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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factors for improvement of atrop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778 subjects were prospectively enrolled and followed up for 10 years. Histological analysis of 
AG and IM was performed by using the updated Sydney system. To find the predictive factors for reversibility of AG and IM, 24 fac-
tors including genetic polymorphisms and bacter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analyzed.
Results: In all subjects, the predictive factor by multivariate analysis for improvement of both antral and corpus AG was successful 
eradication. The predictive factors for improvement of antral IM were age and successful eradication. The predictive factor for im-
provement of corpus IM was successful eradication. In patients with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ge and cagA were predictive fac-
tors for improvement of AG and IM. In patients with H. pylori eradication, monthly income and cagA were predictive factors for 
improvement of AG and IM.
Conclusions: H. pylori eradication is an important predictive factor of regression of AG and IM and would be beneficial for the pre-
vention of intestinal-type gastric cancer. Young age, high income, and cagA are additional predictive factors for improving AG and 
IM status. Thus, various factors affect the improvement of AG and IM.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8;1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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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암은 대한민국에서 유병률(61.3명/100,000명)과 사망률

(18.6명/100,000명)이 높은 암이며1 세계적으로도 유병률과 사

망률이 높은 암이다.2-5 그래서 위암의 위험인자에 대한 교정 및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6-9 대한민국에서는 암검진사업으로 40세 

이상 성인에게 위내시경 검진을 권유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이 위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험인자 및 위암 예방

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10-15

고염식, 흡연, 음주, 위암의 가족력 등 여러 위암의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균 감염 및 이로 인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알려져 있다.14-22 특히 우리나라

에서는 헬리코박터 균 양성 위암이 대부분일 정도로 헬리코박

터 균의 감염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15,23,24 위내시경 검사에

서 헬리코박터 균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

상피화생이 있는 경우는 헬리코박터 균이 생존하기 어려워 자

연 소실되었을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25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할 경우 위암이 예방된다는 연구는 많았으며 특히 장형 

위암에서 예방효과가 두드려졌다는 연구도 있으나26 위암을 예

방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16,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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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biopsy sites in the 
stomach at baseline (A) and follow-up 
esophagogastroduodenoscopy (B). CLO,
campylobacter-like organism.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장형 위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15,17,19,22 위축성 위염은 염증으로 위점막 세포가 파괴되어 

위 점막의 정상적인 조직이 섬유화된다. 그래서 내시경 소견 상 

위점막의 두께가 얇아져서 점막하 혈관이 잘 보이는 것이 특징

이다.15 장상피화생은 염증으로 소실된 위 점막 세포의 위치에 

소장이나 대장 세포가 대체되는 것으로 위축성 위염 후에 발생

한다. 내시경 소견 상 위 표면이 창백하고 울퉁불퉁하게 보인

다.15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며 

특히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경우 유병률이 급속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밝혀져 헬리코박터 균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

져 있다.30 

그러나 위암의 원인인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호전될 

수 있는지, 만약 호전된다면 어떤 이유로 호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부족하다.16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는 경

우 위염을 호전시키고 점막 손상 및 DNA 손상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진행된 경우에도 

제균 치료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힌 연구가 부

족했다.31,32 우리는 10년간 대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로 호전될 수 있음

을 연구하였다.33 이러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연구를 하여 어떤 요인이 호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집단

2006년 2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내원하여 소화불량, 복통 등 증상에 대한 감별이나 위

암 검진을 위하여 위내시경을 시행 받기로 한 환자에게 헬리코

박터 검사 및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검사에 대해 설명하였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는 첫 참여 이후로 매년 위내

시경 추적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 등 추적 검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하였고 국가 

위암검진사업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진을 지원하고 있기 때

문에 모든 환자가 매년 내시경 추적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후 추적 내시경을 받은 환

자 중에서 위내시경으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위축성 위염 또

는 장상피화생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최소 1년 이후에 추적 위

내시경 검사를 2번 이상 받은 환자를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

다. 각 환자에서 추적 주기가 다를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축성 위염 또는 장상피화생의 grade 변화의 추세를 각 개인

별로 첫 내시경 때와 추적 내시경 때의 grade를 통하여 파악하

였다. 위암의 과거력이 있거나 위암 및 위선종을 진단받은 환자

를 연구에서 제외한 결과 총 778명의 환자가 연구 기준에 적합

하였다.

