애, 전해질 불균형이 있거나 전해

였으며, 새로운 약제를 추가하고 최근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질 불균형(저칼슘 혈증, 고인산 혈증, 또는 고나트륨 혈증)의

권고 등급을 적절하게 변경하였다.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여

위험이 있거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러 대안을 제시하고, 장ㆍ단점을 요약하며, 약제를 포함하는

한다[110]. 관장에 의한 천공은 약해진 직장 벽에 관장액을

치료 방법의 선택 기준, 각 치료 방법이 선호되는 임상 상황

투여하는 기구가 접촉하여 발생하며[111], 비누 관장 역시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

직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좌약은 글리

였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개원의 및 2, 3차 의료기관

세린 같은 윤활제나 비사코딜 같은 자극성 약제 등 수십 년

의 봉직의뿐만 아니라 소화기내과, 소화기외과 및 영상의학

간 여러 형태로 만성 변비에 사용되었으며, 대변의 배출을

과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적정 진료를 위한 의사 결정에

시작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만성 변비 환자에서

도움을 주고, 전공의 및 병원 근무 인력에 대해서도 진료 원

좌약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칙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도록 하였다.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환자에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예측성을 높이고 정보
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기타 비약물적 치료

교육 및 의사 소통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실정에
맞고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진료지침 개정

천수신경 자극(sacral nerve stimulation)

안을 제공함으로써 변비의 진단 및 치료에 실제적인 도움이

천수신경 자극은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변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112]. 천수신경 자극은 외부
의 전기 자극이 세 번째 천골 구멍을 통하여 S3 천골신경에

중심 단어: 수용개발; 변비; 진단; 진료지침; 치료

전달되도록 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두 개의
이중 맹검 교차 시험을 포함한 10여 개의 연구들에서 천수신
경 자극이 변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도출되었으
나, 근거가 부족하다[113].

체외 자기자극 치료
(extracorporeal magnetic stimulation therapy)
체외 자기자극 치료는 전류가 변화하는 자기장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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