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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임상적, 병리학적 특성 변화: 한국 단일 기관에서의 최근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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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he incidence of gastric cancer (GC) in Korea is very high compared to that in other countr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GC in patients for over 16 year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1,227 patients with GC were prospectively enroll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between 2003 and 2018. Age, sex, histologic type (Lauren classification), and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infection status were 
compared between three periods (2003~2007, 2008~2012, and 2013~2018). H. pylori infection status was evaluated based on his-
tology, rapid urease test, culture, serology, and history of H. pylori eradication. Patients with severe atrophy or intestinal metaplasia 
based on histology were assumed to have previous H. pylori infection.
Results: Most patients with GC underwent endoscopic mucosal resection/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or another type of 
surgery. Early GC (EGC) and advanced GC (AGC) were detected in 769 (62.7%) and 458 (37.3%) patients, respectively, and in-
testinal and diffuse types were detected in 714 (58.2%) and 485 (39.5%) patients, respectively. The prevalence of EGC increased 
from 54.0% (252/467) to 63.5% (359/565) to 81.0% (158/195) in 2003~2007, 2008~2012, and 2013~2018, respectively. The 
prevalence of H. pylori-positive GC decreased from 93.4% (436/467) to 88.5% (500/565) to 82.1% (160/195) during these three 
periods, respectively (P<0.001).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showed that diffuse-type GC was continuously more prevalent in 
those who were younger than 50 years, who were female, and who harbored the predominant AGC type.
Conclusions: Over 16 years, the prevalence of EGC increased with a decrease in H. pylori infection rate. Diffuse-type GC was con-
tinuously more common in young and female patient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9;19: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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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종의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위암 발생률은 매

우 높은 편이다.1,2 위암 발생률은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적으로 동유럽, 동아시아, 중남미 

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3,4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위

암 발생은 전 세계 위암 발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위암의 지역적 분포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는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감염이며, 일부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면 H. pylori 유병률과 위암 발생률은 

대체로 비례한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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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암은 임상적, 병리학적으로 고령의 남성에서 

흔히 발생한다.2 또한 H. pylori 감염과 깊은 역학적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Lauren 분류상 장형(intestinal type)의 전통

적인 타입의 위암이 우세한 지역이다. 이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Lauren 분류 미만형(diffuse type) 위암은 비교적 여성, 젊은 

층에서 우위를 보이는 위암으로서, H. pylori 상관성은 여전히 

높으나 환경적 영향보다는 유전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3,7,8

미국의 경우 냉장고 보급을 통한 염장식품 섭취 감소와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H. pylori 유병률과 위암의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 잘 알려져 있다.4 또한 human development 

index를 비롯한 객관적 생활 환경 지표의 상승도 H. pylori 유

병률 감소와 관련이 크다.9,10 이러한 시대적 변화뿐 아니라 우

리나라와 같은 전 국민적인 위암 조기 발견 프로그램도 위암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게다가 최근 

대만, 일본에서 시작된 국가 단위의 H. pylori 제균 치료 노력

도 위암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6,11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근 20여 년간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H. pylori 감소는 현재 진행형이다.12

일반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이 호전되어 전체 위암이 줄어도 미

만형 위암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

나7 우리나라의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위암의 임상

적, 병리학적인 역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는 없었다. 본 연구 

기관은 2003년 설립된 후 현재까지 약 16년간 전향적으로 1,200여 

명의 위암 환자 코호트를 수립해가고 있는 바 위암에 대한 임상

적, 병리학적 역학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집단 및 자료 수집

2003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내

원하여 위암으로 진단받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로 

대부분 내시경 점막 절제술, 점막하 박리술 혹은 위 절제 수술을 

시행받았다. 대상자를 진단받은 시점 기준으로 2003~2007, 

2008~2012 및 2013~2018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나이, 성별 및 위암 가족력과 같은 기본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연령은 39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절제술 후 얻어진 위암의 최종 

병리 소견을 분석하여 위암의 위치, 병리학적인 타입을 Lauren 

및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하여 기록하였으며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 여부를 구분하였

다.13 위축성 위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pepsinogen test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pepsinogen (PG) I/II ≤3인 경우 위축

염 위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13 또한 환경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여 흡연, 음주 및 짜고 매운 음식 섭취 정도를 교육을 받은 임상 

연구 간호사에 의한 설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IRB를 통과하였고(IRB no. B-0602/030-001)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모두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H. pylori 감염 판정