2. 위내시경 검사

처음 위내시경을 할 때 헬리코박터 진단 및 위축성 위염, 장

상피화생 검사를 위해 전정부 소만에서 3개, 체부 소만에서 3

개, 전정부 대만에서 2개, 체부 대만에서 2개의 검체를 채취하

였다(Fig. 1A). 이 검체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진단 및 

grade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학적 분석 및 헬리코박터 감

염 여부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추적 내시경에서는 전정부 

소만, 체부 소만, 전정부 대만, 체부 대만에서 각각 1개씩 총 4

개의 검체를 채취하였다(Fig. 1B). 추적 내시경검사에서 얻은 

검체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grade 변화 정도를 확인하

였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내시경 진단은 관찰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정부와 체부에 따라 전암 병변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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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Primers and PCR Products 

Region Primer sequence (5΄→3΄) Size (bp) Amplification cycles Restriction enzyme

IL-1B-511 F: GCCTGAACCCTGCATACCGT
R: GCCAATAGCCCTCCCTGTCT

NA 40 cycles (1 min at 94oC, 1 min at 54oC, and 
1 min at 72oC)

AvaI

TNF-α-308 F: AGGCAATAGGTTTTGAGGGCCAT
R: ACACTCCCCATCCTCCCGGCT

NA 35 cycles (15 sec at 95oC, 30 sec at 60oC) NcoI

IL-1RN F: CTCAGCAACACTCCTAT
R: TCCTGGTCTGCAGGTAA

NA 35 cycles (1 min at 94oC, 1 min at 54oC, and 
1 min at 72oC)

NA

IL-10-592 F: GACTCCAGCCACAGAAGCTTA
R: TAAATATCCTCAAAGTTCC

NA 35 cycles (40 sec at 94oC, 45 sec at 54oC, and 
30 sec at 72oC)

RsaI

IL-10-1082 F: CCAAGACAACACTACTAAGGCTGGT
R: GCTTGTTATATGCTAGTCAGGTA

NA 35 cycles (40 sec at 95oC, 40 sec at 56oC, and 
40 sec at 72oC)

EcoNI

IL-8-251 F: TCATCCATGATCTTGTTCTAA
R: GGAAAACGCTGTAGGTCAGA

NA 35 cycles (30 sec at 95oC, 1 min at 54oC, and 
1 min at 72oC)

MfeI

IL-8-781 F: CTCTAACTCTTTATATAGGAATT
R: CATTGATTTTATCAACAGGCA

NA 35 cycles (30 sec at 95oC, 30 sec at 52oC, and 
30 sec at 72oC)

EcoRI

IL-6-572 F: AGATTCCAAGGGTCACTTG
R: AGAAGCAGAACCACTCTTC

NA 35 cycles (1 min at 94oC, 1 min at 55oC, and 
1 min at 72oC)

BsrBI

p53 codon 72 F: TTGCCGTCCCAAGCAATGGATGA
R: TCTGGGAAGGGACAGAAGATGA

NA 35 cycles (30 sec at 95oC, 30 sec at 60oC, and 
30 sec at 72oC)

BstU1

GSTP1 F: ACCCCAGGGCTCTATGGGAA
R: TGAGGGCACAAGAAGCC CCT

NA 35 cycles (30 sec at 94oC, 30 sec at 54oC, and 
30 sec at 72oC)

BsmA1

ALDH2 F: CAAATTACAGGGTCAACTGCT
R: CCACACTCACAGTTTTCTCTT

NA 35 cycles (30 sec at 94oC, 45 sec at 58oC, and 
30 sec at 72oC)

MboII

cagA F: GATAACAGGCAAGCTTTTGAGG
R: CTGCAAAAGATTGTTTGGCAGA

349 35 cycles (30 sec at 95oC, 30 sec at 52oC, and 
30 sec at 72oC)

NA

vacA m1 F: CAATCTGTCCAATCAAGCGAG
R: GCGTCTAAATAATTCCAAGG

570 35 cycles (1 min at 95oC, 1 min at 52oC, and 
1 min at 72oC)

NA

vacA m2 F: CAATCTGTCCAATCAAGCGAG
R: GCGTCTAAATAATTCCAAGG

645 35 cycles (1 min at 95oC, 1 min at 52oC, and 
1 min at 72oC)

NA

oipA F: CAAGCGCTTAGATAGGC
R: AAGGCATTTTCTGCTGAA

427 35 cycles (1 min at 95oC, 1 min at 52oC, and 
1 min at 72oC)

NA

NA, not available.

