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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sue 림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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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negative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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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90% of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 lymphomas are associated with Helicobacter pylori in-
fection and 10% of gastric MALT lymphomas occur independent of H. pylori infection. The gene translocation t(11;18)(q21;q21) 
is frequently observed in cases presenting with H. pylori-negative gastric MALT lymphomas. H. pylori-negative gastric MALT lym-
phomas do not differ from H. pylori-positive gastric MALT lymphomas in terms of clinical features and endoscopic findings and 
show similar prognosis. H. pylori eradication therapy could be considered as first-line treatment for gastric MALT lymphomas re-
gardless of their H. pylori infection status. In cases with H. pylori-negative gastric MALT lymphomas, the rate of response to erad-
ication therapy varies from 0 to 83%. If gastric MALT lymphoma persists for more than a year, secondary treatment with radio-
therapy, chemotherapy, and/or surgery should be considered. Of note, the comparative outcome is excellent.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7;17: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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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림프종은 다양한 조직학적, 면역화학적, 분자유전학적 특징

을 갖고 있는 아형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질환이며 위는 림프종

의 가장 흔한 림프절외장기로서 위장관 림프종의 68∼75%가 

위에 발생한다.1 원발성 위림프종은 위 종양의 3%, 전체 림프종

의 10%를 차지하며 호발 연령은 50∼60대이며 남자에서 흔히 

나타난다.2 

1983년 Isaacson과 Wright3에 의해 처음 기술된 점막연관림

프조직(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 림프종은 

2008년 WHO에서 extranodal marginal zone B-cell lym-

phoma of MALT로 재분류되었다.4 위 MALT 림프종은 원발성 

위림프종의 40∼5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여자에서 

호발한다.5 

Helicobacter pylori 감염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위점막의 T

세포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위 MALT 림프종이 발생한다고 알

려져 있으며 1993년 Wotherspoon 등6은 H. pylori 제균을 하

여 위 MALT 림프종이 관해됨을 처음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 

MALT 림프종의 10%는 H. pylori 감염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본고에서는 H. pylori 음성 위 MALT 림프종의 발병기전, 진단, 

치료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본    론

1. 발병기전

위 MALT 림프종의 90% 이상은 H. pylori 감염과 연관이 있

으나 10%는 H. pylori 감염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H. pylori 음성 위 MALT 림프종 발병에는 여러 가

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위 MALT 림프종에는 몇 가

지 유전자 전위가 관찰되었는데 t(11;18)(q21;q21), t(1;14) 

(p22;q32), t(14;18)(q32;q21), t(3;14)(p13;q32)이다.7,8 그 중

에서 H. pylori 음성 위 MALT 림프종에서는 t(11;18) 

(q21;q21)가 가장 흔히 관찰되었는데 이 유전자 전위는 

MALT1 유전자의 C말단에 API2 유전자의 N말단이 융합되어 

API2-MALT1 융합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 nuclear fac-

tor-kappa B를 활성화하여 종양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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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 둘째, H. pylori 외의 세균이 위 내 만성 염증을 유발하

여 MALT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Morgner 등10

은 H. pylori 음성이면서 H. heilmannii 양성의 위 MALT 림프

종 5예를 보고하였다. 또한 쥐실험에서 H. heilmannii 감염이 

위의 B세포 림프종을 유발하여 위 MALT 림프종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1 셋째, Sjögren’s 증후군이 이하선 

MALT 림프종과 연관이 있으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갑상선 림

프종의 위험인자로 알려지면서12,13 위 MALT 림프종에서도 자

가면역성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다. 

2. 진단

1) 임상 증상

위 MALT 림프종의 임상 증상은 다른 위장 질환들에서도 흔

히 관찰되므로 비특이적이며 H. pylori 음성 위 MALT 림프종

의 임상증상은 H. pylori 양성 위 MALT 림프종과 유사하다. 가

장 흔한 증상은 소화불량과 상복부 통증이며, 오심 및 구토, 상

부위장관 출혈이 나타나기도 하며 전형적인 B증상은 1% 미만

에서 나타난다.5 

2) 위 내시경검사

위 MALT 림프종의 내시경 소견은 다양하고 비특이적 형태

로 나타나며 모든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전정부와 위각부, 

하부 체부에서 주로 관찰된다. 내시경 소견에 따라 Chin 등14은 

위 MALT 림프종을 표재성 병변, 점막주름의 비후성 병변, 궤양

침윤형 병변, 종괴형성 병변으로 분류하였으며, 표재성 병변이 

54%로 가장 흔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표재성 병변은 만성 위

염과 내시경 소견이 비슷하여 진단이 어려운데, Yokoi 등15은 

표재성 병변을 표면 함몰형, 점막하 종양형, 다발성 미란형, 조

약돌 점막형, 부분적 점막주름 비후형, 점막 퇴색형의 6가지로 

재분류하였다.

