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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암성 병변인 위선종의 자연 경과와 치료 전략
최수인, 박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The Natural History and Treatment Strategy of Gastric Adenoma as a Pre-cancerous Lesion
Soo In Choi, Jun Chul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e concept and pathological diagnostic criteria of gastric adenoma (dysplasia) differ between Western countries and Japan, and
discrepancies between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s before and after endoscopic resection may occur. Therefore, the natural history of adenoma should be interpreted and the treatment strategy of adenoma established. It is recommended that endoscopic resection be performed for high-grade dysplasia due to the potential higher risk of progression to carcinoma. For low-grade dysplasia,
the risk of malignant transformation is relatively low. However, resection is considered the first approach for the purpose of diagnosis and treatment. If resection is not feasible, the alternative may be to use argon plasma coagulation for selected lesions that are
less likely to be malignant. When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s detected, eradication therapy is recommended to reduce the risk
of metachronous lesions. Post-resection follow-up should be performed within 1 year to detect synchronous lesions and then follow-up endoscopy at 1 or 2-year intervals may be considered for metachronous lesion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8;18: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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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가암등록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꾸준히 국내 암
유병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 생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는 국가 암검진사업과 소화기내
시경 검사의 보편화, 국민의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서 적극적인 검사로 수검률이 올라가고 조기 위암의 발견과 치
료가 늘어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기 위암의 발견과 더
불어 위선종의 진단 역시 늘어나고 있다.
위선종은 이형성 상피로 이루어진 병변으로, 위 위축과 장상
피화생이 저도 혹은 고도 이형성을 거쳐 선암으로 진행한다는
Correa2의 가설을 통해 이형성은 전암 병변으로 인정되어 왔
다. 하지만 이전부터 위선종에 대한 동서양의 개념이 조금씩 다
르고, 위암과 위이형성에 대한 병리 진단 기준과 등급 분류가
서구 여러 나라들과 일본 사이에 차이가 있어 왔기 때문에, 기
존 위선종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해석에 혼란이 있고 위선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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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합된 치료 방침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변화를 거듭해온 위선종에 대한 병리학적 분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까지 보고된 선종의 자연 경과와 선
종의 절제 후 병리 진단에 차이를 보인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선종의 치료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위선종과 위이형성증의 개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형성 상피세포가 관찰되는 병변은
융기형, 함몰형, 평탄형 등 외부 모양에 상관 없이 위선종으로
진단하여 왔다.3 반면 서양에서는 이형성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병변 중 편평하거나, 용종양 모양 또는 약간 함몰된 모양의 성
장 패턴을 보이면서 내시경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병변은 이형
성으로 분류하고, 내시경적으로 경계가 분명한, 표면으로부터
돌출된 병변은 선종으로 따로 분류하였다.4 따라서 서양에서 말
하는 선종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선종 개념보다 협소한 범주의
개념이며 전암 병변으로서의 치료를 논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형성을 가진 병변을 모두 포함하여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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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선종의 자연 경과
위선종의 치료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선종이 위선암으로
진행되는 기간이나 빈도 등 위선종의 자연 경과에 대해 다룬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
년간 주로 서양에서 보고된 위이형성의 자연 경과 추적에 대한
논문들에서는 저도 이형성의 0∼23%에서 암 발생을 보고하였
5-8
고, 고도 이형성의 경우 20∼81%의 암 발생을 보고하였다.