포가 다를 수가 있어서 전암성 병변의 호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34 우리는 검체를 채취하는 부위를 일

정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 검사 채취는 단 한 명의 연구자(N.K.)

가 시행하였다. 

3. 연구 설계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여러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알려져 있다.15-18,22,25,30,35 이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으로 환경적인 요인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숙주인자의 단일

염기다형성과 함께 헬리코박터 균 독성인자의 유전자 다형성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다.25,36,37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

를 확실히 진단하기 위하여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은 과거

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첫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내시경으로 얻

은 검체로 신속요소효소검사(Campylobacter-like organism 

test, CLO test), 김자 염색(Giemsa staining),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38-42

환경적 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흡연력, 음주력, 혈액형, 염분

식이, 매운 음식, 위암의 가족력, 학력, 경제력에 대하여 설문지

로 조사하였다. 2명의 설문지 조사원에게 설문 방법에 대한 교

육을 받은 임상연구간호사가 환자에게 설문지에 답변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작성하였다. 

위점막 세포가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되면 숙주에서 시토카인

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암의 발생과 관련된 

숙주의 단일염기다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6,43-47 

특정 시토카인의 단일염기다형성과 위암 발생이 관련이 있다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과도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IL1-RN-511, IL1B-511, p53-codon-72, GSTP1, 

TNF-α-308, ALDH2, IL-10-592, IL-10-1082, IL-8-251, 

IL-8-781, IL-6-572 등 위암과 관련된 숙주의 유전자 다형성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위 전정부에서 얻은 검체로 Perkin 

Elmer model 9600 (Perkin Elmer Co., Norwalk, CT,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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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단편길이다형성(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분석을 하여 숙주인자의 유전자 다형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cagA, vacA, oipA 등 헬리코박터 독성인자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위내시경 

검사 시 전정부에서 얻은 검체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검사

(polymerase chain reaction amplification)로 독성인자를 확

인하였다(Table 1).48-50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진단은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부

정확할 수 있어서 updated Sydney system으로 조직학적 분석

을 하였다.34,51 Updated Sydney system은 조직학적인 만성위

염 분류법으로 중성구의 침윤 정도로 급성위염의 심한 정도를, 

단핵구의 침윤 정도로 만성위염의 심한 정도를 구분하며 위축

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에 대하여 4단계(none=0, mild=1, mod-

erate=2, severe=3)로 구분하였다.

4. 헬리코박터 감염 판정 및 제균치료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김자 

염색, H&E 염색 및 배양 검사, 신속요소효소검사 중 1개 이상

에서 양성 소견이 나오면 헬리코박터 균 현성감염으로 진단하

였다.39-42 그리고 헬리코박터 균의 과거 감염을 확인하기 위하

여 pepsinogen (PG) I, PG II, 헬리코박터 균 혈청 검사

(immunoglobulin G)를 시행하였다.38,41,52,53 위 조직 검체를 이

용한 3가지 헬리코박터 균 검사가 모두 음성이더라도 PG I/II 

≤3이거나 혈청검사가 양성인 경우 헬리코박터 균의 과거 감염

으로 진단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41,53 그리고 과거 헬

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도 제외하

였다. 모든 헬리코박터 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나 위축성 

위염이 중등급 또는 고등급이거나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 과

거에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되었다가 균이 소실된 것으로 판단

하여 헬리코박터 균 감염의 과거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54

헬리코박터에 대한 환자군의 분류는 헬리코박터 음성군, 헬

리코박터 제균 치료 성공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실패군으로 

분류하였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2012년 이전에 헬리코박

터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군은 삼제요법(proton pump in-

hibitor [PPI]+amoxicillin+clarithromycin, 7일),38 2012년 이

후에 헬리코박터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군은 순차요법(전반부: PPI+ 

amoxicillin, 5일; 후반부: PPI+clarithromycin+metronidazole, 

5일)을 시행하였다.55 헬리코박터 제균 약을 복용한 4주 후에 

요소호기검사(13C-urea breath test)로 제균 성공 여부를 확인

하였다.38 만일 제균에 실패하였을 경우 환자와 상의하여 환자

가 다른 치료를 거절할 경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실패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차 치료를 원할 경우 사제요법(PPI+bis-

muth+metronidazole+tetracycline, 14일) 또는 moxifloxacin 

포함 삼제요법(PPI+moxifloxacin+amoxicillin, 14일)으로 2차 

제균 치료를 한 후 요소호기검사로 제균 여부를 확인하였다.56 

2차 제균치료에도 제균에 실패하였을 경우 헬리코박터 제균 치

료 실패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IRB

를 통과하였고(IRB no. B-0602/030-001)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모두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5.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 여부는 전정부와 체부 각

