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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학교 의과 학 소화기내과

  건강 리의 심의 증가로 내시경의 시행이 폭발 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HD  해상도의 자내시경이 보 됨

에 따라 조기 병변과 미소 병변의발견률이증가하고 있으며 한 병변의 다양한 소견이 발견되고 분류되고 있다. 

  상부 장 은 주 의 장기로 인해 생리 으로 변형된 부 가 있고 피검자의 호흡, 심장박동, 자세 등에 의해 구

조가 변형되어 보이므로 이에 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장 내의 분비물이나 액과 연동운동으로 인

해 시야가 방해되므로 정상과 비정상 병변을 감별하기 해서는 병변의 부 , 크기, 형태, 색조변화, 신 성, 출

성 경향 등의 세세한 찰이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 비교  드물지만 임상  의미가 크고 자세히 찰하지 않으면 간과할 수 있는 상부 장  소견의 

감별진단에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막 주름의 비후 소견

  막주름의 비후가 특징인 질환으로 비후성 염, Menetrier병,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림 종, 선암 등의 질환

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증식성, 염증성 혹은 침윤성 질환에 의해서 막 주름의 비후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을 내시경  소견만으로 감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시경 음 를 통하여 질환을 감별하

기도 하며 막 제술로 조직학 인 진단을 할 수도 있다.

  1) Borrmann 4형 진행성 암: Borrmann 4형 진행성 암은 원래 미만성 암으로 궤양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제

된 를 찰해보아도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형태로 정의되었으나 최근에는 궤양이 찰되어도 미만성암침윤

이 있으면 Borrmann 4 형으로 분류한다(Fig. 1). Borrmann 4형은 진행성 암으로 진단되고 제가 불가능한 경우

가 많고 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는 암의 형태이다. 이 질환은 막주름의 종 과 벽의 

경화가 특징이다. 체 암의 10-20%정도를 차지하고 부분 미분화형이다.

  Borrmann 4형의 암의 진행과정을 보면 미분화형의 암이 막에IIb 혹은 IIc형태로 발생하고 암세포가 막하 

조직의 각 층을 미만성으로 침윤해 들어가 증식하고 암 침윤부에 결합조직이 증삭하고 시간이 지남에 땨라 섬유

화하여 수축하고 이로 인해 벽이 비후, 경화되는 상이 래된다(Fig. 2).

  Borrmann 4형 진행성 암이 강조되는 이유는 1) 일반 인 내시경 검사에서 육안 으로 특징  병변이 없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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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rrmann 4형의 진행성 암. Fig. 2. Borrmann 4형 암의 경과 (Stomach and Intestine 2008;43:381-384).

과되기 쉽다, 2) 은 여성에서 많다 3) 장막 이가 흔하다, 4) 막하 침윤으로 조직검사에서 음성이 많다는 이

유들 때문이다.

  2) Menetrier병: 막주름의 비후를 특징으로 하며 주로 체부에서 찰되고 많은 양의 액을 분비하므로 막

표면이 액질에 의해 덮여 있는 소견이 자주 찰된다. 임상 으로 단백 증이 특징이다.

  3) Zollinger-Ellison 증후군: 막두께가 2-3 mm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으며 많은 양의 투명한 액질에 의해 덮

여있는 소견이다. 

  4) 악성 림 종: 의 원발성림 종은 부분 막하층 림 조직에서 발생한다. 내시경 검사에서 종양표면에 궤

양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궤양의 경계가 비교  명확하고 궤양바닥이 얕은 것이 특징이다. 막이 유연하여 신

성을 유지하고 있고 막내 침윤이 심한 경우에 융기표면에 미란, 출 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2. 동시성 암과 락병변(missing lesion)

  동시성 다발성 암은 체 암의 0.83%-22%를 차지한다. 조기 암의 경우 동시성 다발성 조기 암은 체 

조기 암의 5%-15%를 차지한다. 이러한 동시성 다발성 병변이 수술 에 진단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락률

(missing rate)이 23.1%로 보고되어 있다.

  2010년 한양  소화기내과에서 이 등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락률은 27.5%이고 이러한 락(missing) 상은 

여러 개의 병변 에 작은 병변이 락되는 경향이 높다. 서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세 란스 병원에서 ESD한 후 1

년내에 진단된 병변을 동시성 병변이라고 정의했을 때 235명의 추 찰환자 에서 약 14.5%의 동시성 병변이 

발견되어 기진단시에 그 병변들이 락되었던 병변임을 암시하며 간 으로 락률을 알 수 있다.

  동시성 다발성 암의 존재는 의미 있는 악성병변이 찰되었을 때 동시성 병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른 부

분에 주  깊은 내시경 찰이 요구된다.

3. 내시경육안소견, 겸자생검병리소견, 조직병리소견의 불일치

  내시경의 육안상 찰한 소견과 겸자생검에 의한 조직병리 소견이 불일치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내

시경 육안상 양성병변으로 진단한 병변이 악성의 조직병리 결과일 경우도 있으므로 세 한 찰과 주의가 필요하

다(Fig. 3). 내시경 육안 소견과 겸자생검병리소견의 불일치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없고 외 인 병리결과를 

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경험 으로 다양한 병변에 하여 안목을 키워야 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겸자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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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내시경 육안 소견과 조직생검과 체조직검사의 불일치 .

Fig. 3. 부의 비장 다발성 림 종. Fig. 4. 부의 악성 장 기질성종양.

의 사용에 한 응증도 마땅치 않다. 시술자의 강한 의심과 겸자를 이용한 극 인 생검검사가 추천된다.

  겸자생검병리소견과 조직병리소견의 불일치에 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다. 특히 선종의 불일치에 한 연구

가 많은데 선종의 악성변화는 부분 으로 일어나게 되고 체 병변에서 서로 다른 단계의 이형성증이나 분화도

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겸자생검 병리소견과 조직병리소견의 차이가 날 수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세 란스병원에서 도 상선종(tubular adenoma with low grade dysplasia)으로 진단받고 

내시경 막 제술(EMR)로 제된 273개의 조직과 제 조직겸자에 의한 조직을 비교한 김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75.8%의 일치도를 보이는 반면 51개의 조직(18.7%)은 불일치를 보 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순천향 학병

원에서내시경 막하박리술(ESD)를 시술한 447 를 분석한 김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겸자생검의 결과와 비교하여 

58.3%에서 조직진단이 바 었으며 45.9%에서는 진단이 악성화 쪽으로 이동하 다. 

  겸자생검에서 선종이 진단되었더라도 일부분에서 악성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시경 막하박리술과 같은 

병변을 일  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특히 내시경 육안 소견상 악성이 의

심이 되나 겸자생검에서 선종으로 찰되는 경우 반복 인 겸자생검을 하면서 추 찰을 하는 것보다 일 제

를 통한 체 병변의 조직병리검사가 잠재된 악성병변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시경 검사에서 단일 미란성 염으로 진단하 고 조직생검에서 상 선종(tubular adenoma)으로 진단되었으며 

ESD 후 조직병리 검사에서 well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onoma가 진단된 이다.

4. 의 외부 압박 소견

  는 생리 으로 외부 구조물에 의한 외부 압박이 찰된다. 부는 비장, 체부는 간과 췌장, 정부는 간

과 담낭 등에 의한 생리 인 외부압박이 찰된다. 

  크기가 큰 막하 종양이 외부 압박소견으로 찰되는 경우도 있고 외부 장기의 병 인 소견으로 의 외부압

박이 발생할 수도 있다(Fig.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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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과’를 기재해주세요

  최근 국민 보건 수 의 향상과 국가  암 방 사업의 일환으로 장내시경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일반 인 장내시경 검사의 응증은 장암의 선별검사, 장폴립의 치료와 치료 후 추 검사, 변 는 변 

잠 반응 양성, 원인 불명의 철결핍성 빈 , 변비, 설사 는 복통 등의 장 증상, 그리고 장조 검사의 이상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자에게는 매우 아 고 불편한 검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시술하는 의사에게는 실패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검사이다.

  2008년 자료에 의하면 장내시경을 시행한 40세 이상 성인 남녀 4명  1명에서 장폴립이 발견되고 있으며 

식생활의 서구화와 비만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암과 장폴립의 발생률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

된다. 한 염증성장질환의 발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장의 궤양성 병변에 한 감별진단도 요하다. 그러

나 장내시경검사는 상당 기간의 숙련을 요하며 병변에 한 감별진단에도 시술자의 경험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편안하고 정확한 장내시경검사는 피검자와 시술자 모두에게 요한 문제이다. 이에 자는 완벽한 

장내시경검사를 한 선결 조건을 알아보고 개원가에서 흔히 하는 장내시경의 이상소견에 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1. 완벽한 장 찰을 한 조건

  장의 폴립간과율은 20% 정도인데 폴립의 크기가 작을수록 간과율이 높아 1 cm 이상의 폴립의 경우 간과율은 

2%인데 반하여 5-10 mm는 13%, 1-5 mm는 26%에 이른다. 한 시술자간에도 폴립발견율에는 16-41%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술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다 정확한 장내시경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완벽한 

장내시경검사가 어려운 이유는 장이 해부학 으로 길이가 길고 굴곡이 심하며 주름을 가지고 있어 모든 장 

막을 맹  없이 완벽히 할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검자 혹은 시술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

의 완벽한 찰에 근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완벽한 장내시경검사를 한 노력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깨끗한 장 정결: 깨끗한 장 정결은 성공 이고 정확한 장내시경 검사를 한 필수 인 선결 조건이다. 

장 정결이 불량한 경우 병변을 놓치거나 불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내시경 시술 시간의 지연 

 시술과 련된 합병증의 증가를 래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피검자들은 장내시경검사 자체보다 장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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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완벽한 장 찰을 한 권고 사항

1. 장 정결을 깨끗이 한다.

2. 장내시경 수기를 완숙하게 하고 내강을 세 히 찰한다.

  - 장내시경 삽입 수기를 연마한다.

  - 회맹 부 까지 삽입 후 사진을 명확히 는다.

  - 장내시경 삽입 에도 주의 깊게 찰한다.

  - 장내시경 회수 시 6분 이상 찰한다.

  - 히 장내강을 팽창시키고 맹 을 주의한다.

  - 미세병변이나 표면형 병변에 주의하고 동시성 병변 발견에 힘쓴다.

  - 다른 시술자의 용종 발견율과 비교한다.

3. 새로운 장내시경 기기  부속기구를 히 사용한다.

제를 먹는 것이 더 힘들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깨끗한 장정결은 장내시경의 정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소화기내시경 학회에서는 깨끗한 장 정결을 해 피검자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

째, 깨끗한 장정결을 해서 검사 3일 부터 씨가 있는 과일(참외, 포도, 수박 등)과 김치 등의 채소  김, 미

역 등의 해조류를 하고 둘째, 검사 날 아침과 심은 유동식(죽이나 미음)만 먹고 녁은 식한다. 이후 장 

정결제를 복용하는데 재 검사  가장 리 사용되는 장 정결제는 코리트(colyte, polyehtylen glycol)이다. 

  코리트는 장  내에서 흡수되거나 분비를 진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나 해질에 향을 미치지 않아 

비교  안 한 정결제로 심부 , 간부 , 심부  환자나 노인  어린이에게도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맛이 좋지 않고 4리터라는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는 불편감이 있다. 피검자의 순응도를 높이기 하여 sodium 

sulfate를 제거한 sulfate-free PEG를 사용하거나 코리트 2리터와 bisacodyl이나 magnesium citrate를 같이 복용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외 장정결제로 쿨 렙산(CoolPrep powder)과 피코라이트산(Picolight powder)이 있다. 쿨 렙산은 

PEG-electorlyte 2리터에 ascorbic acid를 첨가하여 기존 4리터의 코리트에 비하여 복용량을 이고 맛을 개선하며 

장정결 효과는 비슷하게 유지하 다. 피코라이트산은 자극성 하제인 sodium picosulfate와 삼투성 하제인 magnesium 

oxide로 이루어진 장정결제로 2회에 걸쳐 300 cc만 복용하면 되어 환자 순응도가 우수하다. 기존의 인산나트륨제

제와 비교하여 인산염이 없어 해질 장애나 신질환을 유발하지 않는 것도 장 이다. 솔린오란(sodium phosphate)

은 에 사용되었으나 해질 장애와 인산에 의해 신질환이 유발될 수 있어 장 정결제로 지되었다.