9
2003년 Rugge 등 의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90명의 저도 이형
성과 16명의 고도 이형성을 12개월 이상 추적했을 때 저도 이
형성의 53.3%는 사라지고, 6.6%는 고도 이형성으로, 8.8%는
암으로 진행하였으며, 고도 이형성은 68.8%가 암으로 진행하였
10
고, 6.2%는 변화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2004년 Yamada 등
이 발표한 일본 연구에서는 48개의 이형성을 추적한 결과 저도
이형성의 97%는 변화가 없었고, 1개 병변은 17.6년 후 고도 이
형성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0개의 고도 이형성 중 9
개는 변화가 없었고 1개는 4.6년 후 암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2008년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는 2,968명의 저도 이형성과 367명의 고도 이형성을 추적하였
을 때 저도 혹은 중등도 이형성의 10년 암 발생률은 3.9%, 고
11
12
도 이형성은 32.7%였음을 보고하였다. Song 등 이 발표한
2015년 스웨덴 대규모 연구에서는 2,086명의 이형성 환자를
평균 10년 추적하여 20년 내 암 누적 발생률을 약 5.3%로 보

Fig. 1. Pathological outcome of gastric intraepithelial dys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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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고, 이형성의 암 발생 위험비를 10.9로 제시하였다. 우리
13
나라에서 Park 등 이 발표한 2008년 논문에서는 26개의 저도
이형성 병변을 66개월의 중앙값으로 추적했을 때 저도 이형성
중 11.5%가 암으로 진행하였으며 15.4%는 고도 이형성으로 진
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2016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서는 141명의 저도 이형성과 44명의 고도 이형성 환자를 중앙
값 6.1년으로 추적했을 때 저도 이형성은 1년 이내 3.5%, 1년
이후 4.3%에서 암 발생을 보였고, 고도 이형성은 1년 이내
14
59.1%, 1년 이후 4.5%에서 암 발생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고도 이형성은 위암으로
의 높은 진행률(10∼81%)을 보이고 저도 이형성은 위암으로의
비교적 낮은 진행률(0∼23%)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
하지만 저도 및 고도 이형성의 위암으로의 진행률은 각 연구들
간 넓은 편차를 보여 이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이형성의 암 진행률에
대한 연구 간 넓은 편차의 원인으로 가능한 요인에 대해 생각
해보면 추적 기간, 연구에 참여한 모집단 수 등 연구 디자인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 위암 및 위이형성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
기준이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 겸자 생검 조직이 실제
병변 조직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종의 자연 경과에 대한 보고들을 명확하게 해석하
기 위해서는 위암 및 위이형성에 대한 정의와 등급 분류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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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논란이 있어 왔는지, 그리고 병변의 겸자 생검 조직과 절제
조직 사이 병리 소견의 불일치에 대해 보고한 논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위암과 위이형성증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 차이
위 상피 병변에 대한 조직학적 감별 진단에 있어 서양 병리
의사와 일본 병리의사 간에는 서로 차이가 있어 왔다. 선종의
병리학적 등급을 분류하는 데 있어 일본 병리의사들은 핵의 크
기, 둥근 정도, 핵 소체의 크기 같은 핵의 모양 변화나 선 구조
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악성 정도를 판단하는 반면, 서양 병리
의사들은 핵의 중첩 정도를 더 중시하면서 점막 고유층의 침범
여부에 따라서 암을 진단하여 왔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서
양 병리의사들이 저도 선종으로 진단하는 증례를 일본 병리의
사들은 고도 선종 혹은 선암종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
15
다. 실제로 1999년 Lauwers and Riddell의 논문에서 서양에
서 고도 이형성으로 진단한 91.6%를 일본 병리의사들은 선암
16
종으로 진단하였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ㆍ서양의
위 상피 병변에 대한 분류 체계의 이견을 좁히고 치료의 혼선
을 줄이고자 2000년 치료에 차이가 없는 고도 이형성/고도 선
종(high grade adenoma/dysplasia)과 비침습성암(non-invasive
carcinoma [carcinoma in situ]), 침습 암 의심(suspicion of
invasive carcinoma)군을 하나의 분류(category 4: non-invasive high grade neoplasia)로 묶은 Vienna 분류가 발표되
17
었다. 이어 2002년에는 점막고유층 침범 여부의 병리적 판단
이 어려운 점막내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category 4
18
에 포함시킨 수정된 Vienna 분류가 발표되었다. Vienna 분류
발표 이후 동ㆍ서양 간 카테고리 일치율은 다소 올라간 것으로
18
보고되긴 했지만 논란이 있던 병리 진단들이 하나의 분류로
묶여 통합되었을 뿐이고 실제 병리 진단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여전히 같은 병변에 대해 서양 병
리학자들이 고도 이형성이라고 판단하는 병변을 일본 병리학자
들은 비침습성 선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진단 성향은 일본보다는 서구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병리학회에서는 2005년 암 병리보고서 기재사항 표
준화를 통해 핵의 길이가 세포 길이의 1/2 이하인 경우 저도
선종으로 분류하고, 인접한 세 개 이상의 선 구조가 고이형도의
소견(핵의 길이가 세포 길이의 1/2 이상)을 보일 경우 고도 선
종으로 분류하였다. 암은 침윤이 있어야 진단할 수 있고, 저도
이형성은 규칙적인 선와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심한 이형성이
있을 경우 침윤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
19
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형성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과 암의 진단 기준이
일본과 서양이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발병률 및 병의 경

과와 예후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일본에서 추
적한 이형성 병변의 자연 경과 예후가 좋게 보고된 것은 서양
기준에서 이형성으로 판단되었을 병변의 상당수가 이미 암으로
진단되어 배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내시경절제술 전후의 조직검사 간 불일치
다음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겸자 생검 조직과 실제 절
제 조직 사이의 병리 소견 불일치 문제이다. 겸자 생검 조직과
실제 절제 조직 사이의 병리 소견 불일치에 대한 논문들은 국
내외로 광범위하게 보고되어 왔다.