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추적 내시경은 최소 2번 이상 받은 사

람을 대상으로 하여 grade의 추세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얻은 검체로 분석한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의 updated Sydney system grade와 비교하여 추적 위

내시경에서 얻은 검체로 분석한 grade가 낮아지면서 grade가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

적 위내시경에서 grade의 변화가 없거나 높아지는 경우 또는 

호전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였다. 추적검사 검체가 불충분하거나 grade 판단이 어려운 경

우는 제외하였다.

위의 updated Sydney system 분석 및 헬리코박터 감염 판

정을 통하여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778명이었다. 778명에 대

하여 전정부의 위축성 위염, 체부의 위축성 위염, 전정부의 장

상피화생, 체부의 장상피화생 각각에 대한 호전여부를 분석하

도록 연구 계획하였다. 호전된 군은 실험군, 호전되지 않은 군

은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6. 통계적 분석

환경적인 요인, 숙주인자의 단일염기다형성, 헬리코박터 독

성인자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라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Fisher’s exact test를 

통한 단변량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95% 신뢰도(confidence interval, CI)로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하였고 odds ratios (OR)도 계

산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2.0 

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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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 Genetic and Bacterial Factors in Regard to the Status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Variable H. pylori-negative (n=70) H. pylori-positive (n=708) Univariable P-value

Sex 0.121
   Male 34 (48.6) 412 (58.2)
   Female 36 (51.4) 296 (41.8)
Age 0.680
   ≥65 yr 21 (30.0) 196 (27.7)
   ＜65 yr 49 (70.0) 512 (72.3)
Smokinga 0.367
   Non-smoker 36 (51.4) 261 (45.5)
   Current/ex-smoker 34 (48.6) 312 (54.5)
Alcohol consumptiona 0.352
   Non-drinker 39 (55.7) 286 (50.0)
   Current/ex-drinker 31 (44.3) 286 (50.0)
Blood typea 0.880
   O 22 (31.9) 177 (28.7)
   A 23 (33.3) 217 (35.2)
   B 18 (26.1) 153 (24.8)
   AB   6 (8.7)   69 (11.2)
Salty food intakea 0.255
   Strong 13 (18.6) 139 (24.7)
   Low/middle 57 (81.4) 423 (75.3)
Spicy food intakea 0.568
   Strong 21 (30.4) 150 (27.2)
   Low/middle 48 (69.6) 402 (72.8)
Family history of gastric cancera 0.097
   Negative 34 (65.4) 298 (76.0)
   Positive 18 (34.6)   94 (24.0)
Final educationa 0.856
   College 30 (44.1) 232 (43.0)
   High school 38 (55.9) 308 (57.0)
Monthly income  (dollar)a 0.306
   ＜25,000 18 (27.7) 175 (34.0)
   ≥25,000 47 (72.3) 339 (66.0)
Pepsinogen I (ng/mL)a 57.99±5.56 60.04±6.57 0.861
Pepsinogen II (ng/mL)a 10.75±2.53 19.10±3.83 0.934
Pepsinogen I/II ratioa   5.83±1.36   3.59±1.141 0.447
Genetic polymorphisma

   IL-1B-511 (C/C:C/T:T/T) 18:30:19 100:290:175 0.189
   TNF-α 308 (G/G:G/A:A/A) 23:1:0 434:90:6 0.211
   IL1-RN (1/2:2/2:L/La) 51:12:3 486:66:8 0.054
   IL-10-592 (A/A:C/A:C/C) 13:8:3 230:239:59 0.508
   IL-10-1082 (A/A:G/A:G/G) 20:3:0 447:68:6 0.874
   IL-8-781 (C/C:C/T:T/T) 16:7:1 248:216:59 0.161
   IL-6-572 (C/C:C/G:G/G) 13:8:2 282:225:22 0.497
   p53-codon-72 (Arg/Arg:Arg/Pro:Pro/Pro) 12:8:4 227:210:95 0.769
   GSTP1 (A/A:A/G:G/G) 21:3:0 384:132:15 0.241
   ALDH2 (1/1:1/2:2/2) 51:12:4 343:176:44 0.480
Bacterial factora

   vacA (negative:m1:m2) 267:266:17
   cagA (positive:negative) 211:334
   oipA (positive:negative) 206:3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edi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nly.
aSome data were missing. Missing values were not included.