  장정결이 불량한 경우 응증을 고려하여 검사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연기

하는 경우 피검자에게 장정결 방법에 하여 다시 한번 숙지시킨다. 특히 정결제 복용  주의사항에 하여 강

조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처치와 장정결제 복용 후에도 장정결이 불량한 경우에는 다른 장 정결제로 바

꾸어 보거나 magnesium citrate, bisacodyl, senna와 같은 하제를 추가하여 볼 수 있다. 코리트의 경우 이틀에 걸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도록 해 볼 수도 있다. 완벽한 장내시경 검사를 해서는 깨끗한 장정결이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완숙한 장내시경 술기와 자세한 찰: 장내시경 술기에 자신이 없다면 삽입하는데만 하게 되어 충분

한 찰 시간을 두지 못하여 병변을 놓치기 쉽다. 특히 장내시경 삽입이 요한데 장내시경을 가능한 한 단축

하고 직선화해서 회장말단부까지 삽입하고 시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장내시경의 선단을 움직일 수 있어야 자

유롭게 모든 막을 찰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장내시경의 찰은 장내시경을 회장말단부까지 삽입한 후 내시경을 회수하면서 이루어지지만 

삽입 시와 회수 시에는 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장의 단축이 이루어져 삽입 시 찰되던 작은 병변이 회수 시 보

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삽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에서 삽입 시 발견되는 작은 폴립은 표시를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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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로 제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 의하면 삽입 시 진행성 샘종의 74%, 암의 

95%가 발견되며 회수 시에는 각각 26%와 5%만이 추가로 발견된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 10 mm 이상의 폴립의 

발견율을 비교하면 삽입 시 75%에 이르고 회수 시 25%이다. 따라서 부분의 진행성 종양 병변이 장내시경 삽

입 시 발견 되어 삽입 시 찰의 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장내시경 삽입에만 열 하다 보면 정작 장내시경을 빼면서 찰하는 시간을 충분히 못 가지는 경우가 허다

하다. 장내시경을 회수하면서 찰할 때 가장 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찰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장 내시경 회수 시간이 평균 6분 이상인 시술자와 6분 미만인 시술자를 비교하 을 때 종양성 병변의 

발견율이 28.3%  11.8%, 진행성 종양 발견율이 6.4%  2.6%로 차이가 났다. 장내시경검사 시 타이머를 이용

하면 삽입 시간  종료 시간을 측정하여 회수 시간을 6분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장 내강이 충분히 팽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병변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장내시경 회수 시 히 장 내

강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과도하게 팽창시켰을 경우는 피검자에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

다. 한 장 부 에 따라 히 환자 자세를 변화시키면 찰하는데 유리하다. 횡행 결장이나 좌측 장을 

찰할 때는 앙와 나 우측 측와 로 변환하면 내강이 확장되어 유리하다.

  일반 으로 큰 굴곡부의 내측이나 주름의 이면은 내시경 검사의 사각지 이다. 상행결장의 깊은 반월 주름의 이

면, 회맹 의 맹장측, 간만곡부, 비만곡부, SD 굴곡부, RS부의 각 굴곡부 내측과 구측 부분, 특히 Houston  이면 

부 가 맹 이 되기 쉽다. 따라서 내시경 선단을 이용하여 막 주름이나 만곡부를 제끼면서 찰하고 체  변환

이나 공기량을 서서히 변화 시켜 가능한 한 맹 이 게 되도록 찰하는 것이 요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S상

결장경 검사 시 선종의 발견율이 8-12%인데 반하여 직장에서 내시경을 반 하면 선종 발견율을 1%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외 부 에서도 내시경 반 을 이용하여 찰할 수 있으나 합병증의 험성 등으로 유용성에 해서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

  미세 병변이나 표면형 병변에 주의하고 동시성 병변 발견에 힘써야 한다. 일본에서 처음 개념이 정립된 편평형 

는 함몰형 장 샘종의 경우 발견이 쉽지 않고 장암으로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주의하여 찰하여야 한다. 국

소  발 이나 창백, 상의 변화  소실, 출 의 취약성, 장  벽의 변형, 폴립 주변에 찰되는 백반 등의 변

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동시성 병변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진행성 폴립이나 장암이 발견된 환자에서 다른 폴

립이나 동시성 장암이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장암 환자의 45.9%에서 

장폴립이, 17%에서 진행성 폴립이, 5.8%에서 장암이 동반되어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9명의 소화기내과 의사를 비교하 을 때 50세 이상의 환자에서 장내시경 검사 

시 1개 이상의 샘종 발견율이 15.5-41.1%로 차이가 났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장내시경검사 시 샘종의 존재 가능

성을 측하는 데 있어 환자의 연력이나 성별보다 내시경 시술자가 더 향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병변

을 찾기 한 시술자의 노력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신의 장폴립 발견율을 다른 시술자의 폴립발견율과 

비교해 보는 것도 질 리를 해서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폴립발견율이 5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25% 이상, 여성

의 경우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아직 국내의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한 다기  공동연구에 의하면 

국내 50세 이상 성인 남년의 경우 폴립발견율이 15%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다.

  3) 새로운 내시경 기기나 부속기구의 이용: Indigocarmine을 이용한 색소내시경으로 크기가 샘종의 발견율은 높

일 수 있으나 부분 5 mm 이하의 샘종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임상  유용성에는 논란

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색소내시경을 이용하면 편평형 폴립의 정확한 범 와 형태를 악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역 상(narrow band imaging, NBI)는 조직으로의 침투도가 사용된 빛의 주 수에 의해 결정되며 반사된 빛은 

조직 내의 색소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데 청색 원의 NBI는 색소내시경과 유사하게 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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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있고 종양성 병변과 비종양성 병변을 감별할 수 있으며 색소내시경과 달리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다는 장 이 있다. 확 내시경은 폴립의 선구 형태를 감별하여 종양성 병변의 감별 진단에 유용하다. 그 외에도 

고해상도 내시경  자가 형 법 내시경 등이 있다.

  최근 투명캡을 내시경 선단에 부착하면 내시경 삽입에 용의하고 장 내강을 찰 시 막 주름을 제끼면서 검

사하는데 용이하여 폴립의 간과율를 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2. 비정상 소견으로 오인되는 정상 병이 소견

  1) 말단 회장 부 : 회장 막은 장 막과는 달리 융모로 인해 과립상으로 보이며 은 사람에서 림 여포

(lymphoid follicle)가 발달되어 찰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림 여포 증식이 과하여 폴립으로 오인되는 경우

가 있으나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 변이 소견이며 나이가 들면서 차 소실된다. 한 말단회장에 아 타성 궤양 

는 미란 등이 찰되는 경우가 있으나 증상이 없으면 조직 검사나 추가 치료가 필요없다. 만약 설사나 복통 등

의 증상이 있다면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 

  2) 맹장: 맹장에서는 장 끝을 확인하는 두 가지 지표인 충수 개구부와 회맹 을 확인할 수 있다. 충수 개구부

와 회맹  모두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충수 개구부는 개 작은 구멍 형태를 보이

나 반달 모양으로 찰되기도 하고 폴립처럼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기도 한다. 간혹 맹장내로 충수가 려 들어와 

폴립으로 오인되어 폴립 제술을 시행할 경우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성 충수염이 있는 경우에도 충수 개구부

가 부어 돌출될 수 있으나 부분 발 과 부종, 삼출물을 동반하므로 구별이 가능하다. 충수 개구부 는 맹장 부

에 간혹 나뭇가지에 나뭇잎들이 달려 있는 것 같이  주 에 색환(red rings)들이 모여 있는 것이 찰되기

도 하는데 조직 검사를 하면 림  소결 (lymphoid nodule)로 나온다. 이는 맹장 주 에 많아 맹장환(cecal rings)으

로 불리기도 한다. 회맹 은 개 부풀어진 입술 모양이나 일부에서는 지방 침윤이 심해 지방종이 있는 것으로 보

이거나 실제로 지방종이 동반되기도 한다.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결핵을 앓고 난 후 회맹 의 반흔에 의한 변형된 

모습을 종종 찰할 수 있다.

  3) 결장: 굴곡부 를 통과할 때 내시경 선단부에 의해 막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반복 인 마찰로 인해 미란과 

발 이 생길 수 있어 내시경 삽입시 발견하지 못했던 발 과 국소  선상 미란이나 출 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검사 도  액체 흡입이 지나치면 흡입 폴립이 생길 수 있다. 수술 후 문합부의 반흔, 발

, 결정성 변화,  확장, 문합육아종(suture granuloma) 등을 질환 재발과 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장에서도 

드물게 림  증식을 찰할 수 있고 림  여포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장 흑색종(melanosis coli)이 있으면 뚜렷

해진다. 

  4) 직장: 특별히 무증상인 환자에게서 직장 막의 발 을 찰할 수 있는데 이 병변을 일부에서는 직장 홍역

(rectal measles)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조직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없다. 한 종

종 내시경 반 시 직장 손상이 생기기도 한다. 남자의 경우 립선 비 , 여자의 경우는 자궁경부에 의한 압박이 

찰되어 막하 종양과 감별해야 한다. 직장 벽에 치하고 있으므로 진단에 참고할 수 있다. 

  5) 항문: 항문에 생기는 질환은 치핵, 치열, 항문주  농양, 치루 등이다. 치핵은 내시경에서 실제보다 확 되어 

보여 정상 인 항문쿠션이나 skin tag을 치핵으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비후항문유두(hypertrophied anal 

papilla)는 만성 치열이 있는 환자나 특별히 항문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견된다. 내시경을 반 시켜 찰할 때 

마치 유경성 폴립처럼 찰되기도 하여 종종 폴립 제술을 시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 는 감각신경이 분포

하는 부 라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항문암, 흑색종도 간혹 발생할 수 있어 빠지지 않고 찰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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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상피성 장 용종의 조직학  분류

종양성 폴립

  양성 상선종

상융모선종

융모선종

  악성 비침습성 (상피내암, 막내암)

침습성

비종양성 폴립 과형성 용종

막성 용종 (정상 막)

연소성 용종

Peutz-Jeghers 

염증성 용종

3. 장폴립

  넓은 의미로 폴립은 막이 강 내로 돌출된 병변을 통칭한다. 폴립의 부분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나 1 cm 

이상의 용종은 출 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 첩을 유발하여 장 폐쇄를 일으키기도 한다. 선종-암 연쇄 가설에 근

거하여 암성 병변으로 폴립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폴립의 이환율은 장암과 한 계가 있으며 나

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폴립의 이환율은 50 에 30%, 60 에 40-50%, 70 에 50-60%로 알려져 

있으며 부분 1 cm 미만으로 10%만이 암으로 진행된다. 미국 National Polyp Study에 의하면 정상 장에서 폴립

이 발생하는데 5년이 소요되며 암으로 진행하는데 1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장폴립은 조직학 으로 종양성 폴립과 비종양성 폴립으로 분류하며 비종양성 폴립에는 과형성 폴립, 과오종, 

염증성 폴립 등이 있다. 종양성 폴립은 양성인 샘종과 악성 폴립으로 분류한다. 임상 으로 요한 샘종은 체 

폴립의 70%를 차지하며 상샘종, 상융모샘종, 융모샘종으로 구분하며 융모 조직양이 많을수록 악성화 경향이 

높다.

  내시경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장폴립의 형태학  분류가 요한데 기본 으로 용종경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

다 최근 평탄형과 함몰형 샘종이 보고되면서 새로운 분류법이 제시되었다. 육안  소견에 따라 융기형(protruded 

type), 표면형(superficial type), 측방발육형(lateral spreading tumor)으로 구분한다. 융기형 병변은 유경성 폴립(pedun-

culated polyp), 아유경성 폴립(semipedunculated polyp), 무경성 폴립(sessile polyp)으로 나 다. 표면형은 높이가 비

의 1/2이하, 높이가 2 mm 이하, 조직학 으로 막근층에서 병변의 윗부분까지 높이가 주변 막 두께의 2배 이하 

등으로 정의되며 측방발육형 종양은 장 벽을 따라 수평으로 발육하는 경향을 보이는 표면형 병변으로 직경이 10 

mm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여 따로 분류하고 과립상과 비과립상으로 구분한다. 조기 장암은 조기 암의 분류법에 

따라 표면융기형(IIa형), 표면평탄형(IIb형), 표면함몰형(IIc형)으로 구분하고 육안 으로 혼합형이 흔하여 IIa+IIc, 

IIc+IIa형 등으로 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학  분류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통용되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장 샘종은 일반 으로 샘종의 크기가 클수록, 융모형 조직형이 많을 수록, 이형성 정도가 심할수록 악성화되

기 쉽다. 내시경 의사의 입장에서는 샘종의 크기가 요한데 폴립의 크기가 1 cm 이상인 경우 수술로 제거된 폴

립의 경우 55.5%, 내시경 으로 제거된 폴립의 경우 15.4%에서 악성 폴립으로 진단되었다. 크기가 1 cm 이하인 

경우는 수술로 제거된 폴립의 경우 1.3%, 내시경 으로 제거된 폴립의 경우 0.5%만이 악성 폴립으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육안  소견에 계없이 직경이 1 cm 이상인 장폴립은 주의를 요한다. 

  유경성 폴립의 경우 용종경과 두부 모양에 따라 악성 변화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 용종경이 짧고 굵으면서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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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장 용종의 형태학  분류.

Table 3. 장의 막하 병변

Colitis cystic profunda

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Lymphoid polyp (양성, 악성)

지방종

카르시노이드 종양

이성 종양

그 외 질환

가 비교  작고 그러져 있거나 모양이 타원형인 경우 악성 변화를 의심한다. 무경성 폴립인 경우 붉은 색깔을 

띄면서 조직이 아주 무른 소견을 보이거나 궤양이 동반되어 있으면 악성 변화를 하여 막하 조직 침윤까지 의심

해 볼 수 있다. 표면융기형의 경우 표면에 뚜렷한 함몰이 있으면 막하 침윤을 의심할 수 있으며 표면함몰형은 

공기량 병화에 따른 모양변화, 무명구 소실, 불규칙한 변연 성상, 병변 주 에 막 주름이 집 되는 소견이 있으

면 악성 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Dr. Kudo 분류에 의한 V형 선구 형태는 막하 침습을 의미한다.

