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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dache and gastric dysmotility i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epsia by using electrogastrogram and bowel sounds analysis.

Methods : 127 patients(male 40, female 87) with functional dyspepsia were enrolled. By using inquiry and the questionnaire,
we examined whether each patient had headache and abdominal pain. All patien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according to the
above symptoms. Gastric motility was measured during the fasting-postprandial state by using electrogastrogram and bowel
sounds analysis.

Results : 33 patients complained of headach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eadache patients and
non-headache patients in gastric arrhythmia of the fasting state. Moreover, in headache patients without abdominal pain,
postprandial improvement of gastric arrhythmia was poorer than the other groups. So, headache patients without abnormal
pain had more severe gastric myoelectrical rhythm disorder than headache patients with abdominal pain.

Conclusion : Headache could be one of symptoms induced by gastric dysmotility i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epsia.
Especially, headache in functional dyspepsia was related to gastric arrhythmia.

Key words : Functional Dyspepsia, Headache, Gastric dysmotility, Electrogastrogram, Bowel sounds Analysis.

Ⅰ. 緖 論

두통은 두부의 통증 및 불쾌한 느낌
1
을 말하며,

許
2
는 병인병리 및 임상양상에 따라 正頭痛, 偏頭

痛, 風寒頭痛, 濕熱頭痛, 厥逆頭痛, 痰厥頭痛, 氣厥

頭痛, 熱厥頭痛, 濕厥頭痛, 眞頭痛 등으로 분류하였

다. 이중 痰厥頭痛은 소화기 증상과 관련한 두통으

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半夏白朮天麻湯

등을 비롯한 여러 처방들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의 병태생리에 대한 기전적 설명은 아직 불명

확하다.

최근,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두통 및 편두통 환자

에서 소화불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3,4,5, 당뇨병성 위마비 환자에서 두통과 위 운동성

장애의 연관성6이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두통과 위 운동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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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이것

이 확인된 바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Rome criteria Ⅲ에 따라 6

개월 이전 시작되어 현재까지 12주 이상 지속되는

식후 팽만감, 조기 만복감, 심와통, 심와부 작열감

을 하나 이상 동반하고, 상부 내시경 및 기본 검사

에서 이러한 증상의 기질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 진단되며
7
, 이 질환의 병태생리는 아직도 불분

명하여 위산 분비 과다, 위식도 역류, 정신 사회적

인 요인, H. Pylori의 감염, 내장 지각 신경의 과민,

위장관 운동성 장애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

고 있으나, 핵심병리는 위 운동성 장애이다
8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

자에서 두통 증상을 동반하는 빈도를 조사하고, 이

것이 위 운동성 장애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평활근의 전기적 활성과 위 미주신경 활

성 및 위 유문부 기능 측정을 했던 바, 유의한 지

견을 얻어서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對象 및 方法

1. 대 상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2개

월 동안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대학교 한의

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했던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통은 문진과 간단한

설문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환자 자신의 평가에

의해 두통 증상이 위장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

하는 것만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환자군은 두통군

(HP group, 복통 없이 두통만을 가지고 있는 집

단), 복통군(AP group, 두통 없이 복통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 두복통군(HA group, 두통과 복통을

동시에 호소하는 집단), 무통증군(NP group, 두통

및 복통을 전혀 호소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되

었다. 대상군 중에서 과민성 장 증후군 및 과거 내

시경 검사에서 위점막의 미란, 궤양, 역류성 식도

염의 병력이 있는 자, 위절제자, 소화불량증을 유

발하는 기타 소화기 환자,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상복하고 있는 자 및 2차성 두통, 뇌신경 관련 두

통, 안면관련 두통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미리 제외

되었다.

2. 방 법

1) 위 평활근의 전기적 활성 측정
9

위 평활근의 전기적 활성 측정은 위전도를 사용

하였다. 먼저 전극부착부위의 피부저항을 감소시키

기 위하여 70% 알코올 솜으로 피부가 약간 홍조가

되도록 문질렀다. 그 다음 전극크림이 채워진 3개

의 silver-silver chloride EGG electrode를 복부위에

부착시켰다. electrode 1은 배꼽과 검상돌기 중간부

에, electrode 2는 1 번 전극에서 45도 좌측상방

5cm와늑골하연 1cm교차점에, electrode 3은 reference

electrode로 좌측 계륵부 하단에 각각 배치되었다.