Young-Jae Hwang, et al: Predictive Factors for Improvement of Atrophic Gastritis and Intestinal Metaplasia

191

Table 3. Total Number of Patients with Atrop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Grouped by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Status

Variable H. pylori-negative (n=70) H. pylori-positive (n=708) Total Univariable P-value

Antrum ＜0.001
   No atrophy (ref) 53 (75.7) 185 (26.2) 238
   AG 5 (7.1) 340 (48.0) 345
   Non-applicable 12 (17.2) 183 (25.8) 195
Antrum ＜0.001
   No metaplasia (ref) 70 (100.0) 279 (39.4) 349
   IM 0 (0.0) 412 (58.2) 412
   Non-applicable 0 (0.0) 17 (2.4) 17
Body ＜0.001
   No atrophy (ref) 61 (87.2) 329 (46.5) 390
   AG 1 (1.4) 215 (30.4) 216
   Non-applicable 8 (11.4) 164 (23.1) 172
Body ＜0.001
   No metaplasia (ref) 69 (98.6) 402 (56.8) 471
   IM 0 (0.0) 283 (40.0) 283
   Non-applicable 1 (1.4) 23 (3.2) 2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number.

Table 4. Total Number of Patients with Atrop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through Research Progress

Variable
AG of 

antrum
AG of 
body

IM of 
antrum

IM of 
body

Enrolled subjects 345 216 412 283
Subjects analyzed for 

improvementa
292 191 405 282

Helicobacter pylori infected 
subjectsb

288 190 405 282

H. pylori eradicated subjects 236 144 310 21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aSubjects with non-applicable specimen were excluded from enrolled 
group.
bH. pylori infected subjects included H. pylori eradicate subjects and 
H. pylori non-eradicated subjects.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전체 대상자는 총 778명이었고 남자 446명, 여자 332명이

었다. 성별, 나이,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는 모든 환자에서 확인

하였으나, 그 외의 다른 항목들은 모든 환자에서 확인하지 못하

였다. 즉, 환자가 응답을 거절하거나 모르는 항목이 있었고 숙

주의 유전자 검사나 헬리코박터 독성인자 검사는 환자가 동의

하지 않거나 검체가 부족하여 검사를 못 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에 따라서 단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으며(Table 

2)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 유무에 따라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환자수를 표

로 정리하였다(Table 3). 총 778명 중 6명의 환자가 처음 시행

한 위내시경으로 검체는 얻었으나 전정부와 체부 모두에서 염

증이 위염의 표현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그래서 updated Sydney system에 의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분류 및 grade 결정이 어렵다고 하여(non-applicable)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772명은 처음 시행한 위내시경에

서 얻은 검체로 전정부 위축성 위염, 체부 위축성 위염, 전정부 

장상피화생, 체부 장상피화생 중 하나 이상에서 updated 

Sydney system으로 위염에 대한 분류 및 grade 결정이 가능하

였다(Table 4). 통계적으로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환자군에서 전

정부와 체부 모두 위축성 위염과 장상파화생이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Table 3). 

2. 연구 결과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 여부는 전정부와 체부 각

각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Table 5) 추적 검체가 부족하거나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만약 추적 검체에서 장상

피화생은 updated Sydney system으로 grade 결정이 가능하였

으나 위축성 위염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는 호전 여부를 분석하였고 위축성 위염의 호전

여부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Table 5). 전정부 위축성 위염은 

첫 내시경 때 345명이었고 이 중 53명이 추적 검체에서 분석

이 불가능하여서 나머지 292명에 대하여 호전 여부를 분석한 

결과 호전된 환자가 162명, 호전되지 않은 환자는 13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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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otal Number of Patients with Improvement of Atrop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Variable
Analysis