최근에는 위장관 질환의 진단에 확대내시경의 유용성을 연구

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Nonaka 등16은 확대내시경이 위 

MALT 림프종의 진단뿐만 아니라 제균 치료에 대한 반응까지 

평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여 H. pylori 음성 위 MALT 림프종 

환자에서 제균 치료 후 이차 치료 유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3) 조직검사

위 MALT 림프종의 최종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시행

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과 광범위큰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등 다른 질환과 감별을 위해서는 최소 10

개 이상의 조직검체를 획득하기를 추천하고 있다.17 저등급 위 

MALT 림프종의 경우는 75%에서, 고등급 림프종의 경우에는 

79%에서만이 첫 번째 조직검사에서 진단이 된다고 보고하였

다.18 림프종이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조직검사에서 

위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으로 큰 조직겸자가 필

요할 수 있으며 내시경 소견이 점막하 종양형태로 나타날 때에

는 점막절제술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직검사나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필요할 수 있다.19

MALT 림프종의 진단기준은 Wotherspoon 등6이 발표한 5

등급 체계가 널리 사용되는데 이 중 score 5 병변을 MALT 림

프종으로 진단하며, score 3, 4 병변은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

용한 면역글로불린 중쇄유전자 재배열을 분석하여 B세포 단클

론성이 증명되면 MALT 림프종으로 진단할 수 있다.20

H. pylori 음성 위 MALT 림프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위음

성을 배제하기 위해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H. pylori에 대한 

검사를 적어도 두 가지 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1

4) 병기설정검사

위 MALT 림프종으로 확진되면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병기설정검사가 필요하다. 림프종의 병기설정 방법은 Lugano 

병기분류법과 변형된 Ann Arbor 병기분류법이 주로 이용되는

데 후자가 병변의 침윤 깊이를 포함하고 있어 제균 치료의 반

응이나 예후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22,23

내시경초음파 검사는 위 MALT 림프종의 진단과 치료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시경 조직검사가 불분명할 경우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조직생검을 하여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종양의 

침윤 깊이와 주변 림프절의 전이 유무를 파악하여 치료 방침과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침윤 깊이에 대한 내시

경초음파 검사의 민감도는 89%, 특이도는 97%, 정확도는 95%

로 보고하고 있다.24 

컴퓨터단층촬영은 전신의 림프절을 평가하기 위해 도움이 되

나 위 주위의 림프절 침범 여부의 판정에는 민감도가 낮으며 

PET 스캔은 종양의 크기가 작고 서서히 진행하는 특징 때문에 

위음성이 많다.25-27 위 MALT 림프종의 골수 침범은 10%로 드

물지만, 일반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나 골수 침범을 보인 

위 MALT 림프종 증례도 보고하고 있다.28 

3. 치료

위 MALT 림프종의 치료는 H. pylori 감염 유무 및 병기와 

관계없이 항생제를 이용한 제균 치료를 처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H. pylori 양성인 경우 제균 치료로 약 75%에서 완

치율을 보고하고 있으며29,30 H. pylori 음성인 경우 제균 치료

에 대한 반응률은 0∼83%로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Table 

1).31-43 

Raderer 등32은 6명의 H. pylori 음성환자에서 제균 치료를 

하여 1명은 부분 관해, 4명은 완전 관해를 보여 83%의 가장 높

은 반응률을 보고하였으며 치료 후 36개월째 완전 관해를 보인 

증례도 있었다. 그들은 최근에 후속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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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 Reports of Eradication Treatment on Helicobacter pylori-negative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43

Author Responding patients/treated patients (n) Responding rate (%)

