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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피화생의 병태생리와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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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physiology and Epidemiology of Intestinal Meta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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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tality from gastric cancer still remains high in Korea and an appropriate intervention protocol to prevent gastric cancer is 
warranted. Intestinal metaplasia (IM) is generally regarded as a pre-malignant lesion and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in the human 
stomach. However the pathogenesis of I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M and gastric cancer is still unknown. This review dis-
cusses the pathogenesis and epidemiology of IM. Improved understandings of the pathogenesis of IM should provide new targets 
for prevention and therapy.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3;1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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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화생(metaplasia)은 어떤 종류의 분화가 좋은 세포가 다른 

종류의 분화가 좋은 세포로 치환되는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하며, 

염증이나 감염과 같은 세포 주위 자극에 대하여 좀더 적응력이 

좋은 세포로 치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 위에서 장상피

화생의 기능적 의미는 흡수 능력이 없는 위점막이 흡수 능력이 

있는 장점막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나타내며 조직학적으로는 장

형세포인 술잔세포(goblet cell), 파네트 세포(paneth cells)와 

흡수세포(absorptive cells)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선암

의 발생 과정은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의 단계를 거

쳐 위선암으로 진행한다는 Correa2의 가설이 널리 알려져 있

다. 국내에서 9.4년 동안 추적한 코호트 연구에서 장상피화생 

소견을 보이는 경우 위선암 발생률은 10.9배 증가된다는 보고

가 있었으나3 또 다른 연구에서 장상피화생이 진단된 환자에서 

위선암의 발생률은 매년 0.25%라고 보고하였다.4 따라서 장상

피화생이 위선암의 전구 병변이지만 장상피화생이 있는 환자들 

모두에서 위선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160명의 

내시경 전문의들에게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위축성위염과 장상

피화생이 있는 경우 대다수 의사들이 매년 내시경으로 추적검

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 이런 방법이 비용-효과 측면에

서 얼마나 유용한지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하다. 현재까지 장

상피화생의 병리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발생에 관여

하는 인자들과 위선암으로 진행하는 데 관여하는 인자들, 병변

이 가역적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장상피화생이 있

는 환자 중에서 위선암으로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을 

밝혀내는 것은 위선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장상피화생의 병

태생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장상피화생의 역학을 국내 지역에

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장상피화생의 병태생리

1) 장상피화생의 분류

장상피화생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조직화학 염색에서의 특

징에 따른 Jass and Filipe의 분류법이 있다.6 이 분류는 술잔세

포의 sulfomucin 분비 여부에 따라 완전형인 제I형과 불완전형

인 제2형 및 제3형으로 나누며, 1형에서 3형으로 진행이 될수

록 이형성증이나 위선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진다. 

제1형은 장상피화생의 초기에 나타나며, 성숙한 흡수세포와 파

네트 세포, 그리고 sialomucin을 분비하는 술잔세포로 이루어

진다. 제2형은 대장점막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성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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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directly leads to gastric CDX2 expre-
ssion by an unidentified molecular me-
chanisms. It also increases bone mor-
phogenetic protein (BMP) expression 
and pathway activity and decreases 
the CDX2 inhibitor SOX2 (Adapted 
from the article of Barros et al. Trends 
Mol Med 2012;18:555-56323).

흡수세포는 많이 없어지고, 대신 원주형 세포(columnar cells)

가 주로 차지하며 sulfomucin을 분비하는 술잔세포가 존재하

지만 파네트 세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제3형은 주로 sulfo-

mucin을 분비하는 원주형 세포와 sialomucin과 sulfomucin을 

분비하는 술잔세포로 구성되며, 샘구조의 뒤틀림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조직화학적 염색에 의한 분류보다 장상피화

생에서 발현이 되는 표지자들을 토대로 한 새로운 분류법이 위

선암으로의 진행을 더 잘 예측한다는 주장도 있다.7,8 이 분류법

에서도 장상피화생을 완전형과 불완전형으로 나누며, 완전형에

서는 MUC1, MUC5AC, MUC6와 같은 위점액 표지자들이 소

실되고 장점액 표지자인 MUC2가 발현이 되며, 불완전형에서

는 위점액 표지자와 장점액 표지자가 동시에 발현이 된다. 그러

나 실제 임상에서 장상피화생에 대한 조직화학적 염색하거나 

점액표지자들을 조사하기 힘들며, 또 여러 형태가 서로 혼재하

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분류법들이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2) 장상피화생의 원인

