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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위축성 위염의 임상적 의의

성균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이  준  행

서  론

  2008년 10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 앙암등록본

부’의 국가 암 발생 통계산출 결과, 2005년도의 암 

발생 건수는 총 142,610건이었고, 체 암 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암이었다 (25,809건, 

18.1%)
1
. 그리고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폐암과 간암에 

이어서 세 번째가 암 (총 10,563건, 10만명당 

21.5건)이었다
2
. 

  암은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감염과 식

습  등의 환경 인 요인 , 자가면역성 염, 개

개인의 유 인 소인 등의 복합 인 요인에 따라

서 발생할 수 있다.
3-5

  장형 암은, 만성 염, 만성 축성 염, 장상

피화생, 이형성(dysplasia)의 순차 인 과정을 통하

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3,6

 일단 진행성 암

으로 발 되면, 조기 암이나 암성  병변 단

계에 비하여 후가 좋지 않고 사망률이 높다. 결

과 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경제  부담도 매우 크

기 때문에 암의 암성 병변에 한 연구와 

극 인 치료의 필요성이 높다.
7,8

 특히 암성 병변

들에 한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련된 환자들을 

추 리하면, 암을 보다 더 조기의 단계에서 진

단할 수가 있고 환자의 후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자들은, 암성  병변인 만성 축성 

염의 진단과 추 리에 해서 문헌 고찰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축성 염은, 정상 인 샘이 손실되어  

막이 얇아진 상태로서,
9
 창백한 회백 색조의 막

으로 보이며 막 주름이 평탄하게 얇아지고 막

하 들이 보이기도 한다. 축성 변화는 개 

각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근 부 쪽

과 유문부(pyloric antrum) 쪽의 양쪽 방향으로 

 진행하며,10 산 분비와 청 펩시노젠 농도가 

감소하고, 청 가스트린 농도는 상승하게 된다.11 

위축성 위염의 병리 진단

  축성 염과 암과의 련성은 1816년 랑

스의 Francois Broussais에 의하여 처음으로 기술된 

후 1984년 콜롬비아의 Correa에 의하여 "만성 표 

재성 염 → 축성 염 →장상피화생 →이형성 

→ 암"이라는 암까지의 다단계 발암 가설로 발

되었다.
12

 

   막의 축과 축성 염은 비슷하지만 서

로 다른 개념으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13

  

막의 축(atrophy)은 샘의 소실("loss of appro-

priate glands in a given gastric compartment")로 정

의되는데, 정상 인 샘이 소실된 부 는 세포외 

기질, 섬유모세포, 콜라젠, 장형 샘(intestinal-type 

gland) 등으로 체된다. 이에 반하여 축성 염

은 상당한 역의 축을 특징으로 하는 염(a 

type of gastrit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sig-

nificant areas of atrophy)으로 정의되며,
13

 따라서  

막의 한 부 에서 축이 있다는 것만으로 축

성 염을 진단할 수 없다. 

  염의 조직학  진단에서 가장 큰 문제

은 , 염의 특징 인 소견인 염증세포의 침윤 , 

축 , 장상피화생의 분포가 산재성이며 , 그 

증도 한 부 에 따른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다 . 따라서 특정 환자에서 염의 체 인 조

직학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일정한 로

토콜에 따라 의 각 부분에서 표 인 조직

을 얻어야 하고
14

 통일된 방식으로 해석될 필

요가 있다 . 최근 가장 리 사용되는 염의 

조직학  분석의 틀은Sydney System과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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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System이다 .
14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은 염의 정도와 H. pylori의 도에 해서는 

비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찰자간 일

치도를 보이지만 , 축과 장상피화생에 해서

는 찰자 간의 일치도가 무 낮다는 이

다 .
15 

위축성 위염의 내시경 진단

  내시경 육안소견에 따른 축성 염의 분류에

서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Kimura- 

Takemoto분류 방법이다.16 이 방법에서는 막의 

축이 있는 부 와 축이 없는 부 를 나 는 

가상의 선(atrophic border, 축경계)을 설정하고, 

그 치에 따라 open-type과 closed-type으로 나 고 

각각의 3등분하여 축성 염을 도합 6단계로 나

고 있다. 축성 염의 내시경  진단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은 어디까지가 축이고 어디까지

가 정상인지에 한 나름 로의 기 을 가져야 한

다는 이다. 내시경 육안소견만으로 인 

축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축성 염을 남

발한다면 암의 고 험군과 험군의 분간을 

한 내시경 소견의 요성이 히 떨어질 것이

기 때문이다. 를 들어, 16세 여자환자의 내시경 

소견에서 축성 염이라는 결론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환자에서 조직학 으로 검증

된 축성 염은 매우 드물다.

