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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과민성 장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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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itable Bowel Syndrome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Ki-Hyun Ryu, M.D., Kyu-Chan Huh, M.D.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Clinicians are frequently challenged to interpret gastrointestinal symptoms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disease 
(IBD). Irritable bowel syndrome (IBS)-like symptoms are common in patients with IBD and the underlying 
mechanism is likely to be active or occult inflammation of the bowel rather than co-existing IBS. Biopsychosocial 
construct and mucosal inflammation, stress, alteration of the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and autonomic 
dysregulation are contributing factors to IBD-IBS. In particular, low-grade inflammation and immune activation are 
recent topics regarding the underlying mechanism. Some authors have claimed that inflammation could be a common 
pathophysiologic factor, in which IBS and IBD might represent the two ends of a wide spectrum of chronic 
inflammatory conditions. Mast cells, enteroendocrine cells, T cells, and B cells are main effector cells in immune 
responses. Differentiating IBS symptoms from exacerbation of IBD is important, thus preventing the use of excessive 
IBD medications, with the potential side effects, or narcotics. Medical treatments with anti-diarrheals, anti-spasmodics, 
anti-depressants, and anxiolytics can be helpful. However, abuse can lead to medication-dependency and bring about 
side effects. A healthy, balanced lifestyle, including diet and exercise, should be endorsed. (Intest Res 2010;8: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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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환
자를 리함에 있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질병의 

진행 단계  어느 치에 속하는지 알고, 히 처 

하는 것은 임상의들에게 있어 가장 요한 일이다. 
IBD 환자들의 질병 경과는 매우 다양한데 일부 환자

의 경우 자주 재발하거나 심한 증상을 동반한 만성

인 활동성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외의 

환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실제 인 활동성 염증소견

이 없이 완  해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1 

그들이 호소하는 증상 에서 활동성 염증을 변하

는 소견 이외에 기능성 장질환 시 나타나는 증상을 호

소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

성 장질환에 의한 증상을 염증성 장질환에 의한 증상

으로부터 구별하여 치료하는 것은 부신피질 호르몬

제, 면역 조 제  기타 항염증제 등 상당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약제의 과도한 투여를 일 수 있고, 환자

의 증상에 한 좀 더 합리 인 치료를 할 수 있게 해

다.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의 

원인을 기술함에 있어 임상 인 면이나 병태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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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Etiologic Factors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and Irritable Bowel Disease

Genetics (polymorphism) Related factor Immune response Gut physiology

Inflammatory Ileal CD: NOD-2 defect
30,31

Environmental changes Major innate: Secretory diarrhea 
Bowel UC/CD: IL-23 receptor,

32
Unrestrained CD4＋ T cell  Macrophage Ulcer and bleeding

Disease  TNFSF15,
33-35
 TLR4,

36
 response to enteric flora  Dendritc cell Dysmotility 

 XBP1
37

Adaptave: B & T cell Variable sensory findings

Irritable Serotonin-related protein
38-41

Psychosocial factor Major innate: Dysmotility 
Bowel α receptor protein

42
Stress  Mast cell Visceral hypersensitivity 

Syndrome IL-10
43

Low grade inflammation  Enteroendocrine cell Visceral hyperalgesia 
TNF α

44
Adaptave: B & T cell

CD, Crohn’s disease; UC, ulcerative colitis; NOD-2, nucleotide-binding oligomerization domain containing 2; IL-23, interleukin 
23; TNFSF, tumor necrosis factor (ligand) superfamily member 15; TLR4, toll-like receptor 4; XBP1, X-box binding protein 1; 
IL-10, interleukin 10; 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인 측면에서 기능 인 원인과 기질 인 원인을 명확

히 나  수 없는 부분이 있다.2 즉, IBS의 증상인 통증

과 배변장애를 가진 환자들  장내 미세염증이 동반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IBD 환자에서 찰된 

질병의 활성도에 비해 치 않은 정도의 복통과 설

사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3,4 를 들어 장  내 감염 

후 막 면역 체계의 변화와 염증으로 인해 특징 인 

IBS 증상이 발생하는 감염 후 과민성 장증후군(post- 
infectious irritable bowel syndrome, PI-IBS)이 있고, 
IBD 환자에서 장 내 염증 진행 과정과 별개로 기능

