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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환자에서 수술 전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한가?

양희찬, 이주형1, 임성균, 손홍선, 서승영, 김성훈, 김인희, 이승옥, 이수택, 김상욱
북 학교 의학 문 학원 내과학교실, 방의학교실

1

Is Preoperative Work-Up Colonoscopy Necessary for Patient with Gastric Cancer?

Hee Chan Yang, Ju Hyung Lee1, Sung Kyun Yim, Hong-Seon Son, Seung Young Seo, Seong Hun Kim, In Hee Kim, Seung Ok Lee, 
Soo Teik Lee, Sang Wook Kim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and Preventive Medicine1,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Background/Aims: Recently,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e incidence of colorectal neoplasm (CRN) to be increased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Thus preoperative colonoscopy is recommended for the screening of CR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
tigate the prevalence of colorectal adenoma and cancer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and evaluate the necessity of preoperative co-
lonoscopy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We collected data from 293 patients who underwent gastrectomy due to gastric cancer at one tertiary in-
stitution between January to December 2015. Preoperative colonoscopy was performed in 127 patients of 293 patients. To compare 
the prevalence of colorectal neoplasm, we selected 900 persons who underwent upper esophagogastroduodenoscopy and colono-
scopy for health screening during 2015.
Results: The prevalence of overall CRN was similar in the gastric cancer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prevalence of colorectal 
advanced adenoma and cancer was higher in the gastric cancer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ut it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prevalence of colorectal advanced adenoma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of age ≥70 years and smoking.
Conclusions: The risk of advanced colorectal adenoma increases significantly in patients with old age but not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We suggest that all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might not carry a high risk for advanced colorectal adenoma compared with 
the normal population. Patients with old age might require surveillance colonoscopy.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6;16: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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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암과 대장암은 2013년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발생의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질환이

다.1 위암과 대장암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위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대장암의 발견과 대장선종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는 보고가 있으며 위암과 동시에 발생되는 대장암의 경우 병리

학적으로 미분화성 위선암이 많다는 보고도 있다.2-4 따라서 일

부 임상현장에서는 위암환자의 수술 전 평가에 대장내시경을 

포함시켜서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암과 대장암의 발생 경

로를 보면 Helicobacter pylori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 유전

적 경로를 보이기 때문에 두 종양 간의 발생 공통점을 입증하

기가 어렵고 현재의 미국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guideline과 국내 다학제 근거 기반 위암 진료 권고

안을 보면 위암 환자의 수술 전 평가에서 대장내시경을 필수 

검사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다.5-7 이번 연구에서는 위암으로 진

단되어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전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

한 군과 동일한 기간 동안에 위, 대장내시경을 검진 목적으로 

시행 받은 대조군에서 대장암 또는 대장선종의 발생 유무 및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환자군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북대학교병

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되어 외과에서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위

암 환자 293명 중 동일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 받기 전 1년 이

내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1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

은 같은 기간 동안 동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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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한 14,214명 중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이 시행 받은 900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900명의 위암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 중 

위암으로 진단된 사례는 없었으며 모두 연구 대조군으로 포함

하였다(Fig. 1). 모든 환자군과 대조군은 연령, 성별, 신장, 몸무

게,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당뇨, 흡연, 혈당 그

리고 대장내시경상 용종의 유무 및 크기와 병리학적 소견을 후

향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윤리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6-09-034).

2. 위암과 대장선종, 진행성 대장선종 및 대장 선암의 
정의 

위암은 조직학적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정의하

였다. 용종의 경우는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제거 하였고 이 중 

대장선종과 선암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대장선종 중 직경이 1 

cm 이상이거나 조직검사상 융모상 선종, 또는 고분화 이형성인 

경우를 진행성 대장선종으로 정의하였고 대장 선암은 조직학적

으로 진단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3. 통계분석

환자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위해 연속형 변수는 t-test를 이용

하여 비교하였으며 범주형 자료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대장 신생물 발생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단변량 분

석 P value 0.2 이하인 변수를 포함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OR을 구하였다. 환자군의 특성을 반영한 대조군을 

선정하기 위해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군 127명에 1 대 2 매칭을 

실시하여 총 254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두 그룹 간 대장 신생

물 발생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은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 및 R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매칭하였고, 나머지 분석은 Stata ver. 14.0 (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USA)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에