화생성 위염의 병리 진단

  장상피화생은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어  

막의 정상 인 구조물들이 괴된 상태에서 그 자

리가 소장이나 장의 막과 유사한 세포들로 바

는 상을 말한다. 장상피화생은 여러 조직학  

변형이 있으므로 그 분류법이 매우 다양하지만, 

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Jass와 Filipe의 분류

법이다.17 이 분류법에 의하면 brush border가 있고 

sialomucin을 분비하는 배세포가 많으면 1형, brush 

border가 없고 sulfomucin이 거의 없으면서 sialomu-

cin이 있으면 2형, brush border가 없고 다량의 sul-

fomucin이 있으면 3형이다. 1형 장상피화생에서는 

암발생 험이 뚜렷하게 증가되지 않는 반면, 3

형 장상피화생은 명확한 암성 병변으로 간주되

고 있다.
18

 그러나 면역형  염색에 따른 장상피화

생의 아형분류는 검사방법과 독법이 복잡하고 

표 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 후에 한 데이

터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연구 상으로만 이용되

고 있으며 임상에서 일반 인 환자의 진료에 사용

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화생성 위염의 내시경 진단

  내시경 검사상 특징 인 소견을 나타내는 장

상피화생은 일반 으로 정부 유문륜으로부터 회

백 색조의 평편 융기가 시작되어 체부 방향으로 

뻗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메틸  블루로 염색

하지 않아도 진단이 가능하나, 편평형이나 함몰형

은 염색을 하지 않고는 알아보기 어렵다. 내시경 

육안소견에서 장상피화생의 소견이 하면 화생

성 염의 진단을 붙이기도 하지만, Sydney classi-

fication에서는 장상피화생을 축성 염에 동반되

는 이차 인 변화로 간주하여 화생성 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메틸  블루를 사용한 확 내시경 검

사에 의한 장상피화생 진단법이 보고되었다.19, 20 

이들의 연구방법을 보면, 1% 메틸  블루를  

막에 뿌린 후에 염색 유무에 따라서 크게 세 군으

로 상자들을 나 었으며, 막의 색깔변화가 없

고 규칙 인 막 양상을 보이면 1군(non-meta-

plastic, non-dysplastic), 란색으로 막이 염색되고 

규칙 인 막 양상을 보이면 2군(metaplastic), 분명

한 색깔 변화가 없고 분명한 막 양상도 안 보이

면 3군(dysplastic)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막 pit

의 양상에 따라서 10개의 아형으로 다시 나 었다. 

연구자들은 결과를 병리학 인 조직 소견과 비교

분석하 는데, 색소를 사용한 확 내시경의 진단 

정확도가 82%로 우수하 고, 찰자 간의 일치도

도 상당히 높았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 연구의 

단 으로 내시경 검사의 시술시간이 길어지고 내

시경실의 업무부담이 크게 많아지게 되므로, 임상

연구로서는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진료 장

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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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와 위축성 위염 및 화생성 

위염과의 관련성

  만성 인 H. pylori 감염이 막의 축과 장

상피화생을 가져오고 결국 암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다.21 그러나 H. pylori 감염의 치

료가 축성 변화와 장상피화생을 개선시키는가에 

한 연구들은 여 히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 주제에 하여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발

표된 34개의 연구를 검토해보면, 축성 변화의 경

우 호 된다는 논문이 18개 (52.9%), 변화가 없다

는 논문이 15개 (44.1%) 으며 장상피화생의 경우 

호 된다는 논문이 6개 (17.6%), 변화가 없다는 논

문이 27개(79.4%) 다.21 따라서 아직까지는 H. py-

lori 제균치료가 암의 암성 병변인 장상피화생

을 개선시킨다는 증거는 미약한 실정이고 축성

변화에 해서는 추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와 련하여 H. pylori 제균이 암발생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국에서 1,630명을 7.5년