성 장질환 증상을 발생시키는 염증성 장질환 연  과

민성 장증후군(inflammatory bowel disease-irritable 
bowel syndrome, IBD-IBS)이 있다.5 PI-IBS의 경우 

1962년 Chaudhary와 Truelove6가 세균성 혹은 아메바

성 이질 이후 약 25%에서 발생한 IBS에 하여 보고

한 이후 그 근거나 이론  배경들이 계속 으로 제시

되어져 왔고,7-13 최근에는 IBD-IBS에 한 개념이 등

장하면서 심이 모아지고 있다.5,14,15 IBD 환자에서 

IBS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장 의 감염 

때문에 생기는 PI-IBS를 막을 수 없고, 둘째, 역학 으

로 IBS의 발생이 체 인구의 약 10-20%에서 가능하

며,14,15 마지막으로 해 상태의 IBD 환자에서도 막

의 미세한 염증이 스트 스 등의 자극에 의하여 

PI-IBS에서 보이는 IBS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16 IBD 환자에 있어 IBS 유사 증상의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17 1년
간 비활동성 환자에 있어서도 어도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82%에 달한다.18 장 의 기능

성 이상 증상은 질병의 활성화 , 활성화 기간동안, 
비활성화 기간  해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19,20 

자들은 그동안 IBD 환자에서 나타나는 IBS 증상에 

하여 보고된 문헌들을 검토하고 그 원인과 임상  

의의에 해 논하고자 한다.

IBD-IBS 원인

IBD-IBS는 도의 염증과 정신 사회 인 스트 스

에 의해 장 의 운동성 변화, 추와 장  사이 감각 

신호 달체계 조 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피질(Hypothalamus-pituitary-adrenal, HPA) 축 반응성 

이상으로 발생하며, 그로 인해 내장 감각의 과민성이 

발생하여 장 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1,22 IBD 환자들에 있어 장 의 감수성이 일

반인에 비해 증가되어 있는데,23 활동성 궤양성 장

염 환자들의 낮아진 감각 역치에 의한 증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다.24,25 IBS 증상을 보이는 해 상태 크론병 

환자에 있어 장의 tryptophan hydroxylase의 증가소

견은 내장감각 과민성에 한 serotonin의 역할에 한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26 이는 단독 인 IBS의 임상

 발병에 있어 serotonin의 추  역할에 근거하여 

볼 때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27

1. IBD vs. IBS; 공통  원인인자가 있는가?

Table 128,29
에서 보듯이 두 질병 모두 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유사 은 있었지만, 표 인 공통

 발병인자는 없었다. 단, 환경  요소  IBS의 발생

에 요한 역할을 하는 정신사회학  인자가 IBD의 

악화인자로써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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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ifying model for post-infectious irritable bowel syndrome (PI-IBS) and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irritable bowel syndrome (IBS). There may be a common genetic predisposition that contributes both to 

susceptibility to responses to life stress via alteration of HPA function or infection, presumably through altered 

microbiota. These factors can produce immune dysfunction and inflammation via serotonergic and/or mucosal cytokine

activation. These factors then produce the symptoms of pain and diarrhea consistent with these conditions, given that

there is a permissive (ie, activated) psychosocial environment of life stress or abuse, psychologic distress and/or poor

coping, or impaired psychologic adaptation to illness (Clin Gastroenterol Hepatol 2009;7:48-53).

CNS, central nervous system; EC, enterochromaffin; 5HT, serotonin; HPA, hypothalamus-pituitary-adrenal.

2. 생물정신사회  구조(Biopsychosocial const-

ruct)

IBD-IBS는 PI-IBS와 발병기 이 유사하여 하나의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5 기 으로는 유 학  소인과 

어린 시 부터 정신사회 환경  소인을 가진 사람에

게서 장 의 자극에 한 비정상  면역반응이 조

되지 않고 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5 이러한 구

조는 IBS와 IBD 둘 모두의 병태생리학  기 과 연

되어 HPA 축 기능이상과 막투과 기능 결함,12,46 조
되지 않은 염증반응에 의해 형성된다(Fig. 1).5,11,43,47-52

3. 도의 막 염증과 면역 활성화

최근 IBS의 발병 기 에 있어 도의 염증(low 
grade inflammation)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 막에 T림 구, 비만세포(mast 
cell), 장내분비세포(enteroendocrine cell)들의 증가를 