서 P value ＜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환자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

환자군의 연령은 평균 61.6±12.4세였으며, 대조군은 51.6± 

10.1세로 환자군의 연령이 더 높았다(P＜0.001). 환자군은 남

자가 85명(66.9%), 여자는 42명(33.1%)이었고, 대조군은 남자 

645명(71.7%), 여자 255명(28.3%)로 두 그룹 간 성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 =0.159). 환자군의 BMI는 23.9±3.1 kg/m2

이고 대조군은 24.5±3.3 kg/m2로 환자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P =0.040). 흡연은 과거흡연자와 현재흡연자를 모두 흡연자로 

분류하였고, 환자군에서는 56명(44.1%), 대조군에서는 211명

(23.4%)이 흡연을 하여, 환자군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P＜ 

0.001). 당뇨의 경우 환자군은 24명(18.9%), 대조군은 96명

(10.7%)으로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 =0.007) 혈당 또한 

환자군에서 119.3±37.6, 대조군에서 92.2±25.9로 환자군에

서 높게 나타났다(P＜0.001). 대장 용종의 경우 환자군은 선종 

41명(32.3%), 진행성 선종 13명(10.2%), 선암 2명(1.6%)이었고 

대조군은 선종 287명(31.9%), 진행성 선종 49명(5.4%), 선암 3

명(0.3%)으로 선종(P =0.501)과 선암(P =0.118)은 유의한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진행성 선종(P =0.033)은 환자군에서 높

게 관찰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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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dvanced Adenoma 

Risk factor
Univariate Multivariate model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Age (ref. ＜70 yr) ≥70 yr 4.14 (2.21∼7.79) ＜0.001 4.30 (2.28∼8.12) ＜0.001
Sex (ref. female) Male 0.95 (0.56∼1.6) 0.837 -
BMI (ref. ＞23 kg/m2) ≤23 kg/m2 0.97 (0.57∼1.68) 0.926
Smoking (ref. non) Current or ex-smoker 1.74 (1.02∼2.97) 0.043 1.84 (1.07∼3.18) 0.028
Diabetes mellitus Yes 1.50 (0.74∼3.03) 0.264
Gastric cancer Yes 1.98 (1.042∼3.763) 0.0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s

Characteristic　 Gastric cancer (n=127) Control (n=900) Total (n=1,027) P valuea

Age (yr) 61.6±12.4 51.6±10.1 52.8±10.9 ＜0.001
BMI (kg/m2) 23.9±3.1 24.5±3.3 24.5±3.2 0.040
Glucose 119.3±37.6 92.2±25.9 95.6±29.0 ＜0.001
Diabetes mellitus
   Yes 24 (18.9) 96 (10.7) 120 (11.7) 0.007
   No 103 (81.1) 804 (89.3) 907 (88.3)
Smoking
   Current or ex-smoker 56 (44.1) 211/899 (23.5) 267/1026 (26.0) ＜0.001
   Non smoker 71 (55.9) 688/899 (76.5) 759/1026 (74.0)
Coloretal adenoma
   Yes 41 (32.3) 287 (31.9) 328 (31.9) 0.501
   No 86 (67.7) 613 (68.1) 699 (68.1)
Advanced colorectal adenoma
   Yes 13 (10.2) 49 (5.4) 62 (6.0) 0.033
   No 114 (89.8) 851 (94.6) 965 (94.0)
Colorectal adenocarcinoma
   Yes 2 (1.6) 3 (0.3) 5 (0.5) 0.118
   No 125 (98.4) 897 (99.7) 1,022 (99.5)
BMI (kg/m2)
   ≤23 72 (56.7) 608/893 (68.1) 680/1020 (66.7) 0.008
   ＞23 55 (43.3) 285/893 (31.9) 340/1020 (33.3)
Sex
   Male 85 (66.9) 645 (71.7) 730 (71.1) 0.159
   Female 42 (33.1) 255 (28.3) 297 (28.9)
Glucose
   ≤110 64 (50.4) 112/898 (12.5) 176/1025 (17.2) ＜0.001
   ＞110 63 (49.6) 786/898 (87.5) 849/1025 (82.8)

BMI, body mass index.
aAnalyzed by t-test (age, BMI, glucose) or Fisher’s exact test.