Electrode로 들어온 signal은 polygraphy(Grass;

cutoff filter frequency, high 0.5Hz, low 0.01Hz)에서

증폭되었고 sampling rate 1Hz의 A/D converter

(PowerLab)를 통해 Macintosh와 IBM computer에

동시에 저장되었다. 위전도 data 중 motion artifact

는 시각조사에 의하여 미리 제거되었다. 이 정선된

data를 computerized spectral analysis, adaptive

running spectral analysis 그리고 statistical analysis

를 할 수 있는 program에 넣어 위 서파의 규칙성

을 구하였다. 서파의 규칙성은 Normogastria,

Tarchygastria, Bradygastria, Arrythmia의 비율로

평가하였으며, 주주파수의 Amplitude는 파워값(dB)

으로 나타내었다. 주주파수의 peak가 2.0-4.0cpm 범

위에 있을 때는 위정상맥(Normogastria), 4.0-9.0cpm

범위에 있을 때는 위빈맥(Tachygastria), 0.5-2.0cpm

범위에 있을 때는 위서맥(Bradygastria), 주주파수

의 peak가 0.5-9.0cpm 범위에서 관찰되지 않을 때

는 위부정맥(Arrythmia)으로 정의되었다.

대상자는 위전도 검사를 시행하기 전,10시간 이

상의 금식을 유지하였다. 측정은 오전 조용하고 약

간 어두운 실내 침상에 누워서 실시되었으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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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 대상자는 불필요하게 움직이거나 과도

한 심호흡 및 수면을 취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 받

았다. 전극부착 10분이 지난 다음, 대상자의 공복

15분과 고형식 시험식사(토스트 2장, 삶은 계란 2

개, 오렌지 쥬스 180ml, 380kcal)을 10분 내로 섭취

케 한 후 40분 동안 위 전기적 활성이 기록되었다.

2) 위 미주신경 활성 및 위 유문부 기능 측정
10

위 미주신경 활성 및 위 유문부 기능 측정은 장

음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간기하면 아래와 같

다. 먼저, 전자청진기(ES-120, Jac Instrument Co,

CA, USA)를 自作한 고정기와 electrocardiography

adhesive tape를 사용하여 우측 하복부에 부착시켰

다. 청진기의 analogue signal은 입체변환장치를 통

해 하나는 polygraph(Grass
Ⓡ
, Grass Technologies,

An Astro-Med, Inc., RI, USA; cutoff frequency,

low 100Hz, high 1000Hz)에 보내져 증폭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녹음기(Voice it VTR, Voice

it Worldwide, Inc., CA, USA; sampling rate,

8000Hz)로 보내졌다.

Polygraph에 보내진 신호는 sampling rate 1000Hz

의 analogue-digital 변환기(PowerLab)를통해Macintosh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Bowel sounds level은디지털소

음계(SL-4001, Lutron Electronics Co., Inc., Taiwan)

에서 제공되는 1000Hz의 94dB를 analogue-digital

변환기 내의 1.30 volt sine wave로 전환시킨 다음,

이 값에 기준해서 volt값으로 계산되었다. Data를

분석하기 전에 sound signal 중 motion artifact에

의한 것은 시각적으로 제거되었고 주파수가 150～

450 Hz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100mV 미만

인 것은 잡음으로 간주하였다. 이 모든 작업은 주파수

분석 프로그램(Chart
™
, version 5.1, ADInstruments

Co., CO, USA)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이렇게 잡음

이 제거된 sound signal이 본 연구의 평가 자료로

사용되었다.

한편,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signal 중 motion

artifact에 의한 것은 Chart
™

프로그램에 나타난 시

각 data와 재생된 소리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제거

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signal이 IBM 컴퓨터로 보

내졌고 장음 분석 프로그램(EnteroTach, version

4.0, Western Research, AZ, USA)에 의해 측정된

시간 중에서 장음이 차지하는 비율(% of bowel

sounds, %BS; %)로써 위 미주신경 활성을 평가했

고, 장음의 주주파수(dominant frequency, DF;

Hz), 장음 주주파수의 식후/식전 비율(dominant

frequency ratio)로 위 유문부 기능을 평가하였다.