  장내시경 검사 도  5 mm 이하의 폴립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미소폴립(diminutive polyp)이라 하며 이

에는 비종양성 폴립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30-50%에서 샘종성 폴립으로 진단되어 임상  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악성 변화는 0.1%에서만 보이며 형태학 으로는 부분 표면형이다. 

  측방발육형 종양은 일반 으로 과립상이 비과립상에 비하여 크지만 조직학 으로 부분 상융모선종이며 침

윤암의 발생빈도는 비과립상에서 더 높다. 최근 장에서도 막하 제술이 시행됨에 따라 측방발육형 종양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막하 침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달도를 정확히 악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 선구 형태가 V형인 경우 악성 변화가 의심되며 크기가 클수록, 표면이 결 형태

일수록, 결 의 크기가 10 mm 이상인 경우, 종양 내에 함몰형 병변이 있는 경우, 조직 분화가 나쁜 경우 막하 

침윤 가능성이 높다.

  장내시경 검사 도  악성 변화가 의심되는 폴립을 놓치지 않기 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약간의 발

을 보이거나 간혹 창백하게 보이는 부 , 수지상으로 연결되던 상이 갑자기 소실되는 부 , 정상 인 장  

벽이 변형을 보이는 경우, 가벼운 스침에도 출 이 일어나는 부 , 백반이 발견되는 부 는 자세한 찰을 필요로 

한다. 가끔 융기형 병변을 발견하고 제거에만 하여 주 의 작은 병면이나 표면형 병변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장 폴립의 악성 변화 소견을 숙지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겠다.

4. 장 막하 병변

  장의 막하 병변으로는 colitis cystic profunda, pneumatosis cystoides intestinalis, lymphoid polyp, 지방종, 카르시

노이드 종양, 이성 종양, 그 외 질환이 있다.

  지방종(lipoma)은 우측 장 특히 회맹  주 에 잘 발생하며 비상피성 종양  가장 흔하며 내시경 소견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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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크론병과 장결핵의 감별진단

Intestinal tuberculosis Crohn’s disease

임상 증상

  설사

  직장 출

  발열

  항문주  병변

  증상 기간 7.2±3.4 m 58.1±9.8 m

내시경 소견

  종주성 궤양

  아 타성 궤양

  조약돌 막모양

  반흔과 가성폴립

조직학  소견

  Confluent granuloma

  Caseous necrosis

  Large granuloma

  Ulcers lined by conglomerate epithelioid histiocytes

  Disproportionate submucosal inflammation

=0%, =1-25%, =26-50%, =51-75%, =76-100%

표면이 평활한 반짝이는 정상 막으로 덮여 있으며 구형, 반구형, 유경형의 형태로 보인다. 황색을 띄며 겸자로 

막을 잡아 당기면 텐트처럼 당겨지는 tent sign, 압박하면 쉽게 려 모양이 변하는 pillow sign등이 보인다. 반복

인 생검을 하면 지방 덩어리가 려 나오는 naked fat sign이 보인다.

  평활근육종(leiomyoma)은 장에서는 드물며 내시경 상 표면이 정상 막으로 덮여있으나 크기가 커지면 발  

혹은 미란을 보이기도 한다. 막 근 에서 발생하면 작은 용종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유암종(carcinoid)은 주로 직장에서 발견되고 1 cm 이하의 무경성 폴립으로 찰되며 표면 막은 매끄럽고 반질

거리며 창백한 노란색을 띤다. 생겸 겸자로 러 보면 지방종과는 달리 단단하여 러지지 않는다. 크기가 커지면 

궤양이 생겨 출 이 발생하기도 한다. 

  림 종(lymphangioma)은 장 막 하층의 림 이 확장되어 생기는 양성 병변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창백하

며 종종 투명한 느낌을 주어 회백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지방종과 마찬가지로 tent sign, pillow sign을 찰할 수 

있으며 자세히 보면 선상의 얕은 함몰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종양의 내부가 섬유결합조직의 격에 의해 나 어진 

것이다. 조직 검사 시 투명한 림 액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 장 궤양

  장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궤양이 발생할 수 있으나 내시경  소견만으로 감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내

시경 소견을 참고하여 임상 소견  검사실 소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된다. 감별에 도움이 되는 내시경 소견

은 병변의 호발 부 , 병변의 연속성 유무, 궤양의 모양  방향성, 궤양 주  막의 염증 동반 유무, 장내 다른 

합병증 동반 유무 등이다. 특히 회맹부 에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 감별진단을 필요로 하는데 표 으로 크론병과 

장결핵이 있으며 베제트 장염, 그 외 감염성 장염에서도 이 부 에 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서는 회맹부  궤

양의 내시경  감별진단에 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크론병에 의한 회맹부 궤양은 주로 장간막에 평행하는 종주 궤양(longitudinal ulcer)이 특징인데 반하여 장결핵의 

경우는 횡주 궤양(transverse ulcer)이 흔하며 종주 궤양이라도 길이가 길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크론병의 궤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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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크론병과 베체트 장염의 감별진단

베체트 장염 크론병

내시경 소견

  궤양의 개수 5개 이내 5개 이상

  궤양의 분포 제한성 미만성, segmental

  궤양 모양 원형/난형 종주성

  조약돌 막 모양 없음 진단

임상 증상

  항문 병변 드묾 흔함

  구강/성기 궤양 흔함 드묾

  피부  안 질환 흔함 드묾

  염 흔함 드묾

경계가 비교  분명하며 궤양 주변의 막은 부분 정상 는 경미한 염증 소견을 보인다. 궤양들이 사방으로 연

결되면 궤양 사이 사이에 막 부종으로 인해 마치 조약돌은 깔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조약돌 막 모양

(cobblestone appearance)이라고 하며 크론병에서는 자주 찰되나 장결핵에서는 드물어 감별 포인트가 된다. 기타 

임상 양상이나 항결핵제에 한 반응 정도, 조직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한다.  다른 감별 진단으로 베체트 

장염이 있는데 특히 서양 보다 동양에서 베체트병의 장 침범이 더 흔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베체트 장염은 베체트

병의 진단기 을 만족하며 장 에 병변이 있는 경우 진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진단 시 베체트병의 진단기 을 모

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53%에 불과하며 베체트병에 선행하여 발 되기도 하여 진단이 어렵다. 베제트 장염의 특징

 궤양 형태는 주변 막과 경계가 분명하고 깊은 궤양으로 궤양 바닥은 깨끗하며 궤양 주변 막은 융기되어 

있다. 내시경 소견에 따라 분화구형, 지도형, 아 타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크론병과의 감별 은 궤양의 개수가 

어 보통 5개 이내이며, 원형 는 타원형으로 반흔이 훨씬 심하고 천공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핵성 장염

과 마찬가지로 조약돌 모양은 드물다. 그러나 세 질환 모두 아 타성 궤양이나 미란 등으로 발 될 수 있는데 이

런 경우 감별진단이 쉽지 않다. 아 타 궤양은 편평하거나 약간 함몰된 2-4 mm 크기의 작은 표재 궤양으로 궤양 

부가 회백색 는 황색 삼출액으로 덮 있고, 궤양 경계에 색 테두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장외 증상의 

동반 유무나 병변의 방향성 등이 감별진단에 도움을  수 있는데 아 타성 궤양이 종주 배열되어 있는 경우 크

론병을 시사하고 횡주성인 경우 장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 단순성 궤양(simple ulcer)은 소장 는 장에 베체트 

장염과 유사한 궤양이 찰되나 베체트병의 장외 증상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기에 단순성 궤양으로 진단되었

다가 나 에 베체트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동일 질환의 스펙트럼에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

한 감염성 질환에 의해 회맹부 에 궤양이나 미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만성 염증성 질환에 의한 궤양이 정상 

막으로 둘러싸인 분리성 궤양인데 반하여 감염에 의한 성 장염에 의한 경우는 염증성 막으로 둘러싸인 염

증성 궤양이다. 임상 경과가 비교  짧고 2-3 주 이내에 부분 증상과 병변이 호 된다는 에서 감별된다.

6. 직장항문 병변

  직장은 질환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 로 항문을 포함할 경우 체 장 질환의 50%를 차지 한다. 그러나 

장내시경 검사 시 직장항문 병변이 간과되기 쉬운데 직장은 휴스톤 과 막 주름으로 맹  부 가 많으며 분

변이 직장 내에 고여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궤양성 장염은 거의 모든 환자에서 직장에 병변이 발생한다. 그러나 크론병에서도 일부 직장 침범이 있을 수 

있으며 방사선 직장염도 성기에는 궤양성 장염과 유사하게 보인다. 단발성 혹은 다발성 궤양이 보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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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단일성 직장 궤양(solitary rectal ulcer)으로 직장탈로 인해 직장 막에 외상  허 로 유발되며 항문

연 6-8 cm 떨어진 부  직장 막의 방 부 에 잘 발생하며 직장암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종종 내시경 반  

시 직장 손상이 생기기도 하며 남자의 경우 립선 비 , 여자의 경우 자궁경부에 의한 압박이 찰되어 막하 

종양과 감별해야 한다. 

  항문에는 치핵, 치열, 항문주  농양, 치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 치열이 있는 환자에서 비후항문유두

(hypertrophied anal papilla)가 찰되기도 하는데 내시경을 반 시켰을 때 마치 유경성 폴립처럼 찰되기도 하여 

폴립 제술을 시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통증을 주며  장을 세 히 찰하여 작은 병변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장내시경 검사는 내시경

을 시술하는 모든 의사들의 희망이다. 피검자는 장 정결을 깨끗이 하고 시술자는 장내시경 술기를 완숙하게 

하는 동시에 작은 병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완벽한 장내시경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장내시경 소견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환자의 병력과 내시경 소견을 종합

으로 단한다면 정확한 진단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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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췌  폐색의 원인

선천성 원인 후천성 원인

Pancreas divisum Ampullary tumor

Anomalous pancreaticobiliary ductal union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tumor

Choledochocele Pancreatic duct stricture

Choledochal cyst Early chronic pancreatitis

Duodenal duplication cyst Groove pancreatitis

Annular pancreas Sphincter of dysfunction

  췌장담도 질환  가장 흔한 질환은 담석과 췌장염이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양성과 악성 질환을 포함하고 있

다. 췌담도 질환은 부분 증상이 비특이 이기 때문에 췌담도 질환을 의심하기 해서는 병력과 과거력을 세심하

게 평가를 해야 한다. 컴퓨터 단층 촬 과 음  검사와 같은 상 검사가 진단에 큰 도움을 주며 한 액 

검사를 통해서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한 췌담도 질환의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췌담도 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유용한 검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Amylase/lipase

  성 췌장염의 원인  가장 흔한 것은 술과 담석이며 70-80%의 경우 췌장염의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성 췌장

염이 한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복부컴퓨터단층촬 이나 음 검사 이외에도 자기공명췌담 조 술 등을 이용하

여 췌 의 폐색으로 인한 췌장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췌  폐색의 원인은 

크게 선천성 원인과 후천성 원인으로 나  수 있으며 선천성 원인에는 담췌 합류이상(APBDU), 담  낭종 

(choledochal cyst), 췌  개구부 기형(pancreas divisum), 윤상 췌장(annular pancreas) 등이 있다. 후천성 원인으로는 췌

장암을 포함한 유두부의 종양들 그리고 기 만성 췌장염, 유두부 약근 이상 등이 있을 수 있다.

Serum IgG4

  최근 10년간 자가 면역 이상에 의한 췌장염에 한 심과 보고들이 부쩍 늘었다. 자가면역췌장염은 통증은 경

미하면서 황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종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 췌장암과 구분이 요하다. 복부 팽만감, 식

후 포만감 등의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장증후군과의 감별도 필요하다. 자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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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ian Diagnostic Criteria for Autoimmune Pancreatitis

(From Ostuki et al. Asian diagnostic criteria for autoimmune pancreatitis: consensus of the Japan-Korea Symposium on Autoimmune Pancreatitis. 

J Gastroenterol. 2008;43(6):403-8)

Fig. 1. Stool elastase ELISA Kit

역췌장염과 기능성소화장애의 감별을 해서는 1차 으로 amylase와 lipase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확진을 해서

는 청에서 IgG4 수치 그리고 자가면역표지자의 확인과 복부컴퓨터단층촬 과 자기공명췌담 조 술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Stool elastase

  외분비 췌장 기능의 이상이 실제 임상에서 진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외

분비 췌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설사 같은 증상이 과민성 장증후군 등의 다른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며 한 외분비 췌장 기능의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뇨 등의 다른 동반된 췌장 질환

을 진단 못할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설사가 주요 증상인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  약 6%에서 외분비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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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romogranin A가 상승할 수 있는 질환들. 

(From Modlin et al. Chromogranin A--biological function and clinical utility in neuro endocrine tumor disease. 

Ann Surg Oncol. 2010 Sep;17(9):2427-43.)

