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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만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대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 위암 검진 목적으로 매 2년 간

격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 또는 상부위장관 조영술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암 위암 검진 프로그램 위암 검진의 결과로 위암의 조

기발견 및 진단, 그리고 치료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보고는 있었

지만, 이러한 임상적 이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Jun 등1은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암검진 위암 검진

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2002년과 2003년 사이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이전 암의 병

력이 없는 16,584,283명에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새롭게 

위암이 진단되어 2012년 12월 이전 위암으로 사망한 54,418

명을 환자군으로 정의하고, 환자군과 코호트 진입시기, 연령, 

성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태를 1:4로 매칭한 217,672명을 대

조군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이루어진 

nested case-control 코호트 중 상부위장관 내시경 또는 상부

위장관 조영술로 위암 검진 검사를 시행한 대상자들을 검진자 

그룹으로, 위암 검진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비

검진자 그룹으로 하여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검진자 그룹에서는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0.79 

(95% CI, 0.77∼0.81)로 비검진자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검진 검사종류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내시경검사를 이

용한 검진의 경우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0.53 (95% CI, 

0.51∼0.56)으로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상부위장관 조영술의 

경우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0.98 (95% CI, 0.95∼1.01)

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내시경검사 횟수에 따라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한 차례 검사 시 0.63 (95% 

CI, 0.57∼0.63), 두 차례 검사 시 0.32 (95% CI, 0.28∼0.37), 

그리고 세 차례 이상 검사 시 0.19 (95% CI, 0.14∼0.26)로 횟

수 증가에 따른 위암 사망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이번 분석에서, 

위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는 위

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인 검사로 생각된다. 

하지만 상부위장관 조영술의 경우 위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

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국가암검

진 프로그램의 위암 검진 검사를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만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하였다. 

해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위

암 검진 검사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가 위암으로 인한 사

망 위험도를 47% 감소시켰으며, 내시경검사의 횟수가 증가할

수록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을 보

여준 첫 연구 보고이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위암 발견에 

대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69.0%, 

96.0%이며, 상부위장관 조영술의 경우 민감도가 36.7%,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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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96.1%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가 상부위장관 조영술에 

비교하여 더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2 또한, 국소부위에 국한된 

덜 진행된 위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부위장관 내시경검

사가 상부위장관 조영술검사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한편,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는 조직검사가 바로 가능하

여 병리적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외에도 Helicobacter pylori 검사가 가능하며, 위축성 위염 

또는 장상피화생 같은 위암의 전구병변 상태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암 검진 검사로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가 상부위

장관 조영술에 비하여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위암 검진 검사로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또는 상부위장관 조영술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을 통하여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

다. 추가 분석에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

사를 받은 경우에만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검사 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감소하였다. 하지만 

상부위장관 조영술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위암으로 인한 사

망 감소 효과가 없었으며,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상

부위장관 조영술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지 못하였

다.4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시행되는 검사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는 상부위장관 조영술검사보다 더 적절한 검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위암 검진 검사로 상부위장

관 내시경검사만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내시경검사에 따르는 비

용 문제 해결, 내시경 장비 확보 및 적절한 관리, 그리고 자격

을 갖춘 내시경검사 인력 확보 및 국가적 차원에서 내시경 질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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