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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건강검진 수진자 25,536명에서의 내시경적 위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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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Chronic gastritis is a common finding during endoscop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describe it correctl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distribution of endoscopic gastritis an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sex or area. 
Materials and Methods: A clin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25,536 subjects who had undergone an upper endoscopy for routine 
health check-up. Endoscopic gastritis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superficial gastritis, erosive gastritis, atrophic gastritis and in-
testinal metaplasia. The distribution of the four types of gastritis was evaluated according to sex, age and area.
Results: 51.6% of the patients had experienced at least one of the symptoms (epigastric pain or discomfort, soarness, dyspepsia, ab-
dominal pain) on at least a few occasions during the previous year. The incidence of normal gastric finding was  3,593 (14.1%). 
21,943 (85.9%) subjects have at least more than one of endoscopic gastritis. The number of cases with superficial gastritis was 7,983 
(31.3%), erosive gastritis 6,054 (23.7%), atrophic gastritis 6,918 (27.1%), and intestinal metaplasia 1,181 (7.1%). Erosive gastritis, 
atrophic gastritis and intestinal metaplasia were more frequent in men than women (P＜0.001) and in the older age group (≥60 
years) than younger age group (P＜0.001). 
Conclusions: The prevalence of endoscopic gastritis was very common, 85.9%. In addition, erosive gastritis, atrophic gastritis and 
intestinal metaplasia were more frequent in men and in the older age group, which is similar to gastric cancer or peptic ulcer. 
Cautious regular endoscopic follow-up might be necessary regardless of gastrointestinal symptoms in Korea.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2;12: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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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상복부 동통 및 소화불량 등 상

부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1 이러한 증상의 원

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많으나 그 병태생리가 복잡하여 환

자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때 내시경적인 위염이 

발견된다고 하면 환자는 증상의 원인을 위염으로 이해하는 경

우가 많기에 내시경적 위염 기술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위염이란 상부 내시경검사에서 또는 위장 점막조직에서 염증

이 증명된 상태로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뉜다.2 급성 

염증소견을 동반한 위염이나 특수한 형태의 위염은 내시경검사

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므로 진단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가

장 흔하게 보는 형태인 만성 위염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진단 

및 분류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다. Schindler3는 위내시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 만성 위염을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비후성 

위염, 위수술 후의 위염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런 위염

의 종류에 따라 병의 경과와 예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1980년대 이후 내시경검사가 발전하면서 

Whitehead 등,4 Wyatt와 Dixon,5 Correa6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분류가 제안되어왔으나, 육안 소견보다는 병리조

직학적 관점에서의 분류가 대부분이다. 이후 1996년에 개정된 

Sydney 분류법7은 위염의 내시경적 진단 분류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내시경 소견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

고 분류가 복잡하며, 여전히 병리 진단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우

리나라에서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다.

한편 1983년 Helicobacter pylori 가 배양된 이후 H. pylori 

감염은 소화성 궤양의 중요한 원인이자 위암의 원인으로 밝혀

지고 있고, H. pylori 에 감염된 환자는 대부분 위 점막에 만성 

활동성 염증소견을 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8 그 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만성 위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2007년도에 Yim 등9의 발표에 의하면 16세 이상 한국인에

서 H. pylori 의 혈청학적 유병률은 59.6%로 2001년도에 Kim 

등10이 보고한 66.9%에 비하면 감소하였으며, 특히 30대 이하

에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

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만성 위염의 빈도 역시 높

으므로 내시경검사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흔하게 관찰되는 만성 위염을 진단하고 기술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분류법이 간단하지 않아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그 결과 같은 병변에 대해서도 내시경을 

시행한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를 쓰거나 내시경 소견 해

석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11 또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내 H. pylori 의 유병률이 특히 서

울, 경기 그리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

큼,9 우리나라에서 만성 위염의 분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저자들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40개 기관의 건강검진

센터를 방문한 25,536명을 대상으로 내시경적 위염 소견의 분

포를 알아보고, 연령 및 성별, 지역에 따라 위염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터학회에서 주관하였으

며,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40개 병원의 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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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ing Subjects 
(n=25,536)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15,180 (59.5)
Female 10,356 (40.5)

Age (yr)
≤39 6,976 (27.3)
40∼59 15,011 (58.8)
≥60 3,549 (13.9)

Area (province)
Seoul 9,525 (37.3)
Gyeonggi 3,085 (12.1)
Gangwon 1,965 (7.7)
Chungcheong 3,094 (12.1)
Gyeongsang 3,646 (14.3)
Jeolla 3,759 (14.7)
Jeju 462 (1.8)

Social habitus
Current smokinga 6,529 (26.0)
Alcohol (≥once per week)a 10,479 (41.0)

Medical history
NSAID medication for ≥1 montha 1,616 (6.0)
Antibiotics history within 1 montha 253 (1.0)

Epigastric pain or discomfort during last 1 yeara

Yes 12,921 (51.6)
No 12,143 (48.4)

Endoscopic findingsb

Normal 3,593 (14.1)
Superficial gastritis 7,983 (31.3) 
Erosive gastritis 6,054 (23.7)
Atrophic gastritis 6,918 (27.1)
Intestinal metaplasia 1,811 (7.1)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Some data were missing due to incomplete record.
bSome patients have both atrophic gastritis and intestinal metaplasia
simultaneously.