장 기능의 이상이 진단되었으며 이들 환자에서 소화효소를 보충하여 증상의 호 을 가지고 왔다. 지 까지 외분비 

췌장기능을 외래에서 간단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최근 변에서 elastase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Chromogranin A

  신경내분비종양은 최근에 주목 받기 시작한 종양으로 연  증상을 악하지 못하거나 한 검사를 하지 못해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췌장뿐만 아니라 폐, , 소장, 장 등 다양한 장기에서 발생 가능하다. Chromogranin 

A는 장 과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서 상승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 

신경아세포종(neuroblastoma), 기 지폐 신경내분비종양(bronchopulmonary neuroendocrine tumor), 그리고 갑상선 수질

암(medullary thyroid cancer) 등에서 상승소견을 보인다. Chromogranin A의 신경내분비 종양에 한 민감도는 67%이

며 특이도는 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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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병연구소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소화성궤양, 장  악성 종양, 식도 역류질환, 담도 질환 등 그 인과 계가 뚜렷한 기질

 질환이 없으면서 만성 이며 반복 인 장  증상이 상부 장 에 주로 발생하는 증상군을 일컫는다. 소화불

량증은 흔한 질환으로, 일차의료기 에 방문하는 환자 체의 5% 정도를 차지하며, 국내에서 일차의료기 에서 3

차의료기 으로 의뢰된 소화불량증 환자  약 8-20%에서 기질  질환이 발견되고 70-92%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의 개요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그 병태생리가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질 인 집단

이 모인 질환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유 인 요소, 가족 환경, 정신사회  요소, 장 의 운동 이상, 내장 

과민성, 염증효과, 세균 등의 다양한 병태생리 기 들이 논의되어져 왔고, 다양한 병태생리로 인하여 기능성 소화

불량증에 합한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에 련된 기  병태생리를 이해

하고 이를 교정하는데 효과 인 약제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로톤펌 억제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표 인 증상이 궤양과 유사한 증상이므로 항궤양 치료에 하는 산분비억제제가 사용

된다. 실제 연구에서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로톤펌 억제제가 효과가 있다. 기능성 소

화불량증 환자에서 로톤펌 억제제 효과에 한 메타분석은 약과 표 용량의 로톤펌 억제제, 유지용량의 

로톤펌 억제제 등 세 군을 비교하 다. 7개의 무작  통제 연구 3,031명을 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로톤펌

억제제를 2-8주 투약 후 소화불량증의 증상을 이는데 두 용량 모두 약보다 효과 이었다. 10개의 무작  통

제 연구에서 3,347명을 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로톤펌 억제제를 2-8주 투약 후 소화불량증에 한 효과가 

34%로 약(25%)보다 효과 이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로톤펌 억제제와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를 비

교한 무작  조군 연구에서 로톤펌 억제제가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에 비해 더 좋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차이는 없었다. 로톤펌 억제제와 제산제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로톤펌 억제제가 제산제보다 소화불량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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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증상 경감에 해 효과 이었다. 

3. 제산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 호  면에서 제산제는 약과 비슷한 효과를 보 다. 109명의 환자를 상으로 5주 

동안의 연구에서 약은 38%, 제산제는 37%에서 효과가 있었다. 108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통증 

지표의 감소가 약에서는 31%, 제산제에서는 36%로 제산제의 효과가 높았으나 통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약과의 비교 연구에서 보듯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제산제 투여로 37%에서 증상 호 을 보이고 간헐  

증상 완화에 효과 이므로 경증 환자에서 일차 치료로 고려할 수 있다. 

4. 장  운동 진제

  14개 연구 1,053명을 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장  운동 진제는 약에 비해 2-8주 투여 후 증상 호 에 

효과 이었다. 19개의 무작  통제 연구에서 3,178명을 상으로 하 을 때 장  운동 진제의 효과(57%)가 

약(4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메타분석에 사용한 부분의 약제는 재 부작용으로 시 되고 있지 않

은 cisapride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고, 최근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mosapride, itopride에 한 연구가 어, 보

다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장  운동 진제는 그 약제 기 에 따라 도 민 D2 수용체길항제, 5-HT4 

수용체작용제, 모틸린 수용체작용제 등으로 분류된다. 도 민 D2 수용체길항제  domperidone은 메타분석에서 2-4

주간 사용했을 때 약에 비해 증상 호 에 효과 이었다. Itopride는 2상 연구에서는 약에 비해 증상 호 에 효

과 이었다. 3상 연구에서는 약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으나, 북미 외의 유럽에서는 증상 호 을 보 다. 

5-HT4 수용체 작용제  표 인 약제는 cisapride와 tegaserod이지만 부정맥과 심  질환 유발 가능성이 각각 

보고되어 두 약물 모두 재는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이다. 5-HT4 수용체 작용제  mosapride는 부정맥 유발과 같

은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으며, 증상과 함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모틸린 수용체작용제인 

erythromycin은 기 연구에서는 증상 호 에 효과 이라고 보고되었으나 최근 시행된 무작  비교 연구에서는 

약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증상 조 이 잘 되지 않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경우 장  운동 진제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두 종류의 운동 진제를 병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었다. 증상 조 이 잘 되지 

않는 경우 metoclopramide나 domperidone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  운동 진제의 조합도 가능하다. 

Cisapride와 domperidone을 병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cisapride 단독 투여 시보다 증상 완화에 더 효과 이었다.

5.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는 산분비억제제이므로 로톤펌 억제제에서 술한 바와 같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 완화에 효과 이다. 12개의 연구에 근거한 2,183명을 상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는 

2-6주간 투여 후 약에 비해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 약에서는 40%에서 효과를 보 으나 히스타민수용체길

항제는 54%에서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여러 소화불량 증상  상복부 통증, 식후 팽만감이 히스타민수용체

길항제 투여로 효과가 있었다. 일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십이지장내의 산 노출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배출의 지연,  팽창에 한 민도 증가, 부 이완 억제 등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식도역류질환이 동반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와, 십이지장 내의 산노출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히스타민수

용체길항제와 같은 산분비억제제가 증상의 호 에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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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와 기능성 소화불량증

  12개의 연구에 근거한 2,903명을 상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약에 비해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 약군에서는 36%에서 효과를 보 으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43%에서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

다. 국내에서 헬리코박터 양성인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증상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이번 

연구 결과는 매우 제한 이며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소화불량증에서 헬리코박

터가 양성일 경우 제균치료와 산분비억제제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산분비억제제 처방 후 53%에서 

12개월 후 증상의 재발을 경험하 으나 헬리코박터 제균 후 12개월 뒤 증상 재발률이 산분비 억제제에 비해 

13-40% 감소하여 증상이 지속될 상  험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음성 환자

가 빠져있는 제한 이 있다.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효과로 임상 증상의 개선을 보이는 국

내  아시아 연구 자료는 매우 제한 이다. 1998년 경주시 주변 23개동 주민  소화불량증 증상이 있는 510명을 

상으로 헬리코박터 청검사를 실시하여 375명이 양성으로 정을 받았고, 이  304명이 내시경을 실시하

다. 소화불량증은 식후 불편감, 명치팽만감  통증, 트림, 속쓰림, 산역류, 트림의 어느 증상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정의하 고(5-Likert scale) 어느 증상이라도 5   1  이상 좋아지면 호 으로 간주하 다. 신속요

소분해효소검사 양성은 204명(67.1%) 고, 이  비궤양성 소화불량증이 197명이었다. 제균 치료를 실시하고 1년 

후 증상 호 은 제균이 완료된 군이 62.1%, 제균이 되지 않은 군은 59.6%로 양 군 간에 통계  차이는 없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3차 병원으로 내원한 헬리코박터 이로리 양성인 203명  소화불량증 환자 123명과 소화성 궤

양 70명을 상으로 제균 치료 후 향 으로 평균 12개월까지 추  찰하 다. 양 군 간에 헬리코박터 제균율은 

차이가 없었고, 기능성 소화불량증군은 67.4%, 소화성궤양군은 72.5%에서 증상 호 이 있었고, 특히 소화불량증군

에서 9개월  12개월 모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군이 제균치료 실패군에 비해 유의한 증상 호 을 보 다. 그러

므로 아직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헬리코박터 양성인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증상 개선에 한 효과가 서로 상반되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헬리코박터 양성률은 50-65% 정도로 일반 인구와 비슷하

고,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유병률도 일반 인구집단의 11.7-12.2%로 높다. 그러므로  인구의 5%가 헬리코박터 양

성인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 그 의료비용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상된다. 한 암의 

고 험군이라는 이유로 실패율이 많은 상군에서 제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항생제 내성 균주가 증가할 수 있는 

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유효성에 한 근거  

비용효과에 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효과와 험성을 모두 고려한 근이 필

요하다. 

7. 막 보호제

  일본과 서양의 보고에서 막 보호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일부에서 증상 호 을 보 다. 무작 , 이  

맹검법의 약과 비교한 보고에서 81명의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rebapamide를 4주 투여 후 약과 비교하

을 때 팽만감, 트림, 통증 등의 일부 증상에서 호 을 보 다. 외국의 다기  연구에서는 rebapamide 2주 투여시 

치료  증상이 호 되는 경향을 보 다. Ecabet sodium에 한 국내 연구에서는 소화불량증의 증상을 호 시키고, 

cimetidine과 비교시 효능이 뒤지지 않았다. Teprenone, eupatilin 등도 미란성 염 환자에서 자각 증상의 개선을 보

으나, 아직까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한 막 보호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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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 이완제

  Sumatriptan, buspirone, cisapride, tegaserod 등 부 이완제는 의 근 부를 확장시키고 긴장도를 조 하여 기

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일부에서 증상 호 에 도움을 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40%에서 식후 부의 

이완 장애를 보이며 조기 포만감, 체  감소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5-HT1 수용체작용제인 

sumatriptan을 사용하면 부의 이완이 유발되어 조기 포만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도움이 된다. Buspirone 역시 

5-HT1 수용체작용제이며 용량에 비례하여  근 부를 이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9. 내장 과감각 억제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는 의 팽창 자극에 해 민감하여 정상인과 비교하여 낮은 자극에도 불쾌감이 유발된

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34%에서 팽창에 한 과민성이 찰되었고, 한 식후 통증, 트림, 체  감소의 

빈도가 높았다. 5-HT3 수용체길항제인 그라니세트론은 상부  하부 장 에 한 내장 진통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피오이드 진제  진제인 fedotozine은  확장시 민감도를 감소시켜 주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통증이나 팽만감을 호 시켜 다. 콜 시스토키닌 길항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소마토스타

틴 유사물질인 옥트 오타이드는 장 확장시 팽창도에 향 없이 민감도를 호 시킨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여러 가지 병태생리가 여되어 다양한 증상양상을 보이는 이질 인 질환군이며 증상을 

유발할수 있는 기  병태생리를 추정하여 이를 교정해주는 약물들을 조합하는 치료가 효과 이다. 장  운동

진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치료에 효과 이며, 증상 조 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장  운동 진제의 용량을 증

가시킬 수 있으며 두 종류의 운동 진제를 병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진단  치료를 한 기 근방법으로 내시경 검사가 헬리코박터 검사 후 제균 치료보다 효과 이며 헬리코

박터 양성인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제균치료는 일부 환자에서 도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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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과’를 기재해주세요

Table 1. Indications for Endoscopic Ultrasonography

Gastrointestinal tract

  Locoregional cancer staging

  Follow-up of cancer after chemoradiotherapy

  Detection of anastomotic recurrence

  Staging of gastric lymphoma

  Differential diagnosis of submucosal tumors

  Differential diagnosis of large gastric folds

  Staging of rectal cancer

  Detection of anal sphincter defects

Pancreatobiliary system

  Diagnosis of small pancreatic cancer

  Staging of ampullo-pancreatic and distal biliary cancer

  Diagnosis of neuroendocrine tumor

  Differential diagnosis of pancreatic cysts

  Differential diagnosis of gallbladder polyp

  Diagnosis of chronic pancreatitis

  Idiopathic acute pancreatitis

  Suspected choledocholithiasis

  Obstructive jaundice/biliary dilation

EUS-guided fine-needle puncture

  Mediastinal tumors

  Mediastinal and perigastric lymph nodes

  Unresectable pancreatic tumor before chemoradiotherapy

  Transmural drainage of pancreatic pseudocyst

  Celiac plexus block & Celiac plexus neurolysis

  Fine needle injection

  EUS-guided cholangiopancreatography

  지난 30년 동안 내시경, 음 (ultrasonography, US) 와 산화단층 촬 (computed tomography, CT)의 진보와 발달

로 소화기계 질환의 상 진단에 부신 발 을 가져왔으나, 장 (gastrointestinal tract) 벽 구조와 인 한 장기에 

한 체계 인 평가는 상 진단 기술의 공백 부분의 하나 다. 내시경 음  검사(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는 1980년 에 개발된 이후 이러한 소화기 내과 분야

에서 매우 요한 발 을 가능하게 했다. 내시경과 고주

 음  탐 자의 결합인 내시경 음 를 이용하면 내

시경을 통한 찰과 고주  음  소견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장  벽의 층을 구별하고, 

장 에 인 한 외부 장기의 세 한 상을 제공함으로써 

소화기계 양성질환의 진단과 악성질환의 병기결정에 매우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췌담도계 

(pancreatobiliary system)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내시경역행

췌담 조 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이 재까지도 가장 유용한 검사 방법  하나로 

인정 받고 있으나, 췌장염, 출  등의 합병증 발생 빈도가 

높아 최근에는 덜 침습 인 검사를 시행하려는 경향이 있

으며 이  표 인 검사법이 내시경 음 이다. 내시경

음 는 두꺼운 복벽과 장  내 가스의 방해 없이 고주

의 음 를 나 십이지장 벽을 통하여 췌장, 담도  

담낭에 직  주사함으로써 고해상도의 음  상을 얻

을 수 있어 진단목 의 ERCP의 역할을 속히 체해 가

고 있다. 이 듯 내시경 음 가 소화기내과 질환의 진단 

있어서 필수 인 검사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주변 구조로 정확하고 안 하게 바늘을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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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조직학  진단  치료 역으로까지 그 임상  용을 확 해 가고 있다. 이러한 내시경 음 검사의 소화