2002년 독일에서 222개 위용종의 절제 전후 조직 소견 차
이를 분석한 결과 2.3%는 악성이 양성으로, 3.2%는 양성이 악
성으로 바뀌었으며 전체적으로 9.5%의 전후 조직소견 차이를
20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2011년 일본에서는 Vienna 분류 3 또
는 4.1의 468개 이형성 병변을 절제하였을 때 205개가 암으로
21
진단되어 44%의 조직 결과가 저평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우
리나라에서 보고된 논문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된 몇몇 논문들을 살펴보면 총 절제 전후 조직
병리 소견의 불일치율은 18.7∼55.3%로 보고되었다. 저도 이
형성이 절제 후 고도 이형성으로 바뀐 경우는 5.9∼30.1%로
보고되었고 암으로 바뀐 경우는 1.0∼20.6%로 보고되었다. 고
도 이형성의 경우 저도 이형성으로 바뀐 경우는 2.2∼30.6%,
22-29
암으로 바뀐 경우는 31.8∼55.6%로 보고되었다.
특히 우리
29
나라에서 Nam 등 이 2011년 1,04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
석한 논문에서는 1차 기관에서 시행한 조직 생검과 3차 기관에
서 재생검한 결과를 따로 분석하였는데 이 둘 간의 병리 결과
차이도 42.4%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병변의 절제 전후 병리 결과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으
로는 겸자 생검의 작은 조직이 전체 병변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과 같은 조직에 대한 병리학자들 간의 진단의 차이(관찰자 개
인 또는 관찰자 사이의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19,20,30
생각되고 있다.
또한 이형성의 크기가 작거나 미세한 함
몰 혹은 경계가 불분명한 병변의 경우 재검에서 그 위치를 잘
못 파악하게 되는 경우나, 첫 조직검사로 인해 병변이 제거되어
버리는 경우 등의 원인으로 진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24,31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조직검사의 생검 횟수
나 재생검 시행 여부, 판독에 참여한 병리학자의 수 등은 연구
간 결과 편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한편 몇몇 논문들에서는 절제 후 조직이 암으로 최종 보고
가 된 경우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는데 크기가
21-23
22,23,27
2 cm를 넘거나,
붉은 점막 표면,
함몰이 있거나 미란
21,32,33
이 있는 경우
를 절제 조직의 조직학적 등급이 올라가는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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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이형성 병변의 겸자 조직 생검과 절제 후
조직 간에는 최종 병리 진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특히
고도 이형성에서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시술 전 겸자
생검 조직검사 결과만 가지고 위선종의 치료 방침을 결정짓기
는 어려우며, 항상 겸자 생검 조직 병리 결과가 실제보다 저평
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아울러 내시경적으로 조직학적
병리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된 인자들이 동반되
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치료
현재 위이형성의 치료에 대해 언급한 외국 가이드라인은 크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에서 2015년 발표한 것으로 저도 이형성이
진단되면 구역별 생검(mapping biopsy)과 함께 1년 내 감시
추적 내시경을 하고 2번 연속 생검에서 병변이 없다면 추적 중
단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고도 병변은 절제하도록 제시하고
34
있다. 유럽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1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저도 이형성은 내시경적으로 구분되
는 병변이 없다면 진단 후 1년 내 추적 내시경을 받고, 내시경
적으로 구분되는 병변이 있다면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을 위해
절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고도 이형성은 내시경적