Steinbach et al.35 (1999) 0/6 0
Ruskoné-Fourmestraux et al.34 (2011) 0/10 0
Ye et al.33 (2003) 0/5 0
Nakamura et al.31 (2006) 2/7 29
Raderer et al.32 (2006) 5/6 83
Akamatsu et al.36 (2006) 1/9 11
Terai et al.37 (2008) 1/4 25
Park et al.38 (2010) 3/4 75
Asano et al.39 (2012) 5/17 29
Choi et al.40 (2013) 2/5 40
Raderer et al.42 (2015) 5/13 46

률이 46%로 낮았으나 다른 보고들보다는 반응률이 높았다.42 

초기 연구들은 제균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제균 후 추적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었다.33,35 Zullo 등41은 H. 

pylori 음성환자 110명을 포함한 11개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

였는데 제균 치료로 17명(15.5%)에서 완전 관해가 있음을 보고

하여 H. pylori 감염유무와 관계없이 제균 치료를 1차 치료로 

시도해 볼 것을 주장하였다. H. pylori 음성환자에서 제균 치료

가 효과가 있다는 가설로는 H. pylori가 아닌 다른 세균이 제균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클라리스

로마이신 항생제가 환자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효과가 있

을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10,44,45

H. pylori 음성환자에서 제균 치료에 대한 반응률을 예측하

는 인자들을 분석한 보고들에 따르면 다발성 병변이거나, 위의 

근위부와 원위부를 모두 침범한 경우, 점막하층을 넘어 침범하

거나 고등급 악성도의 성분을 포함한 경우, 초음파내시경에서 

위 주위의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 t(11;18)(q21;q21)의 유전자 

변위가 있을 때 반응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4,39,40,46-48 

제균 치료에 반응이 없는 H. pylori 음성환자에서 방사선치

료나 항암치료 등의 이차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Zullo 등49

은 방사선 치료효과를 97.8%까지 보고하였으며 CD20에 대한 

단클론항체인 rituximab을 포함한 항암치료도 우수한 성적을 

보고하였다.50,51 수술은 종괴로 인한 위장폐색이나 천공, 출혈

이 발생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으며 IE1 병기의 MALT 림프종

에서 전위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5년 및 10년 생존율은 각각 

90%와 70%로 알려져 있다.52,53 그러나 아직까지 제균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일정한 치료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으로 치

료자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며 일부에서는 위 MALT 림프종

이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적극적 치료 없이 1년 

이상 조심스럽게 추적검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

4. 국내의 치료성적

2009년 Chung 등54은 H. pylori 음성환자 29명을 평균 39

개월 추적하였는데 모든 치료 후 완전 관해율은 96.2%, 5년 생

존율도 87.0%로 H. pylori 양성환자와 차이가 없었다. 치료 방

법에 따른 반응률을 보면 제균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수술

은 17명 중 15명(88.2%), 항암 치료는 8명 중 6명(75.0%), 방

사선 치료는 4명 중 4명(100%)으로 나타났다. 2010년 Park 

등38은 11명의 H. pylori 음성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는데 

11명(100%) 모두에서 완전 관해가 있었다. 제균 치료는 6명에

서 시행하였으며 3명은 제균 치료만으로도 완전 관해가 이루어 

졌으며 나머지 3명은 환자가 방사선치료를 추가적으로 원해 시

행하였으며, 3명은 방사선치료로, 1명은 수술을, 1명은 내시경

절제술로 완전 관해가 되었다. 

2013년 Choi 등40은 10명의 H. pylori 음성환자에서 제균 

치료는 5명에서 시행하였으며 이 중 2명은 제균 치료만으로도 

완전 관해가 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추가적으로 방사선치료를 

하여 완전 관해가 되었다. 전신상태가 나쁜 1명은 추가 치료 없

이 경과관찰을 하였다. 5명은 초치료로 방사선치료를 하여 4명

에서 완전 관해가 되었으며 부분 관해가 된 1명은 항암치료를 

추가하여 완전 관해가 되었다. 

결    론

위 MALT 림프종의 10%는 H. pylori 감염과 무관하게 발병

하며 t(11;18)(q21;q21)의 유전자 변위가 흔히 관찰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H. pylori 음성 위 MALT 림프종은 H. pylori 

양성 MALT 림프종과 임상양상 및 내시경 소견에서 큰 차이는 

없으며 예후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 pylori 음성 위 

MALT 림프종은 항생제를 이용한 제균 치료를 첫 치료로 시도

해 볼 수 있으며 최근의 연구들은 일부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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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년 이상 추적검사를 하여 MALT 림프

종이 지속되면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수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우수한 치료성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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