기내과 질환에서의 임상  용 범 에 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1. 장  질환에서 내시경 음 의 응증

  식도암의 국소병기결정은 지 까지 연구에서 내시경 음 의 가장 요한 응증이며, 특히 조기 식도암 진단에

서 CT 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도 종양의 수술 가능성과 완  제 여부를 단할 수 있어 치료 

후를 측할 수 있고 수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술 후 재발 측,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내시경 국소 제술 후 치료 효과를 정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암 환자에 있어 정확한 병기 결정은 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 이다. 내시경 음 는 암의 심달도

나 림  이 같이 치료 술식의 결정을 해 꼭 필요한 국소병기(locoregional staging)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조기 암의 술  조사로서 매우 유용하다. 조기 암에서 내시경 막하 제술 는 복강경 제술과 같은 

축소 치료를 계획한다면 내시경 음 의 역할이 필수 이라고 하겠다. 지 까지 보고에 따르면 내시경 음 가 정

확도면에서 CT보다 우월한 것으로 발표되었다(T staging 정확도 71-88%, N staging 77-80%). 반면 원격 이를 단

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내시경 음 하 천자흡인(EUS-FNA)을 이용하면 악성복수, 흉수, 간 이, 복강동맥 주변 

림  세포를 채취할 수 있어 기존의 상학  검사를 해석하는 데에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림 종에서 내시경 음 는 국소병기를 결정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다. 림 종에서 음

내시경의 T stage 정확도는 91-95%, N stage 정확도는 77-83%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 EUS-FNA를 이용한 주

변 림  세포채취 후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과 면역세포화학검사를 시행할 경우 N stage 정확도가 향상된다

는 보고가 있었다. 수술을 고려할 경우 표면의 침범 범 (horizontal extension)을 결정하는 데에도 유용하며, 림

종의 내과  치료(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는 항암방사선치료) 후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해서, 벽두께, 

에코 형태, 벽층(wall layer)의 정상화 여부, 림 의 크기와 유무를 내시경 음 로 평가할 수 있다.

  막하 종양에 해서는 종양 자체의 조직학  상 특성을 규명할 수 있고, 종양의 기시층을 구별할 수 있어 

막하 병변의 진단  감별진단에 유용하다. 내시경 음 는 막하 병변의 기원, 벽내 병변과 벽외 병변의 감별

에 있어서 다른 어떤 상 진단 보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양의 에코 형태를 통해 상학  조직 진단이 가능하

게 해 다는 장 이 있다. 막하 종양의 악성화 험은 항상 측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종양의 크기, 경계, 균일

성, 종양내 에코변화의 유무를 가지고, 제가 필요한지 추  찰을 할 것인지에 한 결정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막하 종양에 해서 내시경 음 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US-FNA 는 core 

biopsy를 시행할 경우 조직 진단과 악성화 험도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장 기질종양(gas-

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의 경우, 30-40 mm 이상의 크기, 불규칙한 변연이 악성 험도를 측할 수 있는 

가장 요한 내시경 음  소견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EUS-FNA로부터 얻은 세포(cell block)와 trucut 

biopsy를 통해 얻은 조직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이 악성화 험도를 단하는 요한 기 이 된다. 막하 

종양에서 EUS-FNA 는 core biopsy의 진단율(diagnostic yield)는 80-92%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  질환에서 내시경 음 의 응증은 식도 착에서 이완불능증(achalasia)과 종양의 감별, 바 트 

식도에서 발생하는 조기암 진단을 한 추 검사, 문맥압항진증에서 정맥류나 주  측부  확인, 암의 내시경

 치료에 한 경과 찰, 정맥류의 진단과 내시경  경화요법에 한 경과 찰, 소화성 궤양의 깊이 결정,  

거  막주름(large gastric fold) 의 감별, 직장암에서 술식, 수술  화학방사선치료 결정을 한 병기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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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췌담도계 질환에서 내시경 음 의 응증

  췌장종양으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가 내시경 음 가 의뢰되는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췌장암의 국

소병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내시경 음 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1 cm 미만의 작은 췌장종양의 진단에 있

어 기존의 다른 상 검사에 비하여 더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췌장암에서 T staging과 N staging에서 내시

경 음 의 민감도는 90% 이상으로 helical CT, MRI 등과 비교할 때 우월하다. 최근 내시경 음 는 췌장암의 

제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검사로서 CT, MRI, PET-CT 등과 함께 상보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췌장암은 

국소  췌장염과 구분이 어려워 진단에 낮은 특이도가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EUS-FNA를 시행하여 민감도 

91%, 특이도 100%, 진단 정확도 92%까지 향상 시킬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 췌장종양  상학  진단

만으로 감별이 어려웠던 선암, 림 종, 신경내분비종양의 감별 진단이 EUS-FNA를 이용한 세포검사를 통해 가능하

게 되었다. 제 불가능한 췌장암의 경우에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  EUS-FNA를 통한 세포학  검사가 필수

이다.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수술  제만이 유일한 근치  치료이므로, 수술  종양의 치를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기존의 somtatostatin receptor scintigraphy, CT, MRI 검사는 신경내분비 종양을 진단하는 데에 

민감하지 않아 정확한 치를 평가 하는 데에 많은 한계를 보 지만, 내시경 음 는 수술  치 결정  기존

의 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다수종양성(multiplicity)을 확인하는 데에 매우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증상이 일  나타나는 조기종양의 수술  치결정을 

해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내시경 음 는 매우 유용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0.5-1 cm 미만의 작은 

신경내분비종양이나, 비기능성 종양일 경우 확진이 매우 힘든데, 필요 시 EUS-FNA를 통한 세포학  진단이 가능

하다.

  췌장낭성병변은 여러 가지 질환을 포함하는 용어로, 질환에 따라 악성화 험도가 다양한데, 이러한 질환들의 

상학  특징들을 자세하게 찰하여 악성화 험도를 가늠하는 데에 내시경 음 가 이용되고 있으며, EUS-FNA

로 낭액을 채취, 분석하게 되면 진단  악성화 험도를 측하는 데에 추가 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담낭 질환은 많은 경우 통상 인 복부 음  검사로도 가능하지만 복부 음  검사로 정  진단이 어렵거나 

감별진단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내시경 음 는 고주 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변부를 세 히 찰할 수 있고, 병

변의 형태나 내부에코의 상태 혹은 병변이 존재하는 부 의 벽 구조 등의 찰이 가능하여 기존의 상 검사와 

비교할 때,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복부 음 로 진단이 어려운 담낭 담석, 담낭 용종의 종양성

과 비종양성 감별, 담낭암의 진단  병기 정, 담낭벽 비후의 감별 진단 등이 내시경 음 의 응증이 된다. 

한 간외 담도의 확장과 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감별, 담도 결석의 확인, 담도암의 술  병기 결정, 

유두부 종양에서 내시경 제 는 수술  제 등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한 국소병기 단에 내시경 음 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담도 착을 자세히 찰하여 양성 착과 악성 착을 감별하는 데에 ERCP와 

더불어 강내 세경 음 검사가 이용되고 있다.

  췌담도계 양성질환에서의 내시경 음 의 응증을 살펴보면, 만성췌장염의 경우에 기존의 복부 음 , CT, 

ERCP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징 인 소견을 내시경 음 를 통해 찰함으로써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원인불

명 성 췌장염에서 원인을 알아내기 한 검사로 ERCP와 내시경 음 가 이용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합병증 

험성 때문에 내시경 음 가 첫 번째 시행되는 검사로 고려되고 있다. 내시경 음 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성 

췌장염의 원인으로는 미세한 담석, 슬러지, pancreas divisum, 액성종양, 췌장종양, 만성췌장염 등이 있다. 담석이 

의심되는 경우 담  결석을 90% 이상의 민감도로 발견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췌장염과 같은 시술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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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합병증의 험 없이도 기존의 ERCP 검사법을 능가하는 결과이다. 

  내시경 음 는 장  벽과 주  장기의 자세하고 체계 인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소화기계 양성질환의 진단

과 악성질환의 병기결정에 매우 요한 상학  진단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치료 분야로 그 활용 범

가 확 되고 있다. 임상의사들의 노력과 속한 기술  발 을 통해 내시경 음 의 임상에서의 용범 는 끊

임없이 넓어질 것으로 상된다.

내시경 음  검사의 길라잡이, 2007, 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음  연구회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07; 64:849-854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07; 66:425-434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07; 66:435-442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11; 43:1-16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11; 73: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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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과’를 기재해주세요

  담석과 담낭용종은 건강검진이 활발하게 시행되면서 개원가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담도계 질환이다. 증상이 없는 

담석은 별다른 치료 없고 추 하여도 무방한 것이 원칙이지만, 거  결석, 만성담낭염 는 도자기 담낭과 동반된 

결석, 은 나이에 발병한 담석 등은 담낭암 발병의 험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

다. 담낭 용종은 담낭벽에 부착되어 돌출한 병변을 총칭하는 용어로 염증성 용종, 콜 스테롤 용종, 과증식성 용

종, 선근종, 담낭암 등의 감별을 필요로 한다. 

  담낭의 벽에 부착한 돌출성 병변 역시 건강검진과 더불어 음 검사에서 종종 발견되는 질환이다. 장 에 발

생한 용종은 내시경 시술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지만 담낭용종은 담낭을 제하는 치료가 유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용종을 감별해야 한다. 담낭 용종은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약 5%에서 찰할 수 있다.1-5 용종은 크게 비종양

성 용종과 종양성 용종으로 나  수 있다. 비종양성 용종에는 콜 스테롤 용종, 염증성 용종, 과증식성 용종, 선근

종(adenomyoma) 등이 있고 종양성 용종에는 선종(adenoma) 등의 상피성 용종과 근종, 지방종이 있으며, 때로는 흑

색종 등의 이암이 용종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상피성 용종인 선종은 악성변화를 할 수 있으므로 선종

과 다른 용종을 감별하는 것이 요하다.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는 가장 요한 기 으로 용종의 크기가 10 mm를 

넘으면 악성의 험이 있으므로 수술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
 하지만 최근 여

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악성 용종의 25%가 10mm 미만이었으며, 양성 용종 에서도 47.5%가 10 mm가 넘었고 

콜 스테롤 용종 에서도 10 mm가 넘는 용종이 36%나 보고되고 있다.7 따라서 과거의 크기 기  만으로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발달된 진단 기기에 힘입은 새로운 감별 진단 기 의 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콜 스테롤 용종은 콜 스테롤 침착증의 한 형태이며 담낭용종의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담낭 상피세포 내

에 콜 스테롤과 같은 지방이 침착된 질환으로써 담낭 제 시 약 15%에서 발견된다. 주로 유경(pedunculated) 용

종이며 과립 모양의 표면을 보이고 내부는 고에코 혹은 등도 에코를 보인다. 내부에 작은 고에코의 이 보이고 

후방에 고에코성 꼬리를 가지면 비교  특징 인 콜 스테롤 용종의 소견으로, 이러한 용종이 여러 개 보이면 거

의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다. 20-60%는 다발성이다. 하지만 단발성이면서 크기가 커지면, 내부가 에코를 보이고 

모양이 불규칙해지게 되면서 선종 등과 감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다발성이면서 5 mm 내외의 균일한 에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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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용종으로 층상구조가 유지되는 담낭벽의 비후가 미만성으로 찰되면 염증성 용종을 시사한다. 

  선근종 혹은 선근종증은 주 에 근육의 과증식을 동반한 Rokitansky-Aschoff 동(sinus)이 특징이며 내부에 농축성

의 담즙 응결과 콜 스테롤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형태는 반형 generalized type, 분 형 segmental type, 국소형 

localized type으로 구분되며 국소형은 주로 담낭 기 부에 발생한다. 선근종증은 국소  혹은 반 인 담낭벽 비

후, 혹은 무경형(sessile) 용종으로 보인다(Fig. 3A). 두꺼워진 담낭벽 혹은 용종 내부는 무에코의 작은 낭종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고에코의 (크기가 음  해상도보다 작은 낭성 병변은 벽에 반사되어 고에코성으로 보인다)으

로 보일 수도 있다. 표면은 약간 불규칙한 양상이다. 재 임상에서는 거의 쓰이고 있지 않지만 경구담낭 조 술

에서 조 제가 Rokitansky-Aschoff 동을 채움으로써 담낭 주변에 선상의 작은 동들이 배열되어 보이는 진주 목걸이 

징후(pearl necklace sign)는 아주 특징 인 소견이다. 최근에는 자기공명 췌담  조 술에서도 비슷한 모양이 보고

되어 선근종증을 담낭암과 구별 짓는 특징 인 소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Fig. 3B).
8,9

 이는 Rokitansky-Aschoff 동

이 주로 담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강한 T2 강조 상인 자기공명 췌담  조 술에서 고신호강도로 보여 담낭

의 고신호강도 주변을 둘러싸는 진주 목걸이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Rokitansky-Aschoff 동이 굳은 담즙이

나 부스러기, 혹은 작은 담석 등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는 신호가 낮아서 보이지 않게 되므로, 특이성은 높지만 민

감도는 조  낮은 징후이다. 음 , 컴퓨터 단층 촬 , 자기공명 상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한 보고에 의하면 

각각 66%, 75%, 93%로 자기공명 상이 선근종증의 진단에 있어서 압도 으로 우수하다.