으로 구분되는 병변이 없는 경우 즉시 광범위한 생검을 실시하
35
고, 6개월에서 1년 간격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
러나 상기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유럽 가이드라인으로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 시에는 추적관찰 여부, 간격과 기간은 재
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고도 이형성 병변은 선암의 진행 단계 병변으로서
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절제 후 최종적으로 암으로 진단되는 비
율이 높기 때문에 절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저도 이형성의 경우 아직 치료 방향에 논란이 있는데, 저
도 이형성이 고도 이형성이나 선암으로 진단이 올라갈 확률은
다소 낮지만 여전히 국소적인 암 병변을 놓칠 수가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 내시경 절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출혈이나 천공
36
등의 시술 관련 합병증도 높지 않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병변
의 경계가 뚜렷하고 특히 고도 이형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병변은 진단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병변 절제를 권유해야 할 것
이다. 다만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을 따져 시술 위험이 높다면
상황에 따라 주기적 추적 또는 아르곤 플라스마 응고소작법
(argon plasma coagulation, APC)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6. 절제
내시경 절제 치료로는 내시경 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 또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ndosc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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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ucosal dissection, ESD)을 고려할 수 있다. ESD에 비해
EMR의 장점은 시술시간이 짧고 출혈이나 천공의 합병증이
37-39
ESD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 절제나 일괄 절제율
이 떨어지고 국소 재발률 비율도 ESD에 비해 높게 보고되고 있
40,41
어
EMR은 고도 이형성 병변보다는 저도 이형성 병변 중에
서도 크기가 작고 함몰이 없는, 조직학적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
이 낮아 보이는 병변의 치료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APC 치료가 있다. APC는 탐침(probe)을 점막에
직접 대지 않고 아르곤 가스를 통해 고주파의 전류를 흘려 병
42,43
변을 소작하는 방법으로
절제에 비해 출혈, 천공 등의 합병
증 발생률이 낮고 외래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44,45
나
국소 재발률이 절제보다 높게 보고되고 병변에 대한 절
제 조직의 직접적인 병리 결과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
44-46
다.
따라서 APC 시술은 크기가 작고 함몰 등의 위험 소견
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ESD나 EMR 시행이 부담스러운 전신
상태를 가진 환자의 경우 고려해 볼 수 있겠다. APC 시행 시
낮은 전력 설정으로 시행할 경우 60∼80 W보다 재발률이 올
라가고, 점막융기(lifting)를 했을 때 재발률이 유의하게 감소하
46
였다는 보고가 있어 APC 시행 시 충분한 점막융기를 하고 높
은 전력 설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7. 추적관찰
고도 이형성의 경우 악성화의 위험이 크므로 절제가 필요하
지만 저도 이형성의 경우에는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을 따져 시
술 위험이 높거나 환자의 기대 여명 등으로 인해 주기적 추적
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형성의 퇴행(regression)에
대해 보고한 몇몇 논문에서 저도 이형성의 경우 2∼76%까지
6-8,47
자연적 소실을 보고한 바가 있고,
15∼97%는 최대 4.7년
8,10,47-49
의 추적 기간 동안 변화 없었음을 보고한 논문들이 있다.
