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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에 대한 의료진의 견해

심은희, 김병욱, 김지희, 염석천, 박성민, 김준성
가톨릭 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Endoscopists’ Opinions for the Management of Atrophic Gastritis and Intestinal Metaplasia

Eun Hui Sim, Byung-Wook Kim, Ji Hee Kim, Seok Cheon Yeum, Sung Min Park, Joon Sung Ki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Background/Aims: Atrop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are commonly encountered pathologic conditions during 
gastroscopy in Korea. These conditions were considered as pre-neoplastic lesions in many previous studies. Management and fol-
low-up of these lesions have been performed arbitrarily since there are no standard guidelin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
tigate the endoscopists' opinions on these conditions using web-based survey.
Materials and Methods: An e-mail based survey composed of 22 questionnaires related to the clinical and endoscopic management 
of AG and IM was performed.
Results: These questionnaires were e-mailed to 495 endoscopists and replies were obtained from 168 endoscopists. IM was more 
commonly diagnosed by histologic evaluation regardless of position, patient care, and experience. Most endoscopists recommended 
follow up endoscopy annually in IM compared to a 2 year interval in AG. Less experienced endoscopists and endoscopists caring 
hospitalized patients tended to not eradicate Helicobacter pylori in patients with AG and IM.
Conclusions: Endoscopists approach to the patients with AG and IM differred according to their position, patient care, and 
experience. We need new guidelines for the surveillance and management of AG and IM in Korea.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4;14:2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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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40세 이상 성인에서 2년에 1회 건강 검진 시 상부소화관 내

시경검사 또는 상부위장관조영술을 통한 위암 스크리닝 검사가 

1999년 시작되었다. 검사 도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소견 중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있는데, 이는 Correa1가 제시한 위

선암의 발병 기전 중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건강 검진에서 이

러한 병변이 발견되었을 때 추적 검사의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Helicobacter pylori 양성일 때 치료를 해야 할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전의 한 연구는 국내의 소화기의사들을 대상으로 키패드 

투표와 전자우편(e-mail)으로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하였다.2 그러나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을 동

일하게 취급하였고, 참여자의 약 60%가 대학교수진이어서 건

강검진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에 본 연구자 등은 의료진의 근무 기관 형태, 내시경검사의 경

험 기간, 환자의 진료 여부 등에 따라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

의 진단, 추적 검사 및 치료 방법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국내에서 소화기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임

상의사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의 대상은 전자우편의 주소가 확인된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회원과 소화기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및 개원의들로 총 495명이었다. 본 전자

우편 설문에 응답한 의사는 168명으로 응답률은 33.9%였다.

2. 설문의 구성

설문은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에 대한 진단, 추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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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Endoscopist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Characteristic Value (n=168)

Male:female
Age (yr)

＜30
30∼39
40∼49
50∼59
≥60

Hospital
3rd/university hospital
2nd/general hospital
1st/private practice

Medical board status
Internal medicine
General surgery

Positions
University staff
In-training (fellow)
Hired
Self-hired

After board experience (yr)
＜5
≥5

Patient care
In-patient/out-patient
Routine health check-up

122:46

1
87
56
20
4

100
31
37

166
2

59
46
36
27

73
95

127
41

및 치료 등에 관한 2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에 대한 

답변을 근무 기관, 내시경검사의 경험 기간, 건강검진만 시행하

는 의사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진료의 유무, 

대학교수를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군으로 가정하였을 때 전문성

에 따른 구분 등으로 분류하여, 각 군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하였다. 

3. 통계

각 항목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을 기술하고 비연속변수는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고, 연속변수서는 Fisher exact test

로 검정하였다. 통계는 SAS 9.3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설문 응답자의 특성

설문에 응답한 168명 중 남자는 122명(72.6%)이었고, 대부

분 내과전문의였으며(166명, 98.8%), 3차 의료기간에 근무하는 

임상의사(100명, 59.5%)가 가장 많았다. 대학교수는 59명

(35.1%)이었고, 전임의 46명, 봉직의 36명, 개업의 27명이었다. 

전문의가 된 뒤 내시경을 시행한 경력이 5년 미만인 의사는 73

명(43.5%), 5년 이상인 의사는 95명(56.5%)이었다. 입원 및 외

래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는 127명

(75.6%), 건강 검진 내시경만을 시행하는 의사는 41명(24.4%)

이었다(Table 1).

2.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의 진단

위축성위염 진단을 위해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시 조직생검

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이하 3차의)는 45% (45/100명)가 시행하였고, 기타 병원에 근

무하는 의사(이하 1,2차의)는 50% (34/68명)가 시행하여 차이

가 없었다(P=0.28). 장상피화생의 진단을 위해 상부소화관 내시

경검사 시 조직생검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차의는 

85.0% (85/100명), 1, 2차의는 92.6% (63/68명)가 시행하고 

있어,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32). 3차의와 1, 2차의 모두 

위축성위염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비해 장상피화생이 동반된 

경우 조직생검을 통한 진단을 더 많이 하였다(3차의, 14% vs. 