  담낭 선종은 형태학 으로 유경과 무경으로 나뉘어지며 유경의 형태가 많다. 내부 에코는 보통 균질한 등도 

혹은 에코를 보일 수 있고 보통 둥근 모양이다(Fig. 4). 보통 크기가 1 cm 이상이거나 무경 용종, 그리고 표면이 

결 성으로 불규칙하면 악성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긴다(Fig. 5). 

  염증성 용종, 과증식성 용종, 근종 등은 아직까지의 진단 방법으로는 형태학 인 특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종

들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컴퓨터 산화 단층 촬 은 용종의 모양이나 그 내부 성상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낭용종의 감별 진단에는 

합한 검사가 아니며 단지 담낭암이 의심되는 경우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 유무, 림  종  유무, 원격 이 등

의 병기 결정을 하여 사용될 수 있다(Fig. 6). 

  담낭 용종의 진단에 가장 쉽게 흔히 쓰이는 검사는 비침습 인 복부 음 이다. 복부 음  검사는 비교  쉽

게 2 mm 이내의 담낭 용종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용종의 종류를 감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20 mm 이

내의 담낭 용종의 악성과 양성의 감별 진단의 정확도는 51.7%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7 이는 복부 음  검사는 

비교  낮은 주 수(3-5 MHz)의 탐 자를 쓰기 때문에 그 해상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담낭의 벽에 용종이 

있을 경우 복벽의 반향 허상에 의해 병변이 감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하모닉 상(harmonic image), 복

합 상(compound image) 등, 음  기기의 발 으로 이러한 한계가 많이 극복되고 있다. 복부 음  검사의 다

른 한 가지 요한 역할은 담석과 용종을 구분하는 것이다. 부분의 담석은 후방 음  결손이 있어서 용종과 쉽

게 구분될 수 있지만 후방 음  결손이 없는 경우에는 감별이 쉽지 않다. 이 경우에 환자를 움직이면서 실시간 

음  검사를 하면 담석은 움직이고 모양이 변화하나 용종은 그 지 않다(Fig. 7). 한 nondependent portion에 있으

면 부분 용종이다(Fig. 8). 

  내시경 음  검사는, 비록 침습 이긴 하지만, 고 주 수(7.5-12 MHz)의 탐 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고 해

상도의 상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담낭 용종과 같이 작은 병변의 미세 구조까지 찰하는데 유리하다. 담낭 용

종의 악성과 양성의 감별 진단에 내시경 음 의 정확도는 86.5%까지 보고되고 있다.4,7,10-12 특히 콜 스테롤 용

종, 선근종과 악성 용종을 구분하는데 있어 내시경 음  검사는 98%, 91.7%, 96.3%로 그 진단  정확도가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다.7 내시경 음  검사는 용종의 내부 에코와 그 표면의 성상을 고해상도의 상으로 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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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시경  음  검사는 담즙 꺼기 등을 용종으로 오인하는 확률이 복부 음  검사

보다 자주 발견되며 시야가 좁고 좀 더 시술자 의존 이라 할 수 있다. 한 용종이 담낭 기 부(fundus)의 간쪽으

로 있으면 탐 자로부터의 길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병변을 발견하지 못할 험성이 증가한다.4,7,10-12

  담낭 용종의 진단 알고리즘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양성과 악성 용종을 구별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치료 방

침을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담낭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일차 선별 검사는 비침습 이고 방사선 조

사도 없으면서 비교  진단의 정확도도 높은 복부 음  검사를 시행한다. 복부 음  검사 상 확실한 양성 용

종, 를 들면 콜 스테롤 용종과 같은 것이고 임상 증상 없으면서 종양 표지자도 정상이면 다른 검사 없이 단순 

추  검사로 충분하다. 반면에, 복부 음  검사 상 확실한 악성 용종이면 종양의 병기 결정을 하여 컴퓨터 

산화 단층 촬 이나 자기 공명 상, 혹은 내시경  음 를 시행한 후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하지만 복부 음

 검사 상 양성과 악성의 감별이 어려운 용종의 경우에는 우선 내시경  음 를 시행하여 감별하도록 한다. 

  암병변인 선종을 음 /EUS로 정확히 감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종의 크기를 바탕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1 cm 이상의 용종은 20% 정도가 종양성 병변이기 때문에 통상 으로 1 cm를 

기 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13

 단 1-1.5 cm의 크기를 가지는 용종으로 형 으로 콜 스테롤용종의 소견을 보

이고 환자가 수술을 꺼리는 경우에는 6개월 간격으로 추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담낭암은 담낭벽의 일부 는 

체의 비후, 불규칙한 변연 등의 소견을 보인다. 진행된 담낭암은 담낭종괴와 함께 담 의 착, 상부담 의 확

장, 간침윤, 림  종  등의 소견을 보인다. 담낭암의 T-병기는 수술 술식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T1a 병변

(lamina propria)은 복강경 제술의 응증이 되며 T1b (muscle layer) 이상의 병변은 근치  제술이 표 인 술식

이다. 

  담낭결석의 수술  응증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담도성 통증, 담낭염의 병력, 담 염, 췌장염 등의 증상이나 합

병증의 병력이 있는 담낭결석. 둘째, 무증상 담낭결석은 도자기 담낭, 담도결석이 동반된 경우, 3 cm 이상의 큰 결

석, 담낭암이 호발하는 지역 등의 경우다.
7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20, 30  은 연령층에 발견된 무증상 담낭결석으로 3차 병원에 원되는 환자가 흔

하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상복부의 경미한 통증이어서 담석과의 연 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50  이상

의 환자에서는 제술의 응증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만, 여명이 40-50년 이상 기 되는 은 연령의 환자

에서는 수십 년 이상 담낭결석을 지닌 채 추 하는 것도 어렵다. 연자는 30  이하의 담낭결석 환자에게는 일반

으로 계획 인 담낭 제술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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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란스병원 양

  식도 역류 질환의 양 리 목표는 식도 역류의 방, 손상된 식도 막의 자극과 통증 방, 액에 의한 

식도 막 손상 감소 등이다. 고지방, 고단백, 섬유식 섭취와 비만, 알콜 섭취는 역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침  최소 3 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요하다. 고지방식과 과식은 하부식도 약근의 압력을 낮

추고, 비우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산 분비를 증가키실 수 있어서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심한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지방 유동식 형태의 식사가 식도를 확장시키지 않으면서 착부 가 있더라도 쉽게 통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한 액상 식품은 고형 식품에 비해  비우는 시간도 빠르다. 

  감귤류, 토마토 주스, 탄산 음료 등 산성 식품은 식도 막의 염증 부 에 직 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드물게는 칩(chip)이나 바삭한 크래커 등의 거친 음식이 천공을 유발할 수도 있고,경우에 따라서

는 양념이 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역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양념 자체는 식도 막이나 하부 식도 약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주로 지방이 많거나 토마토가 포함된 음식에 양념을 강하게 사용하면 이러한 

역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커피(디카페인커피 포함)와 카페인 함유식품 등은 상처가 있는 식도 막을 자극하

여 식도 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

  비만 환자의 체  조 이 역류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비만은 복압을 높임으로써 식도 열

공 탈장(hiatal hernia)이나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느끼는 식품들이 있으며, 이러한 식품들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체  감

소나 양소 결핍을 래하기도 한다. 

  식도 역류질환의 식사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지방 음식의 과량 섭취를 피한다.

    - 취침  3 4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 산 분비를 이기 해 후추, 커피(디카페인 커피 포함)  알코올 섭취를 제한한다.

    - 과식은 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배출을 지연시켜 역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식사는 소량

씩 여러 번에 나눠서 한다.

    - 하부식도 약근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식품( 콜릿, 민트, 고지방 식품)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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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식품들

하부식도 약근압을 낮추어 역류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 민트류(peppermint or spearmint)

콜릿

튀김류나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

알코올

커피 (디카페인 포함) 

산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식품 커피 (디카페인 포함)

알코올

후추

증상을 악화시키기 쉬운 식품(섭취 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제한)

음료 콜라, 커피, 차, 코코아, 알코올

우유  유제품 우유, 요거트

계란 기름이 많이 쓰인 계란후라이나 스크램블 에그

어육류 고기 튀김, 베이컨, 소시지, 햄 등

채소류 증상을 악화시키는 식품만 제한

지방 일상 인 조리에 사용하는 정도는 가능

간식 지방 함량이 많은 이크나 과자, 튀김류

양념 후추

    - 기타 증상을 악화시키는 식품을 제한한다.

    - 비만하다면 체  조 을 한다.

  성 염의 치료를 해서는 원인이 되는 식사요인을 제거하고 1 2일 정도 식하며,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수분과 해질 수액을 공 한다. 성기 증상이 어들면 당질 식품을 주로 한 유동식부터 이행식을 실시한다. 

막을 자극하거나 산 분비를 진하는 음식을 제한하고 소화가 쉽고 자극이 은 음식을 규칙 으로 소량씩 

여러 번으로 나 어 먹는다.

  만성 염 양 리의 기본은 식습 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음식을 골고루 먹고, 천천히 잘 씹도록 하고, 과식하

지 않으며, 규칙 으로 식사하는 것이다. 청장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과산성 염은 자극에 민하므로 농축된 육수,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 커피, 술, 신 음식, 탄산음료는 제한하고, 염증 회복을 해서는 단백질을 히 갖추어 먹

는다. 단백질은 산의 완충작용도 하지만 산 분비를 진시키는 작용도 있어 상처 부 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노년층에 자주 나타나는 무산성 염은 액분비의 하나 산의 감소로 식욕이 하되기 쉬우므로 약간의 

자극을  수 있는 무즙, , 마늘, 생강 등을 당히 양념으로 사용하여 산 분비 진하도록 한다. 식사  유

자차나 몬차, 연한 커피, 홍차, 주스, 요거트 등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단백질 공 을 해 부드러운 

고기, 흰살 생선 등을 소화 능력에 맞게 히 사용하고, 산 분비가 감소되면 철분 흡수가 잘 안될 수 있으므

로 빈 을 방하기 해 간, 육류, 굴 등 철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소화성 궤양 환자들은 복통 등의 증상으로 식사 섭취량이 어서 체  감소나 양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양

리 목표는 양상태를 유지 혹은 개선하면서 소화성 궤양의 증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산분

비를 증가시키거나 막을 직 으로 자극하는 식품(후추, 카페인, 디카페인 커피를 포함한 커피, 알코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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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소화성 궤양 환자의 식품군별 주의 사항

섬유소 산을 화시키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하며, 장 내 담즙산의 농도를 낮추고 장통과 속도를 임으로

써 산 분비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이 하되어 있는 상태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섬유소 섭취를 

하는 것이 궤양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한 제산제 등 변비의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충분한 섬

유소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유 다른 식품과 함께 먹으면 일시 인 완충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유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

어 있어 섭취한지 2 3시간 후에는 오히려 산 분비량이 증가되므로 무 잦은 우유 섭취는 바람직하지 않

다.

커피나 카페인 함유식품 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소화불량을 유발하나 식사 직후 는 다른 식품과 함께 마시면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알코올 막을 손상시키므로 궤양 치료를 받는 동안은 주가 권장된다.

조미료 후추를 제외한 부분의 양념과 조미료는 궤양을 악화시키지 않으나 염분과 고추가루의 과잉 사용은 피한다. 

염분 섭취량과 궤양의 발생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으나 고추가루의 소량 섭취는 액 분비를 증가

시켜 막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과량의 고추가루가 함유된 매운 

음식을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

과일 주스나 야채주스 부분  막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는다. 구연산(citric acid)을 포함하는 오 지 주스는 역류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속쓰림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개인 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식품들만 제한한다. 따라서 궤양을 한 식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 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제한한다(Table 1).

  -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제한한다.

  - 식도, , 십이지장 막에 손상을 주는 음식을 제한한다.

  그러나 식품에 한 반응 여부와 정도는 환자마다 매우 다르므로 소화성 궤양 환자를 한 식사는 개인의 응

도에 따라 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소화성 궤양은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1일 3끼 식사보다 더 효과 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잦은 간식은 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특히 취침 직  음식섭취), 무 잦은 간식은 환자의 생활을 

번거롭게 하므로 권하지 않는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요한 양 리목표는 환자의 염려를 여주는 것이다. 식사 패턴과 함께 양소 섭취량이 

한지 확인하고 충분한 섬유소 섭취와 필요하다면 가스발생을 이기 한 요령을 알려 다.