장상피화생의 발생은 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그로 인한 

만성 염증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55명의 환자

들을 조사한 한 역학조사에서 H. pylori 감염된 환자들의 

43.1%에서 장상피화생이 있었으나, H. pylori 감염이 되지 않

은 환자의 6.2%에서만 장상피화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 다른 연구에서 H. pylori 에 감염된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을 때 49%에서 장상피화생이 발생하였으나 H. pylori 

감염이 없는 환자에서는 장상피화생이 발생하지 않았다.10 이런 

역학 조사들을 토대로 H. pylori 감염과 장상피화생의 발생에

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H. pylori 감

염된 환자들 중 30%에서만 장상피화생이 발생하며 이중 7%에

서만 위선암이 발생한다.11 따라서 H. pylori 감염된 환자들에

서 모두 장상피화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균 감염 이외에

도 다른 인자들이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CagA＋, vacA 

s1, vacA m1, babA2와 같은 H. pylori 독성인자가 장상피화생

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개인의 

유전적 감수성도 장상피화생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12,13 위선암 환자의 가족에서 장상피화생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는데14 H. pylori 에 감염된 환자들에서 in-

terleukin-1β와 interleukin 1RN의 polymorphism이 있는 경

우 장상피화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15 

이러한 인자들 이외에도 흡연, 소금 섭취와 같은 환경적 인자들

도 장상피화생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있

다.16,17

3) 장상피화생의 발생에서 CDX2의 역할

Caudal relate homologues genes 2 (CDX2) 단백은 위점막

에서 장상피로의 분화를 매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CDX2

는 전사인자로 작용을 하여 장상피로의 증식, 분화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들을 발현을 조절한다. 정상 위점막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지만 이소성 장상피화생이 있는 인체 조직에서 발현되

어 위상피의 장상피화생을 매개한다.18-22 그러나 어떤 기전에 

의해 CDX2가 처음 발현이 시작되고 또 위점막에서 발현이 유

지가 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H. pylori 단

백이 위 상피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CDX2가 발현이 된다

는 가설과 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CDX2의 발현을 일으킨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으며, 여러 복합적인 기전에 의해서 CDX2가 

발현될 것으로 생각된다.23 최근 연구에서 H. pylori 가 감염된 

위점막의 염증세포와 상피세포에서 bone morphogenetic pro-

tein (BMP) 중 BMP2, BMP4와 그 수용체인 SMAD4가 증가되

며, BMP2/4가 SMAD4에 결합을 하면 CDX2의 발현이 증가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25 BMP 경로가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CDX2를 증가시켜 장상피화

생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H. pylori 

감염은 SOX2의 발현을 억제하는데 SOX2는 배아형성에서 위

분화(gastric differentiation)를 유도하는 전사인자로 작용한

다. 여러 실험에서 SOX2와 CDX2의 발현은 역상관관계가 있

지만26,27 BMP 경로와 마찬가지로 SOX2가 장상피화생의 발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의 가설들을 종합하면 H. pylori 감염은 BMP의 발현은 증가시

키고 SOX2의 발현을 감소시켜 CDX2를 증가시키며, H. pylori 

감염이 직접적으로 CDX2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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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Intestinal Metaplasia

Author Countr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Patients Age Method IM (%)

Ozdil et al.41 Turkey Dyspeptic patients 3,301 45.9±15.2 Histology 17.8
Yee et al.42 Hong Kong Dyspeptic patients 1,751 45.41 Histology 13.9
Liu et al.43 Japan Helicobacter pylori infected patients 227 51.8±12 Histology 44.0
Kim et al.39 South Korea Routine screening 713 56.6±11.5 Histology 37.0
Kim et al.38 South Korea Routine screening and symptomatic patients 389 51.3±13.4 Histology 28.6
Park et al.40 South Korea Routine screening 25,536 Endoscopic findings 7.1
Lee et al.44 South Korea H. pylori infected patients 181 50.9±14.9 Histology 35.1

Values are presented as n, %, or mean±SD.
IM, intestinal metaplasia.