3.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mean ± S.D.로 나타내었고, 유의성 검

정은 Kruskal-Wallis test(사후검정은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를 이용하였으며 p<0.05이하

인 경우 유의성이 있다고 하였다.

Ⅲ. 結 果

1. 연구 집단의 특성

전체 환자의 평균 나이는 39.9±15.4세였으며, 남

자는 40명(31.5%), 여자는 87명(68.5%)으로 여성

이 약 2배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두통을 호소했

던 환자는 33명으로 전체의 26.0%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자는 9명(27.7%), 여자는 24(72.3%)명이

었다(Table 1).

Headache 33(26.0%)
Male 9(27.3%)

Female 24(72.7%)

Non-Headache 94(74.0%)

Total 127

Table 1. Occurrence rate of headache i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epsia.

2. 위 평활근의 전기적 활성도의 차이

식전 위 부정맥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p<0.05)

두통군(6.96±8.5)과 두복통군(6.92±6.71)이 복통군

(2.41±4.33)에 비해서 높은 비율의 식전 위 부정맥

을 보였다. 두통군에서 식전후의 위부정맥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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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96±8.5%→4.35±10.69%, 복통군에서는 2.41±

4.33%→1.52±2.73%, 두복통군에서는 6.92±6.71%→

1.74±2.37%, 무통증군에서는 5.38±9.81%→1.74±2.77%

로 나타나 두통군에서 식후 위 부정맥의 개선이

다른 군에 비하여 적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 외 지표는 Table 2에

기재하였으나, 각 군 간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대상군 모두는 식전, 식후의 비정상적인 위 평

활근의 전기적 활성 장애를 보였다(Table 2).

Group

Fasting

D.F.(cpm)
Regularity(%)

D.P.(dB)
Normo-gastria Brady-gastria Tachy-gastria Ar-rhythmia

HP 9.42±6.99 69.77±22.08 4.28±5.70 18.98±15.44 6.96±8.59 26.97±3.76

AP 7.61±6.16 72.85±21.59 3.49±6.25 21.26±17.88 2.41±4.33 26.38±3.52

HA 7.79±6.34 69.90±18.18 6.62±8.23 16.57±12.69 6.92±6.71 25.02±3.77

NP 5.74±4.86 70.70±22.60 4.06±6.03 19.86±16.29 5.38±9.81 26.34±3.65

p value 0.195 0.922 0.473 0.913 0.045* 0.440

Postprandial

D.F.(cpm)
Regularity(%)

D.P.(dB)
Normo-gastria Brady-gastria Tachy-gastria Ar-rhythmia

5.55±4.87 68.55±22.07 4.69±5.66 22.41±13.59 4.35±10.69 25.83±4.78

4.98±4.45 75.51±19.90 3.53±5.08 19.44±15.23 1.52±2.73 26.30±4.70

4.82±3.58 72.22±19.65 3.65±3.86 22.39±16.65 1.74±2.37 25.40±4.34

5.04±4.34 98.37±19.28 2.95±4.49 16.93±16.09 1.74±2.77 26.60±4.60

0.771 0.251 0.502 0.334 0.750 0.893
All data is given as mean±S.D.
HP : Headache group
AP : Abdominal pain group
HA : Headache and abdominal pain group
NP : Non-pain group
p value was obtained by Kruskal-Wallis test.
D.F. : Dominant Frequency
D.P. : Dominant Power

Table 2. Comparison of EGG parameters between fasting and postprandial in four groups of dyspeptic
patients.