H. pylori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Giemsa 

염색, H&E 염색 및 배양검사, 신속요소효소검사 중 1개 이상에

서 양성 소견이 나오면 H. pylori균 현성 감염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H. pylori균의 과거 감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PG I, PG 

II, H. pylori 혈청검사(IgG)를 시행하였다. 위 조직 검체를 이

용한 3가지 H. pylori 검사가 모두 음성이더라도 혈청검사가 

양성인 경우 H. pylori의 과거 감염으로 간주하여 H. pylori 양

성 환자로 분류하였다.14 모든 H. pylori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

왔으나 Sydney system에서 전정부 내지 체부에 중등급 또는 

고등급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고 PG I/II ≤3인 

경우 과거에 H. pylori에 감염되었다가 균이 소실된 것으로 판

단하여 H. pylori 양성 환자로 분류하였다.14 모든 환자에게서 

조직검사가 시행되었으며 시행된 조직검사는 updated Sydney 

system에 의하여 단핵구의 침윤 정도로 만성 위염의 심한 정도

를 구분하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판정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for Windows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범주형 변수 분

석을 위하여 chi-square test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속형 범

주 분석 및 추세 분석을 위하여 ANOVA 분석법 및 Linear by 

linear association이 사용되었다. 미만형 위암 발생에 대한 위

험인자 파악을 위하여 단변량 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95% CI로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평가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로 총 1,227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2003~2007년 진단 환자는 467명이었으며, 2008~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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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the Three Periods 

2003~2007 2008~2012 2013~2018 P-value

Age (years)
  ~39 27/467 (5.8) 29/565 (5.1) 7/195 (3.6) 0.623
  40~64 253/467 (54.2) 283/565 (50.1) 114/195 (58.5)
  65~ 187/467 (40.0) 253/565 (44.8) 74/195 (37.9)
  Intestinal typea 64.8±6.6 64.4±9.0 60.5±9.6 0.136
  Diffuse typea 55.5±11.7 54.0±10.0 59.5±12.8 0.222
Sex
  Male 309/467 (66.2) 384/565 (68.0) 137/195 (70.3) 0.296
  Female 158/467 (33.8) 181/565 (32.0) 58/195 (29.7)
Pathologic type
  Intestinal type 264/459 (57.5) 324/546 (59.3) 126/194 (64.9) 0.098
  Diffuse type 195/459 (42.5) 222/546 (40.7) 68/194 (35.1)
H. pylori status
  Negative  31/467 (6.6)   65/565 (11.5)   35/195 (17.9) <0.001
  Positive 436/467 (93.4) 500/565 (88.5) 160/195 (82.1)
Cancer type
  Early gastric cancer 252/467 (54.0) 359/565 (63.5) 158/195 (81.0) <0.001
  Advanced gastric cancer 215/467 (46.0) 206/565 (36.5) 37/195 (19.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aMean age of patients with intestinal or diffuse type.

Table 2. Prevalence of Helicobacter pylori Positivity according to Histologic Types of Gastric Cancer 

2003~2007 2008~2012 2013~2018 P-value

Total (%) 93.4 88.5 82.1 <0.001
Intestinal type (%) 93.9 88.6 81.0 <0.001
Diffuse type (%) 92.3 89.6 83.8 0.053

2013~2018년에는 각각 565명, 195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16년간의 전체 연구 기간에 걸쳐 남성의 비율은 66.7%였으며, 

장형 위암의 비율은 58.1% (714/1227)로 확인되었다. 세 연구 

기간에 따른 환자의 비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기간

에 걸쳐 연령 분포 및 성별, Lauren 분류에 따른 장형/미만형 

위암의 비율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H. pylori 음성 위암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통

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P<0.001) (Table 1). 또한 전체 연구 

기간에 걸쳐 조기 위암 비율의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2003~2007년

의 경우 54.0%, 2008~2012년은 63.5%였으나, 2013~2018년

의 경우에는 약 81.0%를 기록하였고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P<0.001).

2. H. pylori, 성별, Lauren 분류, 위장 내 발생 
위치에 따른 위암의 추세 변화

기간 전체에 걸쳐 Lauren 분류, 장형/미만형에 관계없이 H. 

pylori, 양성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인 유의성

을 보였다(P<0.001) (Table 2). 장형 위암에 국한하여 보였을 때

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소견이 확인되었으나(P<0.001), 미

만형 위암에 국한하여 보았을 때 감소는 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

성은 없었다.