간 추 찰한 Wong 등의 보고가 심을 끌고 있

다.22 이들은 체 상환자에서는 제균치료에 따

른 암의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으나, 축성 염

이나 장상피화생과 같은 암성 병변이 없었던 일

부분의 환자에서는 제균치료가 암의 발생을 감

소시키는 결과를 보 다고 보고하 다. 지 까지

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point of no return"

이 어디인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H. pylori 감염을 

비교  기에 치료하면 암의 발생을 감소시키

고 일부 암성 병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위축성 위염과

화생성 위염의 빈도

  건강검진 수진자를 상으로 조사한 축성 

염과 장상피화생의 우리나라의 빈도를 보면, 1999

년 성 등이 9,137명의 상자 에서 만성 축성 

염은 6.43%, 장상피화생은 1.55%라고 보고하

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23,24 권 등은 720명의 건강검진 수진자 에

서 육안  소견상 장상피화생의 빈도는 55명

(7.6%)이라고 하 으나 이 에서 63.7%만이 조직

학 으로 확진되었다.
25,26

 그리고, 26명에서 시행한 

메틸  블루 색소내시경은 14명에서 양성이었고 

이들 모두는 조직학 으로 장상피화생이 확진되었

다(민감도 82.4%, 특이도 100%).

   2008년에 건강한 일반 사람을 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의 연구보고를 살펴보면, 농 지역인 경

기도 양평군의 일반 주민을 연구 상으로 했는데, 

2,161명의 체 코호트 상자 에 내시경검사를 

자발 으로 참여한 713명을 최종 상자로 하 으

며, 내시경검사시 생검은 정부, 하체부, 체부, 

상체부에서 1∼4개의 막조직에서 시행하

다.
27,28

 결과는, 만성 축성 염 유병율은 40.1%, 

장상피화생은 37.0%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

과를 ‘2005년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인구구

성을 표 인구로 하여 보정한 ‘연령 표 화 유병

율’은 축성 염은 남자 29.8%, 여자 28.7%이고, 

장상피화생은 남자 26.2%, 여자 24.2%라고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의 문제 은, 평소 장에 이상

증상을 느 었던 사람들이 내시경검사에 극 으

로 더 참여를 함으로써 선택편견이 개입되었을 가

능성이 있고, 조직학 으로 확진된 장상피화생의 

증례에 비하여 만성 축성 염의 진단은 내시경

인 육안진단으로만 하여서 실제 유병율과 차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에

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을 

상으로 한 코호트 심의 우리나라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축성 위염과 화생성 위염 환자의 추적관리

  증상이 없는 40세 이상 성인에서 암 조기 발

견을 한 우리나라의 ‘참고사항(국립암센터, 한

암학회)’을 보면, 2년에 한번씩 내시경검사 혹

은 상부 장  촬 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 험

군(장상피화생, 축성 염)에 속한 사람은 담당

의사의 단에 따라 검사 간격을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 험군으로 축성 

염과 화생성 염을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한다면 

검사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

하지 않다. 

  비록 연구 상자 수는 었지만, 체부 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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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환자에 한 첫번째 follow-up(내시경  조

직검사)을 2년째(n=22)와 4년째(n=20)에 각각 시행

했을 때 모두 악화소견이 없어서 4년 이내에는 검

사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보고
29
가 있어서 흔히 임

상에서 권유되는 6개월에 한번씩 follow-up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축성 염의 경우, 장형 암 발생의 상

 험도는 6배 정도 되고
30

, 장상피화생의 암 

발생에 한 상  험도는 약 10∼20배 정도 되

며
30,31

, 만성 축성 염과 장상피화생은 부분의 

암 환자에서 발견된다고는 하지만, 만성 축성 

염과 장상피화생 자체는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찰되는 병변으로서 암과 련이 없는 다른 질

환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즉, 이들이 직 으로 

암으로 발생하게 하는지의 ‘ 측 인자’로서의 가

치는 아직 분명치 않다.

  따라서, 암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도 이 

병변을 가진 모든 환자를 상으로 암 발견을 

하여 지속 이며 철 한 내시경 검사  조직검

사를 하는 것은 큰 이득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32

 특히 장상피화생에 련한 내시경상의 분

포에 한 진단이 상 으로 어렵고 어느 곳에 

암 발생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선

별검사에 제한 이 있고, 낮은 민감도와 높은 가

격, 여러 곳에서 생검을 해야하는  등이 문제이

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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