그러나 저도 이형성의 경우에도 악성화의 위험은 있고 절제 전
후 조직 소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제를 우선으로
하되, 추적관찰을 하는 경우는 병변에 대한 내시경적 변화를 자
세히 관찰하고, 이형성의 관찰에 있어 더 높은 진단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색소 내시경이나 협대역 내시경을 통해 악성 변
50,51
화 소견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시
경적 변화가 의심되면 여러 번의 적극적인 조직검사가 필요하
고 조직 병리 결과에 대해 병리의사와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도
6,34
도움이 될 것이다. 주기적 추적의 시기는 1년 추적 혹은 3∼
52,53
5년 추적 을 권고하는 몇몇 논문 및 가이드라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명확한 근거는 없고 더욱이 나라마다 내시경 비용
등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추적 간격에 대해 정해진 방침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시경 검사가 보편화되어 있
고 접근이 비교적 쉬우므로 악성의 위험인자가 없는 병변의 경

Soo In Choi and Jun Chul Park: The Natural History and Treatment Strategy of Gastric Adenoma

우 1년, 악성의 위험인자가 있거나 변화가 동반된 병변은 임상
의의 판단에 따라 더 짧은 주기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8. 제균 치료
헬리코박터균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통한 위암 발생
2
의 원인인자로 밝혀져 있고 위축성 위염의 경우 제균 치료 후
54
일부 조직 소견의 호전을 보이며 조기 위암에서 제균 치료 후
55,56
이시성 재발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위선종에서
도 제균 치료 후 선종의 재발이 줄었다는 논문들이 보고되어 있
57,58
고
선종의 추적관찰에서 헬리코박터 제균을 했을 때 그 크
48
기가 44%까지 감소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
로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나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에서는 제균
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위선종 환
자에서 제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비록 아직 제균 치료가
이시성 위선종 재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이 있기는 하지만 제균 치료는 전암 병변의 호전과 이시성 병
변의 진행 방지 목적으로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9. 내시경 절제 후 추적관찰
위선종이 진단된 경우 동시성 암이나 동시성 선종이 존재할
59,60
60-62
가능성이 있고
이시성 선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체 위의 자세한 관찰이 필요하고 내시경 절제 치료 후에 주
63
기적인 내시경 추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위선종의 절제 후 동시성 혹은 이시성 병변의
60
발생에 대해 보고한 몇몇 논문들을 살펴보면 2015년 Baek 등
은 동시성 병변 발생률은 27.9%, 이시성 병변은 19.1%, 이시성
64
병변 발생 간격은 중앙값 34개월로 보고하였고, Moon 등 은
동시성 병변 발생률은 12.1%, 이시성 병변은 13.8%, 발생 간격
65
중앙값은 29.5개월로 보고하였다. Yoon 등 은 선종의 8.3%에
서 이시성 병변이 발생하였고 발생 중앙값은 29개월로 보고하
62
였다. 2017년 Chung 등 은 검진 내시경에서 발견된 선종 혹
은 조기 위암의 절제 후 재발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시성 병
변 발생률이 저도 선종은 10%, 고도 선종은 14.7%였으며, 발
생 간격은 중앙값 3.0년, 2.5년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은 연구 디자인이 다르고 관찰 기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선종의 절제 후에 동시성 병변을 확인하고 이시성 병변의 발
생 여부에 대해 꾸준히 추적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64,65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이 있는 경우,
조직학적 등급이 고도
66
61,64
이형성이었던 경우, 고령의 경우,
병변이 여러 개였던 경
66
우 등은 동시성 혹은 이시성 병변의 발생의 위험인자로 제시
되고 있는데, 따라서 위선종 절제 후 1년 이내 추적을 통해 동

시성 병변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1∼2년 간격으로 추적하되 위
험인자를 가진 경우는 1년 간격의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이시성 병변의 발생 시기는 2∼3년 사이가 가장 많
60,62,64,65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5년 이후에도 병변이 발생
62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병변의 발
생률도 증가하므로 장기간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겠다.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선종(이형성)은 병리적 진단
기준이 서양과 일본간에 차이가 있어 왔기 때문에, 치료 방침을
세우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선종의 자연 경과나 병리적
등급 분류에 있어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겸자 생
검 조직과 절제 후 조직간 진단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
로 이를 염두에 두고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고도 이형성 선종은 악성화의 가능성이 높아 내시경 절제 등
의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이형성 선종의 경우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절제를 우선 고려하되, 환자의 전신상
태, 나이, 기저 질환 등을 고려하여 절제가 어렵다면 악성 가능
성이 낮은 일부 병변에 한해 APC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경우, 이시성 병변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제균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절제 후 추적은 동시성 병변
추적을 위해 1년 이내에 시행하고 이후 이시성 병변의 추적을
위해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추적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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