35%, P=0.04; 1, 2차의 23.5% vs. 38.2%, P=0.03) (Fig. 1A).

건강검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내시경검사를 하고 있는 의사들

(이하 검진의)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하 진료의)을 비교하였을 때, 위축성위염의 경우 

검진의는 29.3% (12/41명), 진료의는 52.8% (67/127명)에서 

조직생검을 통한 진단을 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P=0.05). 장

상피화생의 경우 검진의는 92.7% (38/41명), 진료의는 86.7% 

(110/127명)에서 조직생검을 통한 진단을 하였다(P=0.60). 검

진의와 진료의 모두 조직생검을 통한 진단은 위축성위염에 비

해 장상피화생의 경우에 더 많이 시행하였다(검진의 P=0.01, 

진료의 P=0.04) (Fig. 1B).

대학병원의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이하 교수)와 기타의 의사

(이하 기타의)를 비교하였을 때, 위축성위염의 경우 교수는 

50.8% (30/59명)가 조직생검을 통해 진단하였고, 기타의는 

45.0% (49/109명)에서 조직생검을 통해 진단하였다. 그러나 장

상피화생의 경우 교수는 76.3% (45/59명), 기타의는 94.5% 

(103/109명)에서 조직생검을 통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

였다. 기타의는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의 경우 조직생검을 

통한 진단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를 보였다(P=0.03; Fig. 

1C).

전문의 취득 후 근무기간을 5년 이상과 5년 미만으로 나누

었을 때, 위축성위염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의사(이하 숙련

의)는 55.8% (53/95명)가 조직생검을 통해 진단하였고, 5년 미

만 근무한 의사(이하 비숙련의)는 35.6% (26/73명)가 조직생검

을 통해 진단하였다. 그러나 장상피화생의 경우 숙련의는 

81.1% (77/95명)가 조직생검을 통해 진단하였고, 비숙련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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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hologic diagnosis of atrophic gastritis and intestinal metaplasia. (A) Comparison between doctors working in 3rd/university hospital 
and in other hospital. (B) Comparison between doctors working in routine health check-up centers and in patient care. (C) Comparison between
university staff and others. (D) Comparison between after board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and over 5 years.

97.3% (71/73명)에서 조직생검을 통해 진단하였다. 비숙련의에

서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진단을 위한 조직생검률은 통계

적으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P=0.01; Fig. 1D).

3.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의 추적 검사

위축성위염 환자의 추적 검사는 3차의(54.0%)와 1, 2차의

(58.9%) 모두 2년에 1회 추적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을 가장 선

호하였고, 장상피화생의 경우 3차의(79.0%)와 1, 2차의(54.4%) 

모두 1년에 1회 추적 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을 선호하여, 위축

성위염과 장상피화생에 대한 추적 검사의 기간을 다르게 생각

하고 있었다(P=0.04, 1, 2차의 P=0.05) (Fig. 2A).

검진의와 진료의를 비교하였을 때, 위축성위염 환자의 추적 

검사는 양군 모두 2년에 1회 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을 선호하였

고(65.9% vs. 52.8%), 장상피화생 환자의 추적검사는 양군 모

두 1년에 1회 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을 선호하여(58.5% vs. 

72.4%),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에 대한 추적 검사의 기간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검진의, P=0.01; 진료의 P=0.03) (Fig. 

2B).

교수와 기타의를 비교하였을 때, 교수는 위축성위염 환자와 

장상피환상 환자 모두에서 1년에 1회 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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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llow up interval in atropo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A) Comparison between doctors working in 3rd/university 
hospital and in other hospital. (B) Comparison between doctors working in routine health check-up centers and in patient care. (C) Comparison 
between university staff and others. (D) Comparison between after board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and over 5 years.

선호하였으나(45.8% vs. 66.9%; P=0.14), 기타의는 위축성위염

의 경우 2년에 1회, 장상피화생의 경우 1년에 1회 내시경검사

를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62.4% vs. 70.6%; P=0.01) (Fig. 2C).

숙련의와 비숙련의를 비교하였을 때, 위축성위염 환자의 추

적 검사는 양군 모두 2년에 1회 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을 선호

하였고(57.5% vs. 54.7%), 장상피화생 환자의 추적검사는 양군 

모두 1년에 1회 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74.0% vs. 

65.3%). 비숙련의는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추적 검사 기

간에 통계적 차이를 보였으나(P=0.01), 숙련의의 경우 통계적으

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6; Fig. 2D).

4.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에 대한 Helicobacter 
pylori 제균 치료

위축성위염의 경우 3차의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 H. pylori 제균치료를 하였고, 제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0% (30/100명)였다. 1, 2차의는 위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순이었고, 제균 치료

를 하지 않는 경우는 16.2% (11/68명)로 양군간 차이는 없었다

(Fig. 3A). 장상피화생이 있을 경우 3차의는 30.0% (30/100명)

에서 제균치료를 하지 않았고, 1, 2차의는 16.2% (11/68명)에

서 제균치료를 하지 않아,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 모두 H. 

pylori 제균치료 시 동일하게 취급하였다(Fig.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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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in atrop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A) Comparison between doctors working in 
3rd/university hospital and in other hospital. (B) Comparison between doctors working in routine health check-up centers and in patient care. 
(C) Comparison between university staff and others. (D) Comparison between after board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and over 5 years.