바탕으로 한 면역 활성화가 그 근거가 된다.7,53,54 특히, 
IBS 환자에게 있어 비만세포 침윤 증가소견이 보고되

어 왔는데, 공장,55 말단회장,56 우측 장,57 좌측 장,7 
직장

58 
등 다양한 부 에서 찰되었다. Cremon 등59

은 IBS와 미경  장염, 활동성  비활동성 궤양

성 장염 환자의 장내 염증 정도와 증상의 상 계

를 비교하 다. 비교 결과 정상 조군, IBS, 미경  

장염, 비활동성 궤양성 장염, 활동성 궤양성 장

염 순으로 장 막에 T림 구나 비만세포 등의 면

역세포 침윤이 증가하고, 면역세포 침윤양이 증가함

에 따라 장운동 이상에 의한 소화기능 변화를 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사실들은 만성 염증

이라는 범주 내에서 보았을 때 IBS와 IBD가 공통 인 

병태생리학  특징을 갖고 그 증도에 따라 연속선

의 양끝에 치하는 질병일 가능성을 제시하 다(Fig. 
2).60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Table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병인론 인 면에서 그 근거가 약하여 추가 인 

이론  보강이 필요하다.
Keohane 등61

은 변의 calprotectin이라는 막 염

증에 한 리표지자를 이용하여 IBD 환자에 있어 

IBS 양상의 증상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세염증

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에 하여 기술하 다. 즉, 
연구를 통해 IBD 환자  IBS 유사증상이 동반된 경

우 막의 염증 정도를 시사하는 calprotectin 수치가 

더욱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구조  이상

의 IBD나 기능  이상의 IBS의 개념을 구분하여 양분

론 으로 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지 하 고, 
기능  이상에 해당하는 IBS 증상이 미세염증과 연

된 구조  이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시하 다.62 
IBD 환자에 있어 염증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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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ssible immunological responses in the gut mucosa related to developing bowel disorders. In healthy controls 

there is a tolerogenic reaction towards commensal microorganisms. However, it is possible that bacterial populations 

present in some patients or a genetic predisposition, may shift the response towards an immune activation in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or to a full-blown inflammatory response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J Neuro-

gastroenterol Motil 2010;16:363-373).

습  표지자로 변 lactoferrin, calprotectin, polymor-
phonuclear neutrophil elastase (PMN-e) 등이 있으며, 
모두 염증의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63 특히 lactoferrin은 궤양성 장염에, 
calprotectin은 크론병에서 그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 C-반응성 단백보다 우수하여 활동성 

IBD와 비활동성 IBD, 혹은 IBS와 감별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IBS 환자의 장내 면역계통 활성화는 국소  항원의 

노출로 인해 시작되어 장 의 막 투과도 증가로 발

생하게 되며, PI-IBS를11,12,64 포함한 모든 IBS64
에서 

찰된다. 이는 세포간극경로의 투과도(paracellular per-
meability) 증가에 의하며, 치 이음부(tight junction) 
단백인 ZO1 (zonula occudens protein 1) 발 의 감소와 

연 이 있다.65 막장벽(mucosal barrier)의 구성물  

치 이음부는 세포간극경로의 투과도를 조 하는 역

동 인 구조물  하나이다. 특히 크론병과 같은 IBD 
환자들은 치 이음부의 구조물들이 괴되어 있어 그 

투과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66

면역세포들  비만세포의 역할이 요한데 장 의 

 층에 존재하여 장  내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며,67 
그 기능으로는 첫째, 호산구와 B림 구, T림 구 등을 

활성화시키고,68,69 둘째, 장  내에서 신경계통에 의한 

감각  운동기능을 조 하는 역할을 하며,70 셋째, 내
장 감각 과민성, 막 투과도 증가와 련되어 복통과 

배변습  변화를 일으킨다.69,71 장내분비세포는 PI- 
IBS와 련이 있어

9 다른 종류의 IBS 환자보다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2 하지만 성구는 완