  식사일기나 식사력 조사를 통해 장  증상을 일으키는 식사요인을 규명한다. 흔히 증상과 련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 식사요인으로는 고지방식, 유당, 카페인, 솔비톨 등이 있다. 그외 과일, 채소, 콩류, 도정하지 않은 곡

류와 섬유소 등에 을 맞추어 증상을 악화시키는 식품이 있는지 알아본다. 한 환자가 증상 때문에 피하고 있

는 식품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우선 증상을 악화시키는 식품을 제외하고 다른 식품들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충분한 섬유소 섭

취가 요한데, 섬유소는 장 통과를 진시켜 변비를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변비 우세형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에게 권장된다. 변비를 호 시키기 해서는 약 20 30 g의 섬유소를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섬유소 

섭취를 증가시키면 복부팽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한번에 한가지씩 진 으로 늘

려가도록 한다. 섬유소 섭취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로바이오틱스(probiotics)의 사용이 효과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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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ulence)

  장  내 가스발생 증가는 박테리아에 의한 발효(특히 당질)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복부 불편감과 팽만

감을 래한다. 과량의 식이섬유소(특히 수용성 섬유소)와 난소화성 분(resistant starch), 솔비톨과 같은 당알콜과

유당불내성환자의 유당 섭취가 결장에서의 가스 생성을 증가시켜 고창(flatulence)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증상을 완화하기 해서는 로콜리, 양배추, 콩류 등 장내 가스 발생을 진시키는 음식들을 제한한다.

  - 탄산 음료나 맥주를 마시거나 껌을 씹거나 음식을 빨리 먹거나 사탕을 먹는 등의 습 과 음식은 트림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 유당불내성이 의심될 때는 유제품을 약 2주일간 제외한 후 증상이 좋아지는지의 여부를 찰한다. 유당불내성

으로 확인되면 유당이 함유된 음식을 피한다.

  - 사탕이나 껌 등의 감미료로 사용되는 솔비톨도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장내 가스 생성을 진하며, 과당도 비슷

한 기 으로 가스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식사를 하고 난 뒤 바로 눕지 않는다. 운 자세는 내의 가스가 식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서 

복부 팽만감을 악화시킨다.

  - 변비와 복부 팽만감을 동시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 운동등을 통해 배변 습 을 변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변비의 양 리는 변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으로 규칙 인 식사를 하고, 변의 용 과 수

분을 증가시키기 해 섬유질과 수분의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수렴작용이 있는 탄닌의 섭취는 제한한다. 

그러나 폐쇄성 변비에는 분변의 양을 최소화하기 해 부드러운 잔사식이 필요하다.

  변비 치료의 일차 인 지침은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소 모두의 한 섭취다. 섬유소는 결장내 분변의 수

분과 미생물량, 변의 무게와 빈도  변의 장 통과 시간을 증가시켜 다. 섬유소는 한 변을 부드럽게 해주어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다.

  권장되는 식이섬유소 섭취량은 1,000 kcal 당 14 g정도로, 25 40 g 정도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곡류, 콩류,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이 있다. 

  고섬유소 섭취를 한 식사요령

    1) 주스 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선택한다.

    2) 과일과 채소는 껍질째 섭취한다.

    3) 채소는 살짝 데쳐 선명한 색과 질감을 유지한다.

    4) 도정되지 않은 잡곡을 많이 이용한다. 밥은 미밥으로, 빵은 잡곡밥으로 섭취한다.

    5) 콩이나 콩제품을 많이 섭취한다.

    6) 필요한 경우, 섬유소 보충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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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간 환자의 양 리 목표는 축 된 성지방을 이고, 간기능의 정상화를 돕는 것이다. 비만으로 인한 지

방간의 경우, 부분은 체  조   식습  조 을 통해 간기능이 정상화되며, 양부족으로 인한 지방간은 단백

질, 열량  기타 양소의 한 섭취가 권장된다. 과체  는 비만인 경우, 10% 이상의 체 을 감소하면 지방

간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한 목표 체 을 정하고, 이를 한 식사 계획이 필요하다. 당질의 과잉 섭취는 성 

지방의 생성을 증가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하루 총 필요열량의 60%가 넘지 않도록 하고, 단순당의 섭취는 가

능한 제한한다. 지방은 고지 증이 동반된 경우 고지 증 식사원칙에 의한 포화지방산과 콜 스테롤 제한 지침을 

따른다. 알코올은 간내 성지방 생성을 증가시키며 간세포 괴를 래할 수 있으므로 한다. 

  간염 환자의 양 리 목표는 특정 양소 섭취량의 조 보다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등 양소 공 을 통해 

환자의 양상태를 개선하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도모하고 간 류를 개선하여 간조직의 정상기능 유지를 돕

는데 있다.

  성 간염의 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욕이 없고, 구토  메스꺼움 때문에 식사를 제 로 못하는 것이

다. 미음이나 맑은 국 국물, 신선한 과즙과 유자차 등의 유동식으로 환자가 최 한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발생 

기부터 황달기까지는  안정을 취한다. 황달기에 들어간 후 식욕이 나아지면 필수 양소  칼로리가 부족

하지 않도록 한다. 이때까지는 지방 소화장애가 있으므로 지방 섭취량을 1일 20g 내외로 제한한다. 즉, 기름기가 

많은 고기나 생선 등을 피하면서 1일 식용유 등 조리할 때 기름 사용량을 1 작은술 정도로 제한한다. 한 식사

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질 주의 식사를 하다가 황달이 없어진 후 식욕이 증가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고단백, 

고칼로리, 고비타민 식을 공 한다. 알코올 음료는 성기 6개월까지 한다. 회복기 이후에는 정 체  유지를 

한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만성간염시에는 충분한 칼로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칼로리가 과다하면 비만과 지방간의 우려가 있으므로 표

체 을 유지하도록 한다. 한 간성 혼수가 있을 때는 단백식을 하면서 체단백 분해를 막기 해 칼로리를 충분

히 섭취한다. 복수가 있을 때는 염식을 병행한다.

  성기 1 2일 정도는 담낭 운동의 진정을 해 경구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과 해질수액을 공 하거나 미음 

등 당질 주의 유동식을 제공한다. 회복기에 어들면 두부, 흰살 생선, 섬유질이 은 부드러운 나물, 과일  

기름기를 제거한 부드러운 육류 등 연식을 거쳐 지방 상식으로 이행한다.

  식사의 지방은 담낭을 수축시켜 통증을 유발하므로 통증이 있거나 성기 때는 제한한다. 따라서 필요한 칼로리

는 당질로 섭취하도록 한다. 반면 만성 담낭염 환자의 경우는 장기간 지방식을 해야 하므로 필수지방산 결핍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용성 비타민 보충을 고려한다.

  담낭 질환의 식사요법으로 콜 스테롤 함유 식품과 가스형성 음식의 제한을 추천해 왔으나 콜 스테롤은 체내

에서 합성되는 양을 고려할 때 식사 내 제한이 담석 형성에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콜 스테

롤 제한보다는 총 지방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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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형성 식품인 콩, 양배추, 무, 김치류, 옥수수, 참외  사과 등도 모든 환자에게 무조건 제한하기 보다는 환

자 개개인의 식품에 한 응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로 복부팽만 여부에 따라 제한을 고려한다. 

  단백질 식품도 담즙 분비를 진하므로 성기 때는 단백질을 제한하나 차차 증가시켜 담낭 조직의 회복  

항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담석증의 통증은 식습 과 한 계가 있다. 녁 식사 때 과식을 하는 습 이 있다면 야간에 통증 발작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녁에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과식하거나 폭음, 폭식하지 않도록 한다. 부분

의 곡류, 채소류, 과일류는 제한하지 않으나 버터  식용유 등 기름과 지방이 많이 포함된 육류와 생선, 알코올 

음료, 커피, 도넛, 이크 등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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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불과 십 년 만 해도 식도 역류질환은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별로 상 없이 주로 서양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

나는 질환으로 생각되어 왔고 실제로 유병률에 있어서도 서양과 큰 차이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

근 식도 역류질환은 한국에서도 기능성 소화불량증(functional dyspepsia)와 더불어서 흔히 보는 상부 장  질환

으로 생각된다. 다행하게도 Proton pump inhibitor (PPI)라는 강력한 치료제가 있어서 부분의 경우에서는 반응이 

좋아서 치료가 잘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PPI를 쓰는 데도 증상이 환자가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 않는 경우를 꽤 

많이 보곤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표 용량이나 double dose의 PPI의 투여에도 반응이 없는 소  ‘불응성 식도역

류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양만큼은 아니더라도 불응성 식도역류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약에 잘 듣지 않는 식도역류질환의 원인과 처방안에 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식도 역류질환을 진단하기 해서는 크게는 세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첫째가 증상에 근거를 둔 진단으

로 가슴쓰림(heartburn)과 역류(regurgitation)가 있다. 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염(esophagitis)의 존재여부를 확

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은 미란성 식도역류질환(erosive esophagitis, ERD)와 비미란성 식도역

류질환(Non-erosive reflux disease, NERD)으로 나 어지게 된다.  하나의 방법은 24시간 보행성 식도산도검사이며 

이것은 산노출시간(acid exposure time, AET)과 증상지수(symptom index, SI)로 측정될 수 있다(Fig. 1).

(Functional heartburn) ?

  Functional heartburn은 가슴쓰림 증상은 있지만 내시경에서 식도염도 없고, PPI를 써도 반응이 없고, 24시간 보행

성 식도산도검사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Rome III의 기 에 의하면 식도역류질환이 아닌 별개의 

기능성 장 질환(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ease)로 분류가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에서 특히 개원가에서는 

24시간 보행성 식도산도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험 인 PPI치료를 우선 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

해서 functional heartburn환자를 PPI로 계속 치료해서 불응성 식도역류질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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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비미란성 식도역류질환(Non-erosive reflux disease, NERD)과 functional 

heartburn에 한 진단 알고리듬.

제로도 불응성 식도역류질환의 환자에도 functional heartburn으로 분류되어야 할 환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임상에서 약에 잘듣지 않는 식도역류질환으로 생각되는 많은 수가 실제로는 식도역류

질환이 아닌 functional heartburn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치료 실패를 이기 해서는 functional heartburn을 식

도역류질환과 구분하는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Functional heartburn 환자는 수술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증상이 과민성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 기능성 소화불량증(functional dyspepsia, FD)이나 비심인

성 흉통(Non cardiac chest pain, NCCP)과 연 된 경우가 많다.

(Non-erosive reflux disease, NERD)

  NERD는 증상은 있으나 식도염이 없다는 에서 ERD와 구분이 된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염증이 있는 ERD가 

NERD보다 증상이 훨씬 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가 않다. 연구에 의하면 증상이 있는 식도역류

질환의 60%가 NERD이고, 증상이나 증상에 의한 삶의 하가 ERD나 식도역류질환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 비

해서 결코 경하지 않다. 그리고 functional heartburn과는 달리 PPI를 쓰게 되면 증상의 호 이 있다. 그러나 증상이 

좋아지는 정도는 ERD에서 식도염이 좋아지는 정도 약 70 80%에 비해서 훨씬 낮은 31 46% 정도로 보고되었다. 

다시 말해서 NERD는 약에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NERD와 연 된 요인들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여자, 헬리코박터 일로리 양성, 높은 교육수 , BMI가 낮은 것, hiatal hernia가 없는 것, 의 

축성 변화가 심한 것이 ERD보다는 NERD와 연 성이 높다.

  식도역류질환은 다양한 식도외증상과 연 성이 있다. 표 으로 후두염, 기침, 천식, 부비동염, 흡인성폐렴, 

기 착, 인후부 이물감, 목청소, 수면장애와 수면무호흡 등이다. 이러한 증상들이 식도역류질환과 직 인 연

이 있느냐에 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체 으로 식도역류질환과 연 되어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PPI를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는 질환과의 연 성보다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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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불응성 식도역류질환에 한 근.

한가지 연구에 의하면 후두염의 경우에 있어서도 산역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고량의 PPI를 장기간 투여하

더라도 65% 정도에서 효과가 나타나며, 치료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수술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

다고 보고되었다. 기침의 경우에도 메타분석에 의하면 PPI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되었다. 형 인 

식도역류질환의 증상이 아닌 식도외 증상의 호 을 목 으로 사용하는 PPI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PPI의 용량과 복용기간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 표 용량의 두 배로 8 12주 복용하 지만 

증상이나 막 병변의 호 이 없는 경우로 정의한다. 다른 경우로는 하루에 표  용량을 두 번 먹는 방법으로 4 8

주를 하 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로 정의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일정기간을 표  용량에 듣지 않는 모

든 경우를 불응성으로 정의하자고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불응성, 다른 말로는 ‘치료하기 힘든’, ‘약에 잘 듣

지 않는’ 식도역류질환의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어려운 이 많다. 치료되었다는 정의를 환자의 증상이나 내시

경 소견의 호 으로 악하게 되는데, 연구를 한 목 이 아니고는 식도염이 치료되었는지를 내시경으로 검사하

지 않기 때문에 주 인 환자의 증상에 의존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겪어 보면 약에 잘 듣지 않아서 다

시 오는 환자들의 증상의 빈도와 정도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은 재 어떤 제약회사의 PPI의 처

방 지침에도 하루에 표 용량의 두 배를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해 표 용량의 두 배로 

치료해야 한다는 도 이상하다. 그러나 개인 으로 볼 때 최근에 PPI를 쓸 수 있는 근성이 넓어짐에 따라서 실

제로 식도역류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PPI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른 치료 실패일 가능성이 늘어난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으로 식도역류질환에서 재발은 흔하다. 기치료에 성공하여 내시경 으로 정상 막으로 회복되었어도 

투약을 단하면 1년 사이에 약 70% 이상에서 식도염이 재발하며, PPI를 지속 으로 투여하여도 15 20%는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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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재발한다. 