3. 위 미주신경 활성 및 위 유문부 기능의 차이

식전후의 %BS에서 두통군은 4.32±3.76→7.81±4.95

로, 복통군은 4.50±2.82→8.28±5.41로, 두복통군은

3.01±3.14→6.53±6.62, 무통군은 4.35±3.01→8.58±6.00

로 기록되었다. 식후/식전의 주주파수 비율은 두통

군은 1.02±0.13, 복통군은 1.05±0.11, 두복통군은

0.99±0.07, 무통군은 1.04±0.10로 기록되어 장음 지

표에서는 각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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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S Dominant Frequency(Hz)

Fasting Postprandial Fasting Postprandial Postprandial/Fasting ratio

HP 4.32±3.76 7.81±4.95 402.0±46.74 407.0±42.98 1.02±0.13

AP 4.50±2.82 8.28±5.41 377.9±43.13 396.0±42.88 1.05±0.11

HA 3.01±3.14 6.53±6.62 395.4±28.42 391.7±38.70 0.99±0.07

NP 4.35±3.01 8.58±6.00 385.1±34.86 397.3±40.72 1.04±0.10

p-value 0.249 0.444 0.158 0.717 0.215
All data is mean±S.D.
HP : Headache group
AP : Abdominal pain group
HA : Headache and abdominal pain group
NP : Non-pain group
p value was obtained by Kruskal-Wallis test.
%BS : Bowel sounds

Table 3. Comparison of bowel sounds parameters between fasting and postprandial in four groups of
dyspept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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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위 미주신경 활성 및 유문부 기능을 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의 26%에서 두통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환자의 두통 발생

기전이 위 운동성 장애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기능성 소화불량증(Functional dyspepsia, FD)

은 한의학적으로 飮食傷또는 內傷轉變症에 속하고
11, 식후 만복감, 조기 포만감, 상복부의 동통이나

작열감이 6개월 이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12주 이

상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진단된다7. 이것의 병태 생리는 아직도

불분명하며, 위산 분비 과다, 위식도 역류, 정신 사

회적인 요인, H. pylori의 감염, 내장 지각 신경의

과민, 위장관 운동성 장애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핵심병리는 위 운동성 장애로써8,

위배출 지연 또는 가속, 위 저부의 식후 수용 장애,

위 근위부의 비정상적인 수축, 위 평활근의 전기적

활성 장애, 유문-십이지장의 조절 장애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12.

許1는 '脾胃虛弱 痰厥頭痛'이라고 하였는데, 이

기록은 소화기 기능과 두통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했었다는 문헌적 근거가 되며, 이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 역학 조사와 위 운동성의

평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김13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방병원에 내원한 두통 환자의 21.4%에서

소화불량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일

의 한 연구에서는 편두통 환자의 위장관계 증상을

조사한 바,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편두통 환자

군에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빈도가 37.5%로 유의

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다3. 그동안 위장장애는 편

두통의 전조증상 증 하나로 알려져 왔으나, 전조가

없는 편두통 환자에게 시행한 실험에서도 위배출

지연이 나타났다는 점14,15에서 두통 발현에 위 운동

성 장애가 관여하고, 위장 장애가 편두통 발현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다16. 또한 당뇨병성 위마비 의 경우, 주기적인

구토 패턴을 보이는 환자는 두통을 일으키는 빈도

가 더 높고, 낮은 위배출능과 비정상적인 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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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
. 하지만, 두통 발

현과 위 운동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위 운동성 평가는 위전도 및 장음 분

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위전도는 서파의 활동상을

측정하여 위 평활근의 전기적 활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평가지표로 주주파수의 규칙성과 주주파

수의 Amplitude값을 사용한다
17
.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위 평활근의 전기적 활성 장애(Fig. 1.)는 저자

의 이전 보고
18
와 유사하였으며, 유의성은 식전 위

부정맥에서 나타났다. 두통군은 식전과 비교해서

식후의 위부정맥 비율 감소가 현저하지 않았고, 복

통을 호소한 두 군과 무통군에서는 식후 위부정맥

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식전후

의 규칙성의 비교에서도 두통군이 비두통군보다

더 나쁘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본

연구의 유의성이 위부정맥에서 나타났고 위부정맥

의 감소패턴이 위부정맥과 복통과의 관련성을 보

고한 유
18
의 결과와 상당히 비슷하였다는 것이다.