2.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진행성 대장선종의 위험인자 
비교

진행성 대장선종에 대해 위험인자 분석을 위해 P value가 

0.2 이하인 변수를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70

세 이상(OR, 4.14; 95% CI, 2.21∼7.79; P＜0.001)과 비흡연

자에 비하여 과거 흡연자나 현재 흡연자(OR, 1.74; 95% CI, 

1.02∼2.97; P =0.043)의 경우 위암(OR, 1.98; 95% CI, 1.042∼

3.763; P =0.037)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위 변수를 모두 포

함시켜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OR, 4.30; 95% CI, 2.28∼

8.12; P＜0.001)과 흡연(OR, 1.84; 95% CI, 1.07∼3.18; P = 

0.028)만이 진행성 대장선종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 대장 신생물에 대한 위암의 위험도

연령, 흡연 유무, BMI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위암에 의한 

선종(OR, 0.72; 95% CI, 0.46∼1.13; P =0.153) 및 진행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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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s for Colorectal Neoplasm between Gastric Cancer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Adjusted ORa (95% CI) P value

Colorectal adenoma 0.72 (0.46∼1.13) 0.153
Advanced colorectal adenoma 1.58 (0.74∼3.36) 0.233
Colorectal adenocarcinoma - -

a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and adjusted by age, smoking and 
body mass index.

Table 4. Comparison between Gastric Cancer and Normal Control Group after 1 vs. 2 Propensity Matching 

Characteristic Gastric cancer (n=127) Control (n=254) Total (n=381) P valuea

Age (yr) 61.6±12.4 60.3±11.1 60.7±11.5 0.302 
BMI (kg/m2) 23.9±3.1 24.3±3.2 24.2±3.2 0.194 
Glucose 119.3±37.6 94.7±26.0 103.0±32.5 ＜0.001
Diabetes mellitus
   No 103 (81.1) 214 (84.3) 317 (83.2) 0.469 
   Yes 24 (18.9) 40 (15.7) 64 (16.8) 　

Smoking
   Non 71 (55.9) 223 (87.8) 294 (77.2) ＜0.001
   Current 56 (44.1) 31 (12.2) 87 (22.8) 　

Colorectal adenoma
   Yes 41 (32.3) 101 (39.8) 142 (37.3) 0.178
   No 86 (67.7) 153 (60.2) 239 (62.7)
Advanced colorectal adenoma
   Yes 13 (10.2) 17 (6.7) 30 (7.9) 0.232
   No 114 (89.8) 237 (93.3) 351 (92.1)
Colorectal adenocarcinoma
   Yes 2 (1.6) 3 (1.2) 5 (1.3) 1.000
   No 125 (98.4) 251 (98.8) 376 (98.7)
BMI (kg/m2)
   ≤23 55 (43.3) 87/252 (34.5) 142/379 (37.5) 0.115 
   ＞23 72 (56.7) 165/252 (65.6) 237/379 (62.5) 　

Sex
   Male 85 (66.9) 165 (65.0) 250 (65.6) 0.733 
   Female 42 (33.1) 89 (35.0) 131 (34.4) 　

Glucose
   ≤110 63 (49.6) 207/253 (81.8) 270/380 (71.1) ＜0.001
   ＞110 64 (50.4) 46/253 (18.2) 110/380 (28.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r n (%).
BMI, body mass index.
aAnalyzed by t-test (age, BMI, glucose) or Fisher’s exact test.

장선종(OR, 1.58; 95% CI, 0.74∼3.36; P =0.233) 발병 위험

도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선암의 경우 발생 건수가 적어 분석이 

제한되었다(Table 3).