에서 상부 내시경검사를 받은 25,5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

거 소화기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과 

당뇨 외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2. 방법

1) 설문지 조사: 내시경검사 시행 전 수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에 설문지 조

사를 진행하였다. 내원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오목가슴 부

위 통증 또는 불쾌감,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등의 상부 위장관 

증상 유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동반 질환, 과거 H. pylori 

제균 치료의 병력, 약제 복용력(non-steroidal anti-inflamma-

tory drugs, 항생제 등),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들도 포함

하였다.

2) 상부 내시경검사: 본 연구에 참여한 국내 40개 병원의 숙

련된 소화기 내과 전문의들이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내시

경검사에서 표재성 위염은 위점막의 발적, 삼출물, 부종이 있는 

경우로 하였고, 미란성 위염은 위점막의 소실로 함몰 부위가 관

찰된 경우, 위축성 위염은 점막의 퇴색 및 혈관 투시상이 현저

한 경우, 장상피 화생 위염은 회백색조의 편평 융기가 관찰되는 

경우로 하였다. 중복된 소견이 있는 경우는 모두 기술하도록 하

였다.

3) 통계학적 분석: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각각의 위염의 분

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카이-제곱분석을 이용

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평

가하였다. 

결    과

1. 검진 대상자들의 특성

전체 대상자는 총 25,536명이었고, 남자 15,180명(59.5%), 

여자 10,356명(40.5%)으로 남녀 비는 약 1.5:1이었다. 평균 연

령은 46.7세였으며, 각 연령대별 대상자 수는 40세 미만 6,976

명(27.3%), 40세 이상 60세 미만 15,011명(58.8%), 60세 이상

이 3,549명(13.9%)으로 건강 검진의 특성 상 중장년층 연령비

율이 높았다(Table 1). 지역별 대상자 수는 서울이 9,525명

(37.3%), 경기도 3,085명(12.1%)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50%가 

수도권 지역이었다. 그 외에 강원도 1,965명(7.7%), 경상도 

3,646명(14.3%), 전라도 3,759명(14.7%), 충청도 3,094명

(12.1%), 제주도 462명(1.8%) 등이 포함되었다(Table 1). 상부위

장관 증상에 대한 설문응답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는 25,064명

이었는데, 이 중 12,921명(51.6%)에서 지난 1년 동안 며칠 이상 

상복부 동통이나 불편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2. 상부 내시경검사 소견

상부 내시경검사에서 전체 대상자 25,536명 중 3,593명

(14.1%)만이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21,943명(85.9%)에서 적어

도 하나 이상의 위염소견을 보였다. 위 점막의 발적, 삼출물, 부

종, 미란, 색조변화, 혈관의 투시성 증가, 결절상 변화 등에 의

해 위염으로 진단된 경우 중에서 표재성 위염이 7,983명

(31.3%)로 가장 많았으며, 위축성 위염 6,918명(27.1%), 미란

성 위염 6,054명(23.7%), 장상피화생 위염이 1,181명(7.1%)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위염의 성별, 연령별 분석

위염의 분류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수를 보인 표재성 위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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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stribution of Gastritis with Regard to Gender and Age Groups (n=25,536)a

Variable category
Superficial gastritis Erosive gastritis Atrophic gastritis Intestinal metaplasia

n (%) P valueb n (%) P valueb n (%) P valueb n (%) P valueb

Gender 0.483 ＜0.001 0.003 ＜0.001
Male (n=15,180) 4,720 (31.1) 3,983 (26.2) 4,215 (27.8) 1,262 (8.3)
Female (n=10,356) 3,263 (31.5)    2,071 (20.0) 2,703 (26.1) 549 (5.3)

Age (yr) ＜0.001 ＜0.001 ＜0.001 ＜0.001
≤39 (n=6,976) 2,566 (36.8) 1,396 (20.0)) 1,039 (14.9)
40∼59 (n=15,011) 4,704 (31.3) 3,744 (24.9) 4,335 (28.9) 1,187 (7.9)
≥60 (n=3,549) 723 (20.4) 914 (25.8) 1,544 (43.5)    437 (12.3)

aSome data were missing due to incomplete record, bP values for χ2 test.