전체에서 여성 환자의 위암 비율은 33.8%에서 29.7%로 감

소하는 추세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여성에서의 

Lauren 분류 미만형은 2003~2008년 54.3%에서 2013~2018년 

64.7%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Fig. 1). 미만형 위암은 세 연구 기간 모두에서 젊은층의 비율

이 노년층 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세 기간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Fig. 2). 하

지만 각 연구 기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젊은층/노년층 비

율을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위암 발생 위치에 따른 변화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위 본문부 위암의 비율이 2003~2007년에 10.3%, 

2008~2012년 8.5%, 2013~2018년 6.2%로 감소 소견을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Jung Won Lee, et al: Changes in Gastric Cancer Trend

123

Female gastric cancer

2008~20122003~2008 2013~2018

54.3 53.1

64.7

29.732.033.8

Pr
op

or
tio

n 
(%

)

100

80

60

40

20

0

Diffuse type in female GC
Proportion of female at entire GC

Fig. 1. Proportions of female gastric cancer and diffuse-type female 
gastric cancer patients. GC,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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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rtion of diffuse-type gastric cancer according to age in three
periods. The finding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in each 
period.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Occurrence of Diffuse-type Gastric Cancer 

2003~2007 2008~2012 2013~2018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Sex
  Male 1 1 1
  Female 1.580 0.808~3.093 0.181 4.043 2.230~7.330 <0.001 4.072 1.253~13.226 0.020
Age (years)
  <50 1 1 1
  50~69 0.214 0.117~0.391 <0.001 0.163 0.096~0.279 <0.001 0.354 0.153~0.818 0.015
  ≥70 0.092 0.044~0.195 <0.001 0.112 0.060~0.208 <0.001 0.125 0.042~0.376 <0.001
Cancer type
  EGC 1 1 1
  AGC 4.577 2.946~7.110 <0.001 4.325 2.778~6.735 <0.001 4.340 1.813~10.392 <0.001
H. pylori status
  Negative 1 1 1
  Positive 0.664 0.290~1.523 0.334 1.240 0.632~2.433 0.531 1.231 0.489~3.096 0.659
Family history of GC
  Negative 1 1 1
  Positive 0.742 0.433~1.271 0.277 1.266 0.782~2.050 0.338 0.420 0.179~0.989 0.047
Smoking status
  Never-smoker 1 1 1
  Ever-smoker 0.848 0.437~1.645 0.626 1.005 0.562~1.800 0.985 4.032 1.291~12.598 0.016
Alcohol consumption
  Never-drinker 1 1 1
  Ever-drinker 0.767 0.452~1.302 0.326 0.903 0.566~1.443 0.671 0.582 0.233~1.453 0.582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GC, early gastric cancer; AGC, advanced gastric cancer;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GC, gastric cancer.

3. Lauren 분류 미만형 위암 발생의 위험인자 분석

Lauren 분류 미만형 위암은 전체 위암의 약 35~40%에 달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Table 1), 미만형 위암 발생 위험인자

에 대하여 세 연구 기간으로 나누어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

과 여성, 50세 미만, 진행성 위암이 유의한 독립적 위험인자로 

작용하였고 2013~2018년에는 위암 직계 가족력 음성 및 흡연

이 추가되었다(Table 3).

고 찰

위암과 H. pylori 간에 인과 관계는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하

여 그 증거가 나날이 보강되고 있는 추세이며, 위암 예방을 위

한 가장 좋은 방법이 H. pylori 제균 치료임이 대부분 받아 들

여지고 있는 추세이다.5,6,9,13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산

업화 시기를 거쳐 급격한 생활 수준의 상승 및 인구 구조, 거주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위암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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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한 전 국민 위암 검진 프로그램의 실행도 이러한 변

화에 한몫하였다.15 그 결과 H. pylori 유병률의 감소는 현재 진

행형이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11년 위암 환자 진단이 연 1만 

건 이하로 감소한 이후로 그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2,12

과거 우리나라는 개발 도상국, 높은 H. pylori 유병률, 고밀

도 거주 형태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고령, 남성 우위, H. 

pylori 양성, Lauren 분류 장형, 진행성 위암이 높은 비율로 발

생하였다.16 하지만 이러한 역학적 특성은 앞서 언급된 H. py-

lori 유병률, 생활 환경, 거주 형태, 소득 수준 및 전 국민 건강 

검진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변화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

다.2,9,17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변화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

는 최근 발표된 적 없었고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하여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본 연구 기관에서 16년간 발생한 주요한 변화를 요약하면 