Defying analysisa Total
Improvement No improvement Total

AG of antrum 162 (47.0) 130 (37.6) 292 (84.6) 53 (15.4) 345
AG of body 134 (62.0) 57 (26.4) 191 (88.4) 25 (11.6) 216
IM of antrum 192 (46.6) 213 (51.7) 405 (98.3)   7 (1.7) 412
IM of body 158 (55.8) 124 (43.8) 282 (99.6)   1 (0.4) 283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or number.
aImpossible analyzing cases whether improvement or no improvement because inflammation of follow-up pathologic samples prevente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nonatrophic and atrophic phenotypes, or between nonmetaplasia and metaplasia phenotypes. These samples were classified
as “non-applicable.”

Table 6. Prediction Factors for Improvement of Atrop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in All Enrolled Subjects

Variable Improvement No improvement Uni-variable P-value Multi-variable  P-value OR (CI)

AG in antrum
   Helicobacter pylori status
      Non-eradicated (ref) 16 (9.9) 36 (27.7)
      H. pylori-eradicated 143 (88.3) 93 (71.5) ＜0.001 0.003 0.34 (0.17∼0.70)
      H. pylori-negative 3 (1.9) 1 (0.8) 0.108
   cagAa

      Negative (ref) 61 (52.1) 76 (69.1)
      Positive 56 (47.9) 34 (30.9) 0.009 0.055 0.57 (0.33∼1.01)
AG in body
   H.pylori status
      Non-eradicated (ref) 18 (13.4) 28 (49.1)
      H. pylori-eradicated 116 (86.6) 28 (49.1) 0.005 0.005 0.21 (0.07∼0.62)
      H. pylori-negative 0 (0.0) 1 (1.8) 1.000
   cagAa

      Negative (ref) 54 (58.1) 38 (80.9)
      Positive 39 (41.9) 9 (19.1) 0.007 0.271 0.60 (0.24∼1.51)
IM in antrum
   Age 
      ≥65 yr (ref) 54 (28.1)  89 (41.8)
      ＜65 yr  138 (71.9)  124 (58.2) 0.004 0.046 0.56 (0.37∼0.99)
   H.pylori status
      Non-eradicated (ref) 22 (11.5) 73 (34.3)
      H. pylori-eradicated 170 (88.5) 140 (65.7) ＜0.001 ＜0.001 0.21 (0.12∼0.37)
   cagAa

      Negative (ref) 88 (59.5) 108 (71.1)
      Positive 60 (40.5) 44 (28.9) 0.035 0.478 0.83 (0.47∼1.40)
IM in body
   H.pylori status
      Non-eradicated (ref)  18 (11.4) 50 (40.3)
      H. pylori-eradicated 140 (88.6) 74 (59.7) ＜0.001 ＜0.001 0.16 (0.08∼0.33)
   cagAa

      Negative (ref) 71 (59.7) 66 (78.6)
      Positive 48 (40.3) 18 (21.4) 0.005 0.37 0.69 (0.31∼1.5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Some data were missing. Missing values were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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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ediction Factors for Improvement of Atrop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in Helicobacter pylori Eradicated Subjects

Variable Improvement No  improvement Uni-variable P-value Multi-variable  P-value OR (CI)

AG in body
   Monthly income (dollar)a

      ＜25,000 (ref) 20 (27.4) 9 (52.9)
      ≥25,000 53 (72.6) 8 (47.1) 0.042 0.048 0.34 (0.11∼0.99)
IM in antrum
   Age 
      ≥65 yr (ref) 45 (26.5) 54 (38.6)
      ＜65 yr 125 (73.5) 86 (61.4) 0.023 0.024 0.57 (0.35∼0.9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Some data were missing. Missing values were not included.