히 진행한 심한 염증과 련이 있어 IBS와 같은 

도의 막 염증과는 련이 다.73,74 최근에는 과도한 

면역 활성화를 억제하여 면역 활성화 정도를 조 하

는 CD4＋CD25＋ 조  T세포(Treg) 수의 감소  기

능이상이 IBS에서 찰되는 도의 염증을 유발한다

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75 이외에도 말  액 에서

는 CD69＋ 림 구가 나타나 T세포의 기 활성화를 

돕고 활성화된 세포를 장면역조직으로 불러들이는 역

할을 하는 integrin α4β7 수용체가 나타나게 된다.53 
장 외부의 림 에서는 IgG와 α4β7의 과발 과 

CD80, CD86 발  증가를 통해 B림 구를 활성화시

키게 된다.76 결국 최근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비만

세포와 그곳에서 분비되는 모카인(chemokine), 장
내분비세포, T세포, B세포, 조  T세포 등에 의한 면

역반응이 도의 염증과 련이 있고, IBD-IBS를 포

함한 다수의 IBS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스트 스

시상하부에서의 부신 자극 호르몬 유리인자(conti-
cotrophin releasing factor, CRF) 분비는 외부의 물리 , 
정신  스트 스에 반응하여 일어나며 행동과 신경내

분비, 자율신경반응 등을 조율하는 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77-79 그  HPA 축과 교감신경계통과 같은 자

율신경계가 요한 조  회로를 이루고 있다.
흔히 IBS 환자들의 HPA 축은 정상인에 비하여 변

형되어 있어,80-82 CRF 자극83,84이나 스트 스에80 한 

호르몬 반응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일정하지 않지만 

부분의 연구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adrenocor-
ticotropic hormone, ACTH)과 cortisol의 분비가 증가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0-85 말 에서는 CRF 수용체

의 활성화를 통한 염증성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86 
이러한 상은 장  내 면역반응을 비정상 으로 활

성화시키거나,7 작스럽게 증상을 발생시키는 요인

이 되며, IBD-IBS를 포함한 다양한 아형의 모든 IBS
에서 찰된다.59 이로 인해 장  내에서 상재균의 변

화와 막의 손상  박테리아 생산물의 이동을 발생

시키게 되며, 염증의 증가와 cytokine의 분비가 결국 

내장의 과감각화를 래하게 된다.87 물론 CR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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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막에 한 향이 완 히 밝 진 것은 아니지만, 
정상인에 비하여 궤양성 장염 환자의 장 막에서 

면역 활성화된 CRF 발 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88 이는 IBD 환자의 말 에서 CRF 자체가 

면역과 염증의 조 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 다. 이에 한 증거로 CRF 길항제

의 말  투여가 IBS 증상 환자에게 HPA 축에 향을 

주지 않고도 과도하게 증가된 장 의 운동성이나 과

민성 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89

자율신경계는 뇌와 장을 연결하는 양방향 연결통로

로써 감정과 통증, 염증 등에 한 정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스트 스에 한 자율반응의 부조화가 

IBS와 IBD에서 찰된다.90 특히, 미주신경은 HPA 축
을 통한 감각신경로와 콜린성 경로를 통한 운동신경

로의 양방향 모두 항염증성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이것

의 조 기능 부 이 IBD 환자에게 IBS 증상을 발생시

키는 원인이 된다. 자율신경계 역시 성91 혹은 만성

인
92 정신  스트 스에 한 매개체로 작용하여 장

의 운동성 변화
93
와 함께 장  막의 투과도를 증

가시키고94 면역기능의 변화와 염증의 재활성화  만

성염증에도 여하게 된다.95 스트 스는 상부 장

의 운동에는 억제 인 효과를 가지지만
93,96 조 으

로 하부 장 에서는 장통과시간을 감소시키고, 장
의 수축력을 증가시켜 배변이나 설사를 유발하게 

된다.93 교감신경계통의 활성화
97 이외에도 다양한 스

트 스 인자들이 부교감계통을 함께 활성화시키게 되

며,98,99 미주신경계통을 통하여 설사 우세형 IBD 환자

에서 식후에 심장미주 자율신경 기능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85 부 한 심박동 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만성 인 질병의 악화에 있어 

요한 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 으로 심리  

응을 한 환자에게서도 찰된다.100

IBS 환자에게 있어 자율신경계는 HPA 축과 별개로 

내장감각 과민성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경로로써 

작용하게 된다.101 이처럼 원인론 인 측면에서 IBD와 

IBS가 차이가 있지만 스트 스는 병인론  측면에서 

공통의 험인자가 된다.102,103

5. 정신사회  요인

IBD와 IBS에서 보고되는 부분의 심리  장애는 

시간에 따른 질병의 진행 과정과 연 되어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스트 스에 한 

