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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서 충분한 관찰시간이 신생물 발견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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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암의 조기발견과 위암의 5년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상부위장관 내시경의 위음성 비율은 10∼20% 정도로, 검사자

가 놓친 병변이나 중간암(interval cancer)이 그 원인이다. 대장

내시경검사에서 질 지표로 알려져 있는 회수시간(withdrawal 

time), 선종 발견률 등과 같은 지표가 현재 상부위장관 내시경

에서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Park 등1은 상부위장관 내시경검

사에서 검사시간과 상부위장관 신생물 발견 빈도 간의 상관관

계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2009년 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검진 대상자 120,871명 

중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30세 미만, 위암 등 수술력이 

있는 사람, 불완전 검사자들을 제외하고 총 111,962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내시경의사는 이 연구 전 최소 3,000예 

이상의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소화기내

과 펠로우쉽을 이수한 14명의 의사들로, 연구 첫 해에 생검을 

하지 않은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의 평균 검사시간을 기준으로 

빠른 속도 또는 느린 속도의 내시경의사로 분류를 하였고, 모든 

내시경의사가 동일한 내시경 검사기기를 이용한 생검에서 식도, 

위 또는 십이지장의 병변이 신생물로 병리학적으로 확진된 경

우를 의미 있는 소견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내시경 검사시간과 

상부위장관 신생물 발견 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후향적으로 분

석하였다. 검사시간은 십이지장에서 관찰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내시경을 회수한 시간까지로 정의하였다. 검사시간 3분을 기준

으로 정해 8명의 내시경의사를 빠른 검사자(평균 2.38±0.21

분)로, 6명의 내시경의사를 느린 검사자(평균 3.25±0.19분)로 

분류하였다. 생검을 시행하지 않은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의 

평균 검사시간은 2분 53초였다. 빠른 검사자는 환자의 0.2%에

서 신생물을 발견하였고, 느린 검사자는 0.28%에서 발견하였다

(P=0.0054). 각 검사자들의 평균 검사시간은 신생물 발견 비율

과 상관이 있었다(R2=0.54, P=0.046). 검사자들의 생검 비율은 

검사자 간 차이가 있었으며(6.9∼27.8%), 신생물 발견 비율과

도 상관이 있었다(R2=0.76, P=0.0015). 느린 검사자들이 빠른 

검사자들보다 생검 비율이 높았으며(R2=0.51, P=0.0647), 생검 

비율이 높을수록 신생물 발견 비율도 높았다(R2=0.75, P= 

0.0021). 다변량분석에서 느린 검사자는 빠른 검사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신생물을 발견하였다(odd ratio, 1.52; 95% con-

fidence interval, 1.17∼1.97). 100,000명 이상의 국가 암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후향적 연구에서 느린 내시경의사가 

빠른 내시경의사보다 위장관 신생물을 발견하는 비율이 높았으

며,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내시경 검

사시간이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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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가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적합한 지표에 관한 연

구는 드물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시경에서 잘 찍힌 표준화

된 사진들만을 적절한 검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2 이것 

하나만으로는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양질의 검사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Park 등1

의 연구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시간과 식도암, 위선종 및 위

암과 같은 상부위장관 신생물 발견 빈도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첫 연구로 내시경 검사시간을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질 관리

의 지표로 제시하였다. 십이지장에서 회수하면서 평균 3분 이

상을 관찰한 검사자들이 3분 미만의 검사자들보다 생검을 더 

자주 시행하여 신생물 발견 비율이 높았다. 이는 3분 이상을 관

찰한 검사자들이 그렇지 않은 검사자들보다 좀 더 위 점막의 

세밀한 변화까지 관찰하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장점은 연구에 포함된 내시경의사들이 소화기내과

에서 수련 받은 전문가들이란 점과 10만 명 이상의 검진자를 

대상으로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분석한 대규모 연구라는 점이

다. 또한 위장관 암을 일으킬 만한 흡연, 비만, 가족력 등 위험

인자를 고려하였다. 후향적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오히려 전

향적 연구로 진행하면 평소보다 오래 관찰하는 비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명 이상의 대상자와 7년 동안의 추적관

찰로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부위장

관 내시경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

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낮은 서양에서도 일

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지만, 상부위장관 내

시경을 많이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표준 지침이 

되는 초석이 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질 관리에 있어 특정 부위의 사진 촬영 외

에, 다른 기준 즉 검사시간을 적절한 질 지표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대장내시경 검사의 한 가지 질 지표는 회수할 때 6분 

이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장내시경 삽입시간의 차이

가 관찰자마다 환자마다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회수시간을 

질 지표로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는 대

장내시경 검사보다 관찰자마다 삽입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부식도부터 시작해서 내시경 회수까지 관찰

한 전체시간을 질 지표로 고려한 연구도 필요하다. 내시경의사

마다 관찰하는 유형이 달라, 내시경을 삽입하면서 주요부위를 

사진 찍고 관찰하는 성향을 가진 내시경의사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서 적절하고 객관적인 검사

의 질 관리 기준이 없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서 3분 이

상 관찰하는 것이 신생물을 발견하는 비율을 높여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의 질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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