성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세 미만에서 

36.8% (2,556명), 4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31.3% (4,704명), 

60세 이상에서는 20.4% (723명)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

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01) (Table 2). 표재성 위염

과 달리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상피화생 위염 등

은 모두 여자보다 남자에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별

로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Table 2).

4. 위염의 지역별 분석

지역별 분석에서 표재성 위염은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각각 

47.4% (932명)과 42.3% (1,465명)로 가장 높았고, 충청도와 전

라도에서는 17.1% (259명)와 21.6% (8,212명)로 낮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P＜0.001) (Fig. 1). 미란성 위염은 경기

도와 충청도에서 각각 27.8% (858명), 27.8% (859명)로 가장 

높았고, 전라도와 제주도가 18.9% (710명)과 16.7% (77명)로 

낮게 나타났다(P＜0.001) (Fig. 1). 그에 비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위염은 전라도 지역에서 각각 36.6% (1,375명)과 

12.4% (46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는 각각 19.3% 

(1,843명)와 6.2% (590명)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지역별로 의

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연

령 표준화를 적용한 후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 1).

고    찰

지난 30년간 내시경 기구 및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내시

경검사는 거의 모든 소화기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으

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결과들을 보

면 공통적으로 내시경 육안 소견만으로 위염을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12-14

내시경적 관점에서 위염이란 염증세포의 침윤 또는 혈관 이

상에 의해 위점막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화가 생긴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는데, 1996년 개정된 Sydney 분류법7에서는 

점막의 부종, 발적, 유약성, 삼출물, 미란, 혈관의 투영성, 출혈

반, 결절상 등의 소견이 관찰되면 내시경적 위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염 관련 연구에서 내시경 소견과 함께 조직검사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15,16 일부 연구에서는 

내시경검사 소견과 조직학적 진단의 일치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7 특히 위 점막의 위축 변화를 확인하는 데 내시경검사

가 유용함은 잘 알려져 있다.18,19 또한 우리나라는 소화성 궤양

과 위암 등 상부 위장관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20 내시경검사의 

수가가 비교적 저렴하여 상부 내시경검사가 소화기 증상에 대

한 진단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도하는 40세 이상 전국민 

위암 검진 사업은 40세 이상 성인에 대하여 상부 내시경검사 

또는 상부위장관조영술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

고 있다.21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아닌 대규모 일반인을 대상

으로 상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만성 위염의 분포를 조사한 

연구는 흔하지 않은 바, 우리나라에서 내시경적 위염의 유병률

과 각각의 위염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내시경을 시술하

는 의사뿐 아니라 소화기 관련 질환을 다루는 여러 임상 의사

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속쓰림, 상복부 동통 

또는 불쾌감, 소화 불량 등의 상부 위장관 증상은 전세계적으로 

성인의 10∼40%에서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20,22 본 조사에서

도 전체 설문 응답자 중 51.6%가 1년 이내에 상부위장관 증상

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상부 위

장관 증상을 호소하면, 의사들은 손쉽게 설명하거나 환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위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내시

경으로 관찰되는 위염 소견과 증상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15 본 연구 결과에서도 상부위장관 증상의 빈도가 

51.6%인 것에 비해 위염 소견은 81.7%로, 증상이 비교적 없는 

건강 검진자에서도 정상 소견보다는 이상소견이 압도적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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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ge-standardized incidence of gastritis with regard to the residence area (n=25,536).

았다. 흔히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포함되는 상부 위장관 증상은 

내시경 소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위암 등 

상부위장관 질환의 경우 내시경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 유무와 관

계없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14,23,24

이번 연구 결과에서 전체 대상자 25,536명 중 21,943명

(85.9%)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위염 소견을 보였고 3,593

명(14.1%)만이 정상 소견이었다. 1998년에 Sung 등24이 건강 

검진자 9,137명의 상부 내시경 소견을 조사한 결과, 위염이 전

체의 81.7%를 차지하였고, 정상 소견은 8.4%라고 보고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위염의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국내에서 보고된 정상 내시경 소견 비율 

8~14%는 서구의 보고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인데, Tytgat

의 보고25에 의하면 서구의 22개 연구들을 분석하였을 때 정상 

내시경 소견의 비율이 평균 51% (20∼71%)였다. 내시경 소견

을 기초로 한 위염의 진단 및 분류는 검사자의 판단이나 그 나

라의 내시경 소견에 대한 교육에 의해 좌우되므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와 서구의 위염 유병률 보고를 단