감수성이 증가되고,104,105 불안, 걱정, 우울, 부정  기

분들을 동반하게 하여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106 환자들의 질병에 한 응 략(coping 
strategies)에 따라서도 질병의 경과가 달라지는데, 개
인에 따라 정신 (불안, 우울), 사회 (회피, 포기), 생
물학 (질병의 진행) 범주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응 략에 있어서는 정서 인 면에만 을 맞추

어 응하기보다는 각각 발생하는 개별 문제에 한 

직 인 응이나, 문제해결을 해 사회  도움을 

구하는 방향의 응 방식이 만성질병의 진행을 극복

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107,108 IBD 환자들은 그들의 

재 건강상태에 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부정 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질병의 활동성 기간에는 극 인 

처보다는 회피성의 행태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질

병의 활동성  비활동성 기간의 심리  응이 다르

게 나타나게 된다.109

심리  요인이 IBD에 미치는 향에 하여는 

재까지 견해차가 있는 상태이지만 부분의 의사들은 

정신  스트 스가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110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발병에 향을 미치거

나 원인인자로 작용하지는 못하나, 질병의 증도와 

련이 있다.111 최근에는 정신  우울증이나 스트

스가 IBD의 자연 인 질병경과에 있어 체 인 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2-116 IBD 환자

에 있어 IBS 유사증상의 발생은 불안, 우울, 신체화, 
신경증  그리고 반  행복감의 정도에 의해 상

될 수 있다.117 1,000명의 IBD 환자를 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빈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의사를 찾은 횟수

가 질병의 활성도와 증상의 정도와는 무 하게 정신 

사회학 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18 생물학 인 에서 그 기 을 밝 낸 여러 연

구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정신 인 스트 스가 IBD와 

IBS에 한 다양한 정도의 악화인자로 작용한다는 사

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102,119

IBS와 IBD 증상의 감별

IBS에 의한 증상은 IBD에 의한 것과 유사하고, 그 

감별이 쉽지 않아 주의 깊은 병력 청취가 필요하다.120 
우선 IBD에 의한 복통은 주로 연속 이고 배변 등에 

의한 장 의 움직임에 의해 해소되지 않는 반면에 

IBS에 의한 경우 가끔 경련성으로 나타나며 배변 등

에 의해 해소된다. 과도한 가스와 복부 팽만감은 IBS
에서 IBD보다 흔하고, 수양성 설사는 양쪽 모두 흔하

지만 성설사의 경우에는 IBD에서 흔하다. 발열과 

오한은 IBD를 시사하는 소견이고 과도한 체 감소는 

흔히 IBD에 동반되지만 IBS 환자에서 음식물 섭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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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으로 섭취량 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구역, 구토는 흔히 IBD에서 IBS에 비해 좀 더 흔히 

찰되지만 반 로 흉통과 소화불량은 IBD보다는 IBS
와 연 되어 나타난다. C-반응성 단백과 구 침강

속도, 색소  헤마토크리트치 등의 이상소견이나 

내시경 , 상학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면 IBD의 

가능성은 비교  낮을 것이다.

치    료

1. 약물요법

만성 인 설사를 호소하는 경우 IBS에 하여 증상

에 따라 지사제나 용량 삼환계 항우울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진경제나 항콜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둘 모두 개인에 따라 한 조합을 찾아 복용하여야 

한다. 변비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섬유소나 완하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변비형 IBS 치료에 한다. 담낭 

제술이나 회장 말단 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답즙

에 의한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hole-
styramine이 효과 이다.

최근에는 IBS 발생 기 에 착안하여 장 의 민감도

를 감소시키기 한 ketotifen과 같은 비만세포 안정화

제에 한 연구가 있었고, 직장에 한 민감도와 함께 

복통을 효과 으로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1 5-ASA 제제는 PPARγ를 

통해 NFκB를 억제함으로써 항염증성 효과를 나타내

며 장 막에 흡수되어 T세포와 비만세포를 하향조

(down regulation)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IBS 환
자를 상으로 mesalazine을 이용한 연구에서 장 막 

내 비만세포의 침착을 의미 있게 감소시켰고 환자로 

하여  신 인 건강함을 느끼게 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복통과 팽만감의 호 이나 배변횟수의 변화