검진의와 진료의를 비교하였을 때, 검진의는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 모두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균치료를 하는 경우

가 가장 흔하였고(63.4%), 진료의는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 

모두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환자의 요구 순으로 두 군간

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를 보였다(위축성위염, P=0.01; 장

상피화생, P=0.01) (Fig. 3B).

교수는 위축성위염이 있을 때 H. pylori 제균치료를 하는 경

우는 위암의 가족력, 환자의 요구 순이었고, 제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17.0% (10/59명)였다.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 제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20.3% (12/59명)였다. 기타의는 H. 

pylori 제균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위축성위염이 있을 때 

28.4% (31/109명),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 26.6% (29/109명)로 

교수와 기타의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위축성위염, 

P=0.57; 장상피화생, P=0.61) (Fig.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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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의와 비숙련의를 비교하였을 때, 숙련의는 위축성위염 

환자의 16.8% (16/95명)에서 제균치료를 하지 않았고, 장상피

화생 환자의 19.0% (18/95명)에서 제균치료를 하지 않았다. 비

숙련의는 위축성위염 환자의 34.3% (25/73명)에서 제균치료를 

하지 않았고, 장상피화생 환자의 31.5% (23/73명)에서 제균치

료를 하지 않아,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위축성위염, 

P=0.001; 장상피화생, P=0.001) (Fig. 3D).

고    찰

제한된 비용과 의료자원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위암을 선별

해내기 위해 다양한 임상적 접근을 통하여 진료지침의 개발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임상에서 참고할

만한 고유의 진료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진료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임상연구들에 의한 근거중심의 의학적 접

근이 필요한 외에도, 실제 임상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진료 현실

에서 실현 가능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설문 

연구는 국내 진단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되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 환자를 접하였을 때, 실제 임

상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생검을 통한 병리학적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3 근무 기관의 형

태, 내시경검사의 경험 기간, 환자 진료 여부, 전문성 등에 상관

없이 위축성위염에 비해 장상피화생의 경우 진단을 위한 조직

생검을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다만 교수군와 숙련의군에

서는 위축영위염과 장상피화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

지 않아, 전문가 집단이나 경험이 많을수록 장상피화생의 진단

을 위해 조직생검을 시행하기보다는 육안으로 진단을 하는 경

향을 보였다. 위축성위염보다 장상피화생의 경우 조직생검을 

더 많이 시행하는 이유는 장상피화생 자체를 진단하기 위한 조

직생검보다는 장상피화생으로 인하여 점막에 융기된 병변이 많

아서 위선종, 조기위암 등을 배제하기 위한 생검을 더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시경적 진단과 병리학적 진단이 일치율이 

높지 않으므로,4 집단 검진에서 조직학적 생검을 통한 위축성위

염 및 장상피화생의 확인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위암의 전구 단계로 주기적인 추

적 검사가 필요하다. 추적 검사의 시기는 한 연구에서 위축성위

염, 장상피화생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2년에 1회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나,5 본 연구의 결과 대

부분의 의사들은 위축성위염의 경우 2년에 1회, 장상피화생의 

경우 1년에 1회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현재까지

는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을 추적 검사할 때, 그 주기를 다르

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의 구분

을 대부분 육안적으로 하였으므로, 병리학적 소견을 확인하지 

않고 추적 검사를 시행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Correa1가 제시한 위암의 전구 단계 병변으로서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화생은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진행

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6,7 2013년 새로운 국내의 H. pylo-

ri 진료 지침에서는 H. pylori에 감염된 위축성위염 및 장상피

화생 환자가 제균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8 최적의 제균 치료 시

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위축성위염이

나 장상피화생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균 

치료를 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이 위축성위염과 장

상피화생 환자에서 H. pylori 제균 치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환자가 약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제균 치료를 하고 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검진의와 진료의 사이에 H. pylori 제균 치료

의 견해에 차이가 있었고,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진의의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쉽게 접할 기

회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고, 근무기간이 짧은 의사 역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접할 기회가 적었을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가이

드라인을 건강검진 의사와 젊은 의사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

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설문 조사 응답자가 총 168명으로 

많지 않았던 점, 그 중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의가 37

명(22.0%), 그리고 2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의가 31명

(18.5%)으로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의 근

본적인 목적 중 하나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가

이드라인으로 진료의 혼선이 있어, 환자를 진료할 때 참고하여 

진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이번 설문조사 대

상의 대부분(100명, 59.5%)이 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임상의

이므로, 1, 2차 의료기관에서 실제 어떻게 진료하고 있는지 참

고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의사들은 위축성위염

과 장상피화생의 진단은 조직생검보다는 내시경적으로 주로 이

루어지고 있고, 추적 검사 간격은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의 

경우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

는 의사와 경험이 짧은 의사일수록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에

서 H. pylori 제균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다. 위축성위염 및 장

상피화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진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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