유
18
는 치료 전 무통이었으나, 치료 도중 복통을 호

소한 군에서는 식후 위부정맥 비율 감소가 뚜렷하

지 않았으나, 무복통군은 오히려 식후에 정상치 이

하로 내려갔으며, 처음부터 통증을 호소한 환자도

식후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여, 위부정맥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통증 및 내장감각의 역치

의 상승과 연관됨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의 두통군과 유
18
가 보고한 치료 도중 복통

을 호소한 군의 식전 후 위부정맥 변화가 비슷하

였다는 것으로서, 물론 이 경우와 관련한 상관성이

직접 조사된 바는 없지만, 이것은 기능성 소화불량

증 환자의 두통과 복통의 병태생리기전이 동일함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위 부정맥은 주주파

수의 peak가 0.5～9cpm의 범위에서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것이 발생되는 기전과

위 평활근의 전기적 활성과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

향은 알려진 바 없다.

장음 검사는 위 미주신경활성 및 위 유문부 기

능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어
9
, 이에 따라 위배출능

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 가능하다. 장음 검사는 식

전, 식후 주주파수의 비율과 식후 %BS로 위 운동

성을 평가하는데, 건강인은 식후에 %BS가 6%이

상이고 장음의 주주파수가 일정 정도 증가하는 반

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는 %BS가 6%미만이

고 장음 주주파수의 식후/식전 비율이 정상군에

비하여 낮게 나타는데, 이는 위배출 지연을 반영한

다
19
. 본 연구의 그룹 간 비교에서는 유의성이 없었

으나, 이들 환자의 data를 구분하여 처리해 보면

(미발표자료임), 두통군과 비두통군 사이에는 유의

성이 확인되었는데, 전조가 없는 편두통 환자에서

지연성 위배출을 보이는 빈도가 높다는 결과
14,15

와

동일하게,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위배출능 저하를

시사하는 장음 주주파수의 식후/식전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EGG parameters Fasting Postprandial

Dominant frequency(cpm) 18.87 21.21

Regularity
(%)

Normogastria 46.47 64.71

Bradygastria 0.00 0.00

Tarchygastria 40.00 26.47

Arrythmia 13.33 8.82

Dominant power(dB) 32.10 28.79

Fig. 1. Typical case of a 46year old female patient
complained of severe headache and dyspepsia.

Upper panel indicates the gastric myoelectrical
activity through EGG. Lower panel presents the
EGG data analysed from the upper raw data.

미주신경은 위 운동성을 조절하는 고위중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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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위배출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주신경의 기능

저하는 위 수축력을 약화시켜서 위배출 감소를 유

발한다
20
. 또한 미주신경의 장애는 지속적으로 구

심성 경로를 자극하여 두통 발현에도 관여하는데,

이 기전을 내장자율신경 연관통으로 설명하고 있

다
21
. 기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구심성 교감신경의

내장 감각에 대하여 해당 신경절 체표 부위에 연

관통을 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교감 신경 역

시 신경절이 위치한 craniofacial 부위와 sacral 부위

에 연관통을 유발하며, 특히 위장관계의 내장 감각은

미주신경의 구심성 경로를 경유하여 Trigeminocervical

complex와 연관된 craniofacial 부위에 부교감신경과

관련한 연관통이 생기게 하고
21
, 내장 감각이 지속적

으로 작용하면 중추성 과민반응(Central sensitization)

을 유발하여
22,23
, 작은 자극에도 높은 반응성을 보

이거나, 혹은 넓은 부위에 반응성을 나타나게 한다

는 것이다
24
. 이와 같이, 부교감신경의 구심성 경로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두부 및 안면부의 통증을 '

부교감성 연관통'이라 하기도 한다
21
. 이 연관통 형

성의 기전에 본 연구의 결과를 결부시켜서 추론해

보면, 위부정맥과 관련된 인자가 자극원의 역할을

하여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각각 자극해서 두

통과 복통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가설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되며, 이 밖의 원인으로 음식 알레르기
25,26
, 두통과

소화불량에 동시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3,27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치 않다.

요약 정리하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가 두통

을 동반하게 되는 병태생리에 대하여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위 운동성 장애가

관여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향후 이와 관련

한 연구를 통하여, 두통과 위 운동성의 병태생리기

전에 대해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結 論

한방병원에 내원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26%에서 두통을 동반하였으며, 두통은 위 운동성

장애에 의한 증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자료

는 痰厥頭痛을 이해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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