순히 내시경 의사나 각 나라의 교육 차이로 해석하기는 너무 

큰 차이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

에서 만성 위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H. pylori 감염률이 높고 

염분 섭취율을 포함한 식습관, 음주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우리나라 만성 위염의 높은 유병률의 원인이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가장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위염의 분류 체계는 

1996년도에 개정된 Sydney 분류법7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장상피화생 위염에 대한 분류가 따로 없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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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소견의 중등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본 

연구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한국의 임상에서 가장 흔하

게 기술되는 형태인 표재성 위염/미란성 위염/위축성 위염/장

상피화생 위염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조사 결과 위염 중에서 

표재성 위염이 31.3% (7,983명)로 가장 많았으며, 위축성 위염 

27.1% (6,918명), 미란성 위염 23.7% (6,054명), 장상피화생 

위염이 7.1% (1,181명)였다. 1998년에 Sung 등24의 보고에 의

하면 표재성 위염이 64.7%로 가장 많았고, 미란성 위염 9.0%, 

위축성 위염 6.4%, 장상피화생 위염이 1.5%로, 본 조사에서는 

표재성 위염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위염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재성 위염은 주로 H. pylori 감염과 관계있고 염증 세포들

에 의해 점차 위선이 파괴되면서 위축성 위염으로 이행한다고 

알려져 있으며,7,26 Morson 등27은 위 점막의 만성 염증이 활동

기와 휴지기 상태를 반복하면서 점막 위축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표재성 위염의 감소는 지속적인 H. pylori 

감염으로 인한 만성 염증에서 위축성 위염으로 점차 이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단일 지역에

서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가 우리 연구에서 평균 연령이 

46.7세인 반면 이들의 연구는 표재성 위염의 분포가 높은 30대

가 48.8%로 가장 많았고 남자가 79.4%, 여자가 20.6%로 연령 

및 성별에 의한 편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재성 위염을 제외한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염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의미있게 높았는데, 소화성궤양, 

위암 등 상부 소화기 질환이 전체적으로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23,28,29 이는 여러 상부 

소화기 질환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 중 하나인 H. pyori 유병률

이 남자에서 의미있게 높고, 흡연이나 음주 등의 생활 습관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10,30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내시경 

소견과 조직 검사와의 일치도가 다른 위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18,19 본 연구에서 위축성 위염은 전체의 27.1% 

(6,918명), 장상피화생 위염이 7.1% (1,181명)였다. 이를 연령

대별로 분석했을 때, 40대 미만에서 각각 1,039명(14.9%), 187

명(2.7%)이었고,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1,544명(43.5%), 437명

(12.3%)으로 나타나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Eshmuratov 등14은 특히 50대 이하의 젊은 연령

군과 점막 위축이 경미할 경우, 내시경검사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조직학적 진단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환경적 요인이 비슷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Asaka 등31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에서는 서구와 달리 위축성 

위염의 정도는 연령과 관계가 없으며 H. pylori 감염 정도와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내시경으로 위축 변화 정

도를 측정할 경우 시술자 편견이 있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선의 위축변화

는 모든 점막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 검사로 판

단하기도 쉽지 않고,11,32 단순 위염만 있는 환자에서 여러 점의 

생검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은 H. pylori 감염과 관련이 깊고 위암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소이다.33,34 그러므로 내시경검사 시 위축 변화 정도를 진단 

기준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50

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점막 위축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위염을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미란성 위염은 경기도에서 

27.8% (858명)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도 지역에서 18.9% (710

명)로 낮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위염

은 전라도 지역에서 각각 36.6% (1,375명)과 12.4% (468명)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에서 각각 19.3% (1,843명)와 6.2% 

(590명)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지역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

다(P＜0.001).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참여 대상자 수 및 

검사자 간의 편차, 그리고 지역에 따른 식습관과 환경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이러한 요소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상

황에서의 연구로 본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내시경으로 관찰되는 위염에 대한 연구로서는 드물

게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연구자가 참여함으로써 판정

에 다소 균일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내시경 경험이 많

은 의사들이 참여하였고,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터학회 학술

위원회 주관으로 연구 방법을 결정한 점, 그리고 검사를 시작하

기 6개월 전의 연구자 모임을 통해 검사 방법을 일치시켜 각 내

시경 판정의의 차이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점은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높였다고 생각된다. 위염 진단 분류에 있어서 전세계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Sydney 분류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나,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이 방법 대

신 현실적으로 임상의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따랐다는 점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용한 만성 

위염 분류 체계가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시경적 위염의 빈도가 85.9%로 매

우 흔하였으며, 표재성 위염과 달리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염 모두 남자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였고,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대상자 중 상부 위장관 

증상을 경험한 예는 51.6%로 증상과는 상관없이 내시경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증상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기적

인 내시경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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