에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여 재는 임상 으

로 추천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122 다만 mesalazine과 

같은 5-ASA 제제 자체가 IBD 환자의 항염증제로 사

용되고 있으므로 IBD-IBS에 한 효과는 더 클 수 있

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재는 그에 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아직 임상에서의 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항염증제에 한 연구로써 prednisolone과 같

은 부신피질호르몬 제제에 한 연구도 있었으나 증

상의 유의한 호 을 보이지 못하 다.123 이외에 항우

울제나 불안완화제 등이 도움을  수 있으나 결국은 

IBS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IBD 혹은 IBS 증상 모두에서 심한 경우 반복 인 

복통으로 인하여 약물 의존도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

으며, 일부는 반복 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원하기

도 한다. 만성 인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는 마약

성 장 증후군(narcotic bowel syndrome)과 같이 구조

인 이상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의 폐색과 유

사한 소견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증상에 따라 하

게 투여약물을 조 하여야 하며, 가능한 비약물  해

결법들도 모색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2. 식이요법

실제 IBD-IBS 치료 시 임상의들은 염증 자체에만 

모든 을 맞추어 항염증제나 면역 억제제 등 약물

요법에 의존하여 식이요법의 요성을 간과하는 경향

이 있다. IBS 증상의 발생에 있어 음료를 비롯한 음식

물에 한 불내성은 요한 요소  하나이며,124-131 
IBD 환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120 지 까지 논의

된 바 로 만성 인 염증은 장 의 민감도를 증폭시

키게 되어 쉽게 작은 자극에도 설사, 복통, 복부 팽만

감, 구역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각각

의 음식물에 한 민감도는 개인간 차이가 있어 특이 

음식물에 한 반응은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수 이

다. 정확한 연 성을 알기 하여 환자로 하여  음식

과 증상에 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증상을 유발

시키는 음식물을 알아내는 것도 요하다.
IBD 환자에게는 미세융모막(brush border)의 염증

에 의한 유당 불내성의 높은 유병률로 인하여 유당이 

없는 음식을 추천해야 하고 유당 분해 우유나 유당 분

해 효소제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콩으로 만든 음식

이 그 역할을 체할 수 있다.132 활동성 IBD 환자들에

게는 지방식이가 좋으며, 이는 흡수되지 못한 지방

성분들이 장 내에서 설사와 복부 팽만감, 복통을 유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은 소장 내 강력한 분비 

유발물질로 정상인의 경우 분비된 물질을 재흡수하지

만 IBD나 IBS 환자에게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

다.133,134 섬유질 음식은 부피 형성제로 변비를 치료하

는 효과가 있으나 복부 팽만감이나 폐색증상을 호소

하는 환자에게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사용에 있어

서는 psyllium, methylcellulose, calcium carbophil 등의 

수용성 섬유질이 선호된다.135 이러한 식이요법은 쉽

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균형 잡힌 생활습   

운동요법과 함께 IBD 환자의 비약물  유지요법  

가장 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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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tential relationships between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and 

microscopic colitis (LC).

a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active mucosal 

inflammation status; r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remission status; PI-IBS, post-infectious irritable bowel

syndrome.

3. 행동치료

IBS 환자에 한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reatment)136

와 최면치료
137

는 이미 알려져 있으며, 
IBD 환자, 특히 IBS 유사증상을 동반한 경우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138 IBD 환자의 1/3 정도는 

정신과 인 치료가 요구되며, 상은 주로 질병의 진

행에 한 두려움과 불안에 한 것이다. 치료에 한 

효과는 크론병에서 더욱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139 주로 정신치료에 한 환자의 의지가 가장 요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0 IBD의 치료

로써 단독 인 약물치료보다는 행동치료와 같은 추가

인 보완, 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를 더욱 좋

게 한다.141

결    론

IBD 환자에게 기능성 장질환의 증상은 비교  흔

히 발생하여, 장 의 면역세포에 의한 염증과 함께 나

어 설명할 수 없는 공통 역이 존재한다(Fig. 3). 환
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한 정확한 단과 한 치

료가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병기를 과도하게 받아들

여 발생하는 약물의 과용을 막고, 증상의 빠른 호 을 

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은 생

물정신사회  구조와 장 막의 염증, 면역 활성화, 스
트 스, 심리  요인들이 향을 주어 발생한다. 약물

요법은 매우 유용하지만 단독으로는 투여의 한계가 

있으며, 이외에 식이요법, 생활습  변화  행동치료

를 통해 보존 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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