4) 장상피화생의 발생에서 spasmolytic polypeptide 

expressing metaplasia의 역할

Trefoil family of peptides (TFF)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치료

하는 역할을 하며 이중 TFF1은 암억제 유전자로 알려졌으며, 

TFF2 (spasmolytic polypeptide expressing metaplasia, SPEM)

는 위상피세포에서 분비되고 TFF3는 소장과 대장의 술잔세포

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8 H. pylori 감염은 CDX2 기

전과는 다른 기전으로 장상피화생이 일어난다. Helicobacter 

felis 나 H. pylori 에 감염된 쥐에서 특징적으로 위저부의 벽세

포(parietal cell) 소실이 관찰되며, 위체부에서 TFF2가 분비되

는 SPEM이 일어난다.29,30 SPEM은 인간에서도 확인되었는데 

TFF2가 증가할수록 위선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며31 제1형에서 

제3형 장상피화생으로 진행할수록 TFF1의 발현이 감소되고32 

TFF3의 발현은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33 그러나 SPEM에 

의한 장상피화생이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장상피화생의 발생에서 위줄기세포(gastric stem cells)

의 역할

위에서 장상피화생이 발생할 때, 그 세포들의 기원과 위내에

서 확산되는 방식에 대하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는 이미 분화된 세포가 transdifferentiation한다는 가설과 위줄

기세포의 변이에 의해 장상피화생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다.34 

위줄기세포는 위선 협부(isthmus of gastric glands)에 존재한

다. McDonald 등35의 발표에 의하면 위줄기세포의 사립체

(mitochondria) DNA 변이가 일어나면 cytochrome c oxidase 

결핍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이된 위줄기세포에서 파

생된 세포들이 위선의 다른 세포들을 대체하며 변이된 한 개의 

위선이 분열하면서 다른 변이된 위선이 생성되어 장상피화생이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발표에 의하면 위선에서 다

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위줄기세포에서 파생된 

세포들이 정상세포들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줄기세포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과

정과 위선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

진 바가 없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ough-

ton 등36은 방사선을 조사하여 골수세포를 제거한 후 추적이 가

능한 골수세포를 이식한 쥐에서 H. felis 를 감염시켰는데, 이렇

게 감염이 된 쥐는 시간이 지나자 정상 위점막세포들이 사라지

고 외부에서 주입한 골수세포(bone marrow derived cells, 

BMDC)에서 기원한 이형성증과 상피성암종이 발생한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런 BMDC는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에서 기원하며 벽세포나 주세포(chief cell)로 

분화하지 않는다. 이들의 실험으로부터 장상피화생 및 위선암

의 발생에 BMDC에서 기원한 MSC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

나 인체에서의 연구결과는 아직 많지 않다.

2. 장상피화생의 역학

장상피화생의 전세계적 유병률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Peleteiro 등37의 보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1.8%, 터키

에서는 48.1%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나라별 유병률의 차

이는 H. pylori 감염률의 영향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위의 궤양

이나 암 등의 특별한 병변이 없는 환자들에서 장상피화생의 유

병률은 전정부에서 28.6%, 체부에서 21.2%였다(Table 1).38-44 

이 연구에 따르면 장상피화생은 위축성위염과 마찬가지로 연령

이 증가하면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지만, H. pylori 감염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H. pylori 감염자에서 비감염자보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유병률이 모두 의미 있게 높으면서 연령에 

따른 증가 현상을 보였다. 이외에 Kim 등39에 의하면 농촌지역

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들을 조사했을 때 장상피화생

의 유병률은 남성에서 44.3%, 여성에서 31.8%였다. 이 조사에

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상피화생의 유병률이 증가하였으며, 

H. pylori 감염자에서 비감염자에 비해 장상피화생의 유병률이 

높았다. 2012년 전국 40개 기관의 검진센터를 방문한 25,536

명의 환자들을 조사했을 때 장상피화생의 유병률은 7.1%로 보

고되었으며, 남성 및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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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40 따라서 여러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국내에서 장상피

화생의 유병률은 7.1%에서 44.3%로 다양하게 보고되며 남성에

서 유병률이 더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사 대상자와 

검사 방법에 따라서 장상피화생의 유병률이 다르게 보고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국내 역학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장상피화생의 발현에는 H. pylori 감염이 가장 중요할 것으

로 생각되며 이외에도 여러 환경적 인자와 개개인의 유전적 요

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H. pylori 감염에 의한 장

상피화생의 발현에는 CDX2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

각되며, BMP는 CDX2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SOX2는 억제시

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장상피화생의 발생에 위줄기세포의 변

이와 BMDC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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