Table 7. Prediction Factors for Improvement of Atrophic Gastritis (AG) and Intestinal Metaplasia (IM) in Helicobacter pylori Infected Subjects

Variable Improvement No  improvement Uni-variable P-value Multi-variable  P-value OR (CI)

AG in antrum
   cagAa

      Negative (ref) 58 (50.9) 75 (68.8)
      Positive 56 (49.1) 34 (31.2) 0.006 0.01 0.48 (0.28∼0.84)
AG in body
   cagAa

      Negative (ref) 54 (58.1) 37 (80.4)
      Positive 39 (41.9) 9 (19.6) 0.009 0.023 0.37 (0.16∼0.87)
IM in antrum
   Age 
      ≥65 years (ref) 54 (28.1) 89 (41.8)
      ＜65 years 138 (71.9) 124 (58.2) 0.004 0.017 0.55 (0.34∼0.90)
   cagAa

      Negative (ref) 88 (59.5) 108 (71.1)
      Positive 60 (40.5) 44 (28.9) 0.035 0.072 0.64 (0.39∼1.04)
IM in body
   cagAa

      Negative (ref) 71 (59.7) 66 (78.6)
      Positive 48 (40.3) 18 (21.4) 0.005 0.055 0.62 (0.38∼1.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Some data were missing. Missing values were not included.

체부 위축성 위염은 첫 내시경 때 216명이었고 이 중 25명이 

추적 검체에서 분석이 불가능하여서 나머지 191명에 대하여 호

전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호전된 환자가 134명, 호전되지 않은 

환자는 57명이었다. 전정부 장상피화생은 첫 내시경 때 412명

이었고 이 중 7명이 추적 검체에서 분석이 불가능하여 나머지 

405명에 대하여 호전 여부를 분석하였고 호전된 환자가 192명, 

호전되지 않은 환자가 213명이었다. 체부 장상피화생은 첫 내

시경 때 283명이었고 이 중 1명이 추적 검체에서 분석이 불가

능하여서 나머지 282명에 대하여 호전 여부를 분석하였고 호전

된 환자가 158명, 호전되지 않은 환자는 124명이었다(Table 4, 5).

그리고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적인 요인, 숙주인자의 단일염기다

형성, 헬리코박터 독성인자의 유전자 다형성 등 24개의 요인에 

대하여 단변량분석 및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정부의 위축성 위염의 경우 헬리코박터 제균이 위축성 위염

의 호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였다(OR, 0.34; 95% CI, 

0.17∼0.70) (Table 6). 체부의 위축성 위염의 경우 헬리코박터

의 제균(OR, 0.21; 95% CI, 0.07∼0.62)이 유의한 인자였다. 

전정부의 장상피화생은 나이(OR, 0.56; 95% CI, 0.37∼0.99)

와 헬리코박터 제균한 군(OR, 0.21; 95% CI, 0.12∼0.37)에서 

유의하게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Table 6). 체부의 장상피화생은 

헬리코박터의 제균(OR, 0.16; 95% CI, 0.08∼0.33)이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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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헬리코박터 제균이 위축성 위염

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헬리코박터 균 이외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환자군에 대하여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각기 분석하였다(Table 4, 7). 전정부의 

위축성 위염의 경우 cagA가 호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였

다(OR, 0.48; 95% CI, 0.28∼0.84). 체부의 위축성 위염에서 

호전에 유의한 인자는 cagA였다(OR, 0.37; 95% CI, 0.16∼

0.87). 전정부의 장상피화생에서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

이(OR, 0.55; 95% CI, 0.34∼0.90)였다. 체부의 장상피화생의 

호전에서는 다변량분석 상 유의한 요인이 없었다(Table 7). 헬

리코박터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군에서 위축성 위염의 호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환자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제균된 환자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

생의 호전이 유의하게 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제균이 된 환자

군(558명)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Table 4, 8). 체부의 위축성 위염

에서는 총수익이 호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OR, 0.34; 95% 

CI, 0.11∼0.99). 전정부의 장상피화생에서 호전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였다(OR, 0.57; 95% CI, 0.35∼0.93) 

(Table 8).

고    찰

위암의 1차 예방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하여 헬리코박터 제

균 치료가 위암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알려졌다.16,26,32 

그러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27,32 아시아

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대하여 위암 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29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38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경 기술의 

발달과 전국민 위암검진사업의 실시로 위암의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위염 및 전암병변의 진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4,57-59

과거 만성 위염에 대하여 내시경 소견에만 기초하여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비후성 위염 등으로 구분하였으나60 내시경

으로만 진단 및 분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헬리코

박터 균이 발견되기 전부터 위염은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진행하여 장형 위암이 발생하기 쉽다고 Correa19 

는 주장하였고 내시경 소견만이 아니라 조직학적 소견으로 위

염을 진단하고 분류하였다. 위염의 종류에 따라 경과와 예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위암의 위험