4. 환자군과 1 대 2 짝짓기 대조군에서 임상 특성 비교

환자군의 연령은 평균 61.6±12.4세였으며, 대조군은 60.3± 

11.1세로 환자군의 연령이 더 높았다(P =0.302). 환자군의 BMI

는 23.9±3.1 kg/m2이고 대조군은 24.3±3.2 kg/m2로 두 그룹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 =0.194). 흡연은 환자군에서 56

명(44.1%), 대조군에서는 31명(12.2%)이 흡연을 하여, 환자군

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P＜0.001). 당뇨의 경우 환자군은 

24명(18.9%), 대조군은 40명(15.7%)으로 두 그룹 간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으나(P =0.469), 혈당은 환자군에서 119.3±37.6, 

대조군에서 94.7±26.0으로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 

0.001). 대장 용종의 경우 환자군은 선종 41명(32.3%), 진행성 

선종 13명(10.2%), 선암 2명(1.6%)이었고 대조군은 선종 101

명(39.8%), 진행성 선종 17명(6.7%), 선암 3명(1.2%)으로 선종, 

진행성 선종과 선암군 모두에서 유의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

다(Table 4).

5. 환자군과 1 대 2 짝짓기 대조군에서 진행성 
대장선종의 위험인자 비교

진행성 대장선종에 대해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BMI (OR, 

0.85; 95% CI, 0.32∼2.25; P =0.739), 흡연(OR, 1.48; 95% 

CI, 0.51∼4.31; P =0.467) 당뇨(OR, 1.13; 95% CI, 0.34∼

3.75; P =0.838)와 위암(OR, 1.58; 95% CI, 0.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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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dvanced Adenoma

Risk factor OR (95% CI) P value

BMI (ref. ＞23 kg/m2) ≤23 kg/m2 0.85 (0.32∼2.25) 0.739
Smoking (ref. non) Current or 

ex-smoker
1.48 (0.51∼4.31) 0.467

DM (ref. no DM) Yes 1.13 (0.34∼3.75) 0.838
Gastric cancer Yes 1.58 (0.74∼3.36) 0.233

BMI, body mass index; DM, diabetes mellitus.

P=0.233)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고    찰

본 연구에서 대장선종의 발생빈도는 31.9%이며 환자군에서 

32.3%와 대조군에서 31.9%를 보였다. 이 중 진행성 대장선종

의 경우 환자군에서 10.2%와 대조군에서 5.4%, 대장암의 경우 

환자군에서 1.6%, 대조군에서 0.3%의 발생 빈도를 보였다. 대

조군에 비해 위암 환자군에서 대장선종과 진행성 선종, 대장암

의 발생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령, 흡연 유무, 

BMI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위암에 의한 대장암의 발병 위험

도는 발생 건수가 적어 분석이 제한되었으며, 대장선종 및 진행

성 대장선종의 발병 위험도 또한 증가하지 않았다. 대조군에 비

해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 당뇨와 고혈당 그리고 

과거 혹은 현재의 흡연자인 경우였다. BMI의 경우 오히려 환자

군보다 대조군에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행성 대

장선종에 대한 위험인자 분석의 경우 900명을 대상으로 다변량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의 연령과 흡연이 대장선종의 위험요인

으로 확인되었으나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성향점수 매칭 방법

을 이용한 1 대 2 짝짓기 대조군 연구에서는 BMI, 흡연, 당뇨

와 위암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에서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시

행한 대장내시경검사에서 대장선종이나 대장암 발생이 유의하

게 증가됨이 보고되었다.8,9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장선종

이나 대장암 발생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또한 위암이 진단된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이외에도 

위암의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추가적인 검사로 인해 

대장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암과 대장암의 상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장암 검진에서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 50세에 

검진을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10,11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위선종 또는 위암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위암 치료 전에 선별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장하고 있다.12-14 하지만 비용효과 측면과 

대장내시경의 합병증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모든 위암환자에서 

수술 전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대장내

시경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장선종이나 

선암의 발생에 미치는 주요 인자로 위암을 가진 환자보다 환자

의 연령이나 흡연의 유무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암환자의 경

우라 하더라도 고령이거나 흡연자인 경우와 같이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후향적 연구의 

특성상 선택 바이어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 

기간 동안 치료받거나 내원한 모든 환자를 포함하여 이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무작위로 참가자의 연령과 성별을 

매칭하여 선택 바이어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둘째, 

대조군은 건강 검진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서 선

정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을 더 걱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장선종이나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일반 인구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위암과 대장암의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한 보다 명

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상호 관련 기전에 대한 기초 연구와 많

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적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위암환자의 경우,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을 시행하기보다는 고위험군의 기준을 연구하여 수술 전 대장

내시경을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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