조기 위암 비율이 80% 이상으로 증가, H. pylori 양성률의 감

소, 전체 위암 중 여성 비율 증가를 들 수 있다. 이 중 조기 위

암 비율 및 H. pylori 양성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20%대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미 다수의 기관에서 40% 이상으로 보고되었다.2,18 본 연구에

서 2013~2018년 기간의 조기 위암 비율 81%는 매우 높은 수

준으로, 여러 사적·공적인 위암 검진 프로그램의 심화, 질적 향

상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15 본 연구가 소화기내과에

서 주도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편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감

안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위암에서 H. pylori 양성률

의 감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이는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인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6,7,11,19 향후 위암 발생에 있어서 H. 

pylori 이외의 세균이나 면역 반응의 변화 등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Lauren 분류법에 따른 장형/미만형 위암 분류는 오래 전 제

안되었던 개념으로, 최근 진료 현장에서 WHO 분류와 함께 사

용되며, 내시경 위암 절제술 관련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자

주 언급되고 있는 개념이다.20 Lauren 분류 장형 위암은 고령, 

남성과 관계가 있으며 흡연, H. pylori 감염과 같은 환경적 변화

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하여 Lauren 

분류 미만형 위암은 환경보다는 유전의 영향, 가족력과의 관련

성이 더 크고 지역, 인종에 따른 차이가 적으며 젊은층에서 우위

를 보이는 암으로 알려져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에 따른 

H. pylori 감소가 오직 장형 위암에서만 관찰되었는데(Table 2), 

이는 기존의 미만형 위암에 대한 특성과 일치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H. pylori 음성 여부가 미만성 위암 발생에 있

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적 위험인자로 확인되지 못하였다. 

또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

은 보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위암 발

생 추세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많은 

대상자 수를 확보하여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보다 일찍 위암의 감소를 경험하였던 서구에서의 결과를 

보면, Lauren 분류 장형 위암의 감소, 미만형 위암의 증가, 위 

분문부 위암의 상대적 증가를 보고한 바 있다.4,20 하지만 기존 

국내 보고18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확인되

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명확히 그 원인을 제시

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의 인구 구조가 서구와 비교할 때 유례

없이 고령화 추세가 빠른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H. 

pylori 독성인자 차이 및 숙주의 유전적 차이도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17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대상자 수와 연령 보정 

코호트에 의한 추적관찰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서 미만

형 위암의 추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나(Fig. 2), 다변량 분석에서 위험인자

의 하나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

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 연구에서 흡연 

및 50세 미만 및 여성이 미만형 위암 진단의 위험인자로 규명

되었는데, Lauren 분류 미만형 위암이 비록 위암에 대한 점막하 

박리술의 확대 적응증에서 언급하는 미분화형(undifferentiated 

type) 조직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젊은 여성, 

흡연 환자에게서 미만형 위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년 단위의 위암 검진 간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

기하기에 충분하다.8,21 또한 H. pylori 음성 위암의 비율도 증

가 추세인 점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며 H. pylori 음성 위암

은 위암 발병 기전에 차이가 있기에 기존 위암과 다르게 취급

되어야 한다.7,22 대개 미만형 위암은 성장 속도가 빠르기에 기

존의 고령, 남성, 장형 위암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된 현재의 위

암 검진 전략으로는 발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8 

2013~2018년 연구 기간의 위암 직계 가족력 양성에서 미만형 

위암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해석하기 힘든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한 연구자가 전향적으로 모은 코호트에 국한함으로써 예수가 

적은 한계가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로 강화된 규정에 의하

여 대상자 등록이 어려워 2013~2018년 그룹의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코호트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나라의 위암 추세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대상자 

모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H. pylori에 대

한 자세한 검사가 되었고 현성 감염은 물론 pepsinogen test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위암 발생에 기여하였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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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ylori 감염에 대한 정의를 엄격하게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내시경 혹은 수술을 통한 근치적인 절제술 대상이 된 환

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근치적 절제의 적응증이 되지 

못하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은 포함되지 않아 선택 

편향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 기관은 2009년 1월 3차 

병원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선택 편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자료에서 수술, 내시경 절제술의 비율과 

추적관찰 여부, 생존 기간 등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WHO 분류

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에 걸쳐 급격

한 조기 위암 진단의 증가 및 H. pylori 음성 위암의 점진적인 

증가가 관찰된다. 또한 Lauren 분류 미만형 위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여성, 5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 높고 진행성 위암

이 여전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광범

위하고 잘 정리된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 향후 위암 

검진 프로그램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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