인자이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1980년대 헬리코박터 균

이 발견된 이후 헬리코박터 균이 위암의 원인이며 위 점막에서 

만성 염증 소견을 보이며 특히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축성 위염

과 장상피화생의 중요한 원인임이 여러 연구로 밝혀졌

다.15,16,18-22,25 헬리코박터 제균치료가 전암 단계인 위축성 위염

과 장상피화생을 호전시킬 수 있거나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는 

위암의 예방 기전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위축성 위

염과 장상피화생이 호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32 특히 위축성 위염의 경우 호전된다는 연구가 많

았으나 장상피화생의 경우 호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았

다.32,57,61-64 그럼에도 위암의 고위험 국가에서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있을 경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

다.38,65 우리는 이 논쟁에 대하여 장기간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33

우리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나 치료 후 추적 기간 이외에도 

환경적인 요인, 숙주 요인, 유전적 다형성 등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가설하였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11개(성별, 

나이, 헬리코박터 균 감염 및 제균 여부, 흡연, 음주력, 혈액형, 

염분식이, 매운 음식, 위암의 가족력, 학력, 경제력), 숙주의 유

전적 다형성 10개, 헬리코박터 독성인자의 유전자 다형성 3개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모두에서 헬리

코박터의 제균이 유의하게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결과

가 나왔다. 제균 치료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끼침을 보였다. 환경적 요인 중에

서는 나이가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유의한 인자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헬리코박터 감염은 주로 5세 이하에서 감염이 일어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6,67 젊은 나이일수록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

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인자인 헬리코박터 제균 여부를 배제하고 다른 

요인들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군,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군, 헬리코박터 제균이 된 환

자군 등으로 나누어 각기 분석하였다.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군

에서는 나이, cagA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유의

한 영향을 끼쳤다. cagA의 경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호전되는데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50 cagA 항체 양성인 경우 위

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알려

져 있다.68 또한 cagA가 위암의 위험인자인지에 대해서도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50,69,70 본 연구에서는 cagA 항체 양성 환자

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c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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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인 경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유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발생할 때까지의 헬리코박

터 균의 노출기간이 짧아서 유의하게 호전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아직 cagA 항체가 위에 영향을 주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70 cagA 양성 환자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유의하게 호전될 경우 장형 위암의 예방

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헬리코박터 제균이 된 환자군에서는 경제력이 위축성 위염의 

호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나이가 장상피화생의 호

전의 유의한 인자였다. 이를 통하여 나이, 경제력 등 환경적인 

요인이 헬리코박터의 감염 및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발

생만이 아니라 호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30 헬리코

박터의 감염 여부도 경제 사회적 여건과 연관되었다는 연구가 

있는 것에 기인하여71,72 위생 상태나 좋은 영양 상태, 항산화 

식사 등이 위축성 위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공통적이었으나 다른 요인들

도 있었는데 이것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위험요소가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30,35 위축성 위염의 위험인자

로는 헬리코박터 감염, 고령, 헬리코박터 독성인자, 남자, 학력 

등이 있고 장상피화생의 위험인자로는 헬리코박터 감염, 고령, 

남자, 흡연력, 매운 음식, 위암 가족력 등이 있다. 이를 통하여 

위축성 위염이 장상피화생으로 진행하지만 각각 다른 인자가 

영향을 끼치므로 이들 인자를 고려하여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나 위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위한 위내시경 검사의 주기를 정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대규모 대상자들에 대하여 장기간 추적 검사를 하

여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

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 위암과 관련된 여러 위험인자들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의 진단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pdated Sydney system을 적용하

여 진단한 것도 중요한 연구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단, 여러 위

험 인자들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마다 누락되는 

항목이 있는 것은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헬리

코박터 제균 치료, 성별, 경제적 여건 등 각 항목에 대한 전향

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내

시경검사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의 변화 정도에 대하

여 상세하게 관찰하며 내시경 소견의 기술을 자세히 하고 조직

검사도 적절한 부위에서 하여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정

도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전암 단계로써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의한 위암 예방의 중요한 기전일 수 있다. 위암의 고위

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축성 위

염과 장상피화생이 있을 경우 제균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38,65 

우리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호전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다른 여러 요인들

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호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의한 위암의 예방

에 대한 기전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군에 대한 전향적 연구의 실

행 및 고위험군에서 위암의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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