  난치성 식도질환의 발생은 서구에서는 25%에서 42%에 이르지만 국내의 연구에서는 약 8.8%로 비교  은 

편이다. 유지요법동안 재발에 여하는 요소로는 치료  식도염의 정도, 은 나이, 비흡연, 등도 는 증의 

역류 등이다. 

  불응성 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는 아직 난 이 많다(Fig. 2). 표 용량의 PPI로 2달에 걸쳐서 치료한 후에도 계

속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투여된 PPI의 양이 한지, 환자가 정해진 시간(식  30분이내에 투약)에 약을 먹었는

지 실제로 매일 투약을 하 는지에 한 검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PPI를 다른 종류로 교체하거나 용량을 두 배

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는 용량을 두배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많이 쓴다. 특히 야간성 증상이 심한 경

우에는 녁 식 에 투약을 추가하여 경과를 보는 것이 좋다. 그 외의 방법으로 장운동 진제를 병용하는 방법

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과학 인 근거는 그리 높지 않다. 그 외에도 tricyclic antidepressant, SSRI 등의 pain 

modulator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최근에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TLESR 억제재들이 출시가 되면 시도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원인 기 , 감별진단 과 체계화된 치료를 해서 식도   기능검사나 산도검사가 도

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모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외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약에 잘 듣지 않는 식도역류질환이 최근 들어서 임상 으로 심을 받고 있으며 원인이나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 인 근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개원가에는 24시간 식도산도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를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을 고려할 때에 임상양상으로 원인과 처방안을 유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노력과 최 한 식도역류질환을 정확히 가려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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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장암에 한 홍보와 장내시경 검사 시행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장내시경 시행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진정 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폴립이 발견되어 폴립 제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차 증가하고 있다. 장내시경 시행 에 이 두 가지 부분이 안 하고 성공 인 시술과 환자 만족도의 가장 

민한 부분으로서 외래에서도 비교  안 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진정 장내시경검사와 폴립 제술에 해서 기본

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내시경 검사의 증가와 함께 검사  환자의 불편감  통증을 이고자 한 약제를 사용하여 진정내시경 검

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차 증가하고 있다. 진정내시경 검사를 하는 이유는 검사에 한 불안  거부감을 해소하

여 정확한 진단  치료내시경을 할 수 있으며 추  내시경검사에 한 거부감을 여 완벽한 경과 찰을 하기 

함이다. 일반 인 진단내시경에서 목표로 하는 진정상태인 등도 진정은 구두  피부 자극이 있는 경우에만 

반응을 하는 상태로 기도와 자발 호흡, 심  기능이 비교  잘 유지되는 진정상태이다.

  진정내시경 검사는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래할 수 있으므로 안 한 진정내시경검사를 해 검사  비

사항  검사  환자감시, 진정 약제의 종류, 회복  퇴실  감시 등에 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진정내시경의 검사  비사항

  검사 에는 자세한 병력청취와 진찰을 통해 진정내시경이 합한지를 단한다. 진정내시경 검사 에 내시경

검사에 한 일반  설명과 함께 환자에게 투여되는 진정제의 부작용에 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환자의 

동의를 얻어 문서화해야 한다. 고령이거나 심폐질환이 있는 환자, 응  내시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상 으

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내시경의사의 신 한 선택이 필요하다. 진정과 련된 환자의 험도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환자의 반 인 동반 질환 험도를 분류하는 기 인 ASA 분류(American society for 

anesthesiology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이고, ASA 분류 III 는 IV인 경우는 내시경의사의 단에 따라 신 하게 

진정 여부를 단해야 한다.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 사용 후 역설  반응을 보이는 경우, 

심한 간경변증 환자, 쇼크 상태, 임산부 등은  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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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시경실 비

  내시경검사  환자감시를 해서 내시경실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시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

작용에 즉각 으로 처할 수 있도록 응 상황에 비하여 산소, 마스크  기 내 삽 기구 등의 호흡 보조기구

와 진정제의 길항제  응 약품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내시경실의 인력은 심방세동기 등의 응  처치 도구의 

한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내시경 시술 시 진정요법

  미다졸람은 수용성, 속효성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진정유도 시간이 빠르고, 작용 시간이 짧으며, 향  기억소

실 효과가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맥 주사 후 1 2분에 효과가 나타나서 3 4분에 최고 효과를 나타내고 작

용시간은 15 80분이며 간에서 사되어 신장으로 배출된다. 간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고령 는 비만한 

사람에게서 약물제거율이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메페리딘 등의 오피오이드약제와 함께 투여하면 상승작용이 

있으므로 미다졸람의 용량을 여야 한다. 요한 부작용은 호흡 억제와 역설 반응이 있고, 호흡 억제는 정맥주입 

속도가 빠를수록 오피오이드약제와 같이 투여할수록 증가한다. 역설 반응의 빈도는 5% 정도이며 미다졸람 주사 

후 진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흥분,  행동, 난폭함 등을 보이는 것으로 길항제인 루마제닐을 투여하여 진

정을 깨운 후 시도하거나 다른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설 반응의 험 인자는 미다졸람 투여량이 

많은 경우, 알코올 섭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내시경 검사실이 어두운 경우, 참을성이 없는 성격, 집착하는 성격

의 소유자 등이 있다.

  로포폴(2.6-diisopropofol)은 정맥마취제로 신마취의 유도와 유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마취 용량보다 은 

용량에서는 진정 작용과 기억상실 효과가 있어 최근에 진정내시경에 리 사용되고 있다. 지방용해도가 높고 뇌에 

도달하자마자 효과를 나타내어 정맥 주사 후 30 45 에 효과가 나타나서 작용시간은 4 8분이다. 투여를 단하

면 각성 상태로의 회복이 빠른 장 을 가지고 있으며 간에서 사되면서 수용성으로 바 어 신장으로 배설된다. 

요한 부작용으로는 심박출량 감소, 압 하, 호흡 억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주사를 단할 경우 빠르게 회복

될 수 있으나 길항제가 없는 단 이 있다. 로포폴이 미다졸람에 비해 빠른 발 시간과 회복시간을 가지고 있어

서 로포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로포폴을 주입하는 내시경의사  간호사는 분명한 진정기술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호흡억제의 합병증에 해 잘 처해야 한다. 즉 기도확보를 한 자세교정, 여러 호흡 보조기구의 

사용, 한 마스크 환기, 심폐소생술에 해 숙지하여야 한다. 

4. 회복시의 리

  내시경시술이 종료된 후에도 환자들에게는 진정약물에 의한 합병증 발생 험성이 지속된다. 환자에게 자극이 

어들게 되고 진정약물의 뒤늦은 흡수  약물 사의 지연 등으로 심폐기능이 더욱 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복 시에도 환자의 의식수 , 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회복실에서의 환자 리  퇴실

에 한 정해진 기 과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폴립의 제 시술  크기가 크거나 막하 침윤이 의심되는 폴립, 는 그 지 않은 폴립에서도 기본 원칙

을 무시한 무리한 폴립 제술은 출 , 천공  용종제거술 후 응고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본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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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여야 하고, 시술자의 능력 범 를 항상 고려하여 시술에 임해야 한다. 우선 안 한 시술을 하여 시술  

환자 상태, 항 소 제제 등 약물 사용력  동반 질환에 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폴립 제를 한 다양한 방법 

 도구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본 으로 시술 시 장정결 상태가 좋아야 한다. 장정결이 

불량할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폴립의 정확한 변연 확보  안 한 올가미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폴립제거

술 후 지 을 시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가능한 장 정결을 깨끗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폴립제거술시 필요한 기구 

  폴립제거술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올가미의 한 크기와 모양을 선택하면 폴립 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 형태  난원형을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며, 작은 난원형(mini oval type)은 1 cm 미만의 폴립이면서 

좁은 공간에 치한 폴립 제거에 유용하고, 편평형 폴립에는 스 이크나 육각형의 올가미를 이용하면 올가미 조작 

 병변의 미끄러짐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편평형 폴립에서 한 용액을 막하주입함으로써 폴립의 포획을 용

이하게 하고, 천공 방  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흔히 생리식염수, 희석한 에피네 린, 소량의 인디고카

민 등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한다. 이때 직각으로 주입하면 장 을 뚫거나 무 깊이 주입되어 병변이 원하는 모양

로 융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3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찔러 주사침을 막하층에 

치시킨 후, 서서히 빼면서 용액을 주입한다.

2. 안 한 폴립제거술

  내시경이 시술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능한 루 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며, 내시경 구조 

상 폴립의 치가 5 6시 방향에 있을 때 제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조작하여 맞추도록 한다. 루 가 

형성되어 있거나 내시경축이 회 되지 않는 경우 체 변환이나 압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막 주름 뒤에 치

하는 폴립의 경우는 올가미로 앞 주름을 르면서 포획을 시도할 수 있고, 는 막하 주입을 이용하여 병변이 

잘 보이게 할 수 있다. 막하 주입이 어려우면 캡을 장착하여 폴립의 원 부를 르면서 막하 주입을 시도할 

수 있다. 흔히 맹장까지 진입한 후 체 폴립에 한 제 계획을 세운 다음 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 이지

만, 삽입 도  발견된 폴립이 크기가 작거나 편평한 경우, 막 주름 뒤에 치하는 경우에는 나오면서 놓칠 수 

있으므로 바로 제할 수 있다. 모양이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병변일 경우에 인디고카민을 도포하면, 폴립의 변

연과 모양을 뚜렷이 찰 할 수 있어 폴립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3. 크기에 따른 폴립 제거방법

  용종의 크기에 따라 여러 제거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5 mm 미만의 미세폴립에는 조직겸자만을 이용하여 제

거하는 cold forcep과 조직겸자에 기열을 통하게 하여 제거하는 hot forcep법이 있고, 5 mm 이상의 폴립 제거는 

올가미를 이용하여 제거하는데 기열을 통하지 않는 cold snare와 기열을 통하여 제거하는 hot snare 방법을 이

용한다. Hot forcep 방법은 천공의 험성이 올가미법 보다 높으므로 경(pseudo-stalk)을 확실히 만든 후 응고시간

을 2  이내로 짧게 하여야 하고, 과도한 공기주입에 의해 장벽이 얇아져 합병증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경성 폴립의 경우 부분 막하 주입을 하지 않는 일반 올가미 폴립 제술에 의해 제하게 되고, 비교

 큰 편평형 폴립을 제하는 데는 막하 용액을 주입한 후에 제거하는 내시경  막 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을 이용하여 제하게 된다. 일반 올가미 폴립 제술의 응이 되는 폴립들에서도 치나 모양상 

안 하게 시술을 하고자 할 때 EMR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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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폴립의 형태에 따른 제거방법

  1) 유경성 폴립: 유경성 폴립의 경우 올가미를 폴립의 근 부에 치시킨 후 연 다음 원 부로 서서히 빼면서 

용종을 포획한다. 악성변화가 의심되는 큰 병변인 경우에는 stalk의 기 부를 포획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간

부 나 상부를 포획한 후 제한다. 그래야 폴립 제 후 출 발생시 남은 stalk을 다시 포획하여 지 을 시도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Stalk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출  험성이 증가하므로 stalk의 기 부를 detachable nylon 

올가미 루 로 결찰한 다음, 간격을 띄고 상부를 올가미로 포획한 다음 통 하여 제한다. 루 와 올가미 사이가 

무 가깝게 되면 루 가 풀려 출  방 효과가 사라지게 되므로 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루  

신에 지 클립을 사용할 수 있으나, 통  시 지 클립에 올가미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Stalk에 올가미

가 잘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stalk 기 부에 막하주입을 하면 용이하게 포획할 수 있다. 

  2) 무경성 폴립: 무경성 폴립의 제거에는 막하주입 후 제거하는 EMR 방법이 추천된다. 충분한 막하주입은 

천공과 출 을 방할 수 있고 완 제를 가능하게 하는데, 보통 8 mm 이상의 무경성 용종을 제거할 때 막하

주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올가미로 폴립을 잡았을 때 항이 심하고 움직여 봤을 때 장벽이 올가미와 같

이 이동한다면 올가미가 근층 부 까지 잡은 경우이므로 통 시 천공이 되므로 포획된 올가미를 풀은 다음 재시

도 하여야 한다. 막하부 에 용액을 주입해도 병변이 뜨지않는 nonlifting sign이 보일 때는 심부 침윤이나 섬유화

를 의미하므로 불완  제나 천공가능성이 높으므로 막 제술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폴립 제거술기에 경험

이 쌓이면 악성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편평형의 큰 용종을 분할하여 제하는 방법(piecemeal EMR)도 시도할 수 

있다.

5. 폴립 제 후 지 방법

  폴립제거술 후 출 률은 0.3 6.1%로 보고되고 있으며, 즉시 출 과 지연 출 로 나  수 있다. 국내 다기  연

구에 의하면 용종제거술 후 즉시 출 은 2.8%, 지연 출 은 0.4%이었고, 즉시 출 의 험 인자  환자와 련된 

요인은 65세 이상, 항응고제 사용, 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폴립 련 요인으로는 1 cm 이상의 폴립, 유경성 폴립 

 측방발육형 폴립, 시술 련 요인으로는 장정결이 불충분한 경우, cutting current, 우발 인 cold polypectomy이었

다. 즉각 인 출 이 발생하면 남은 stalk이 있을 경우 제부 를 올가미로 결찰하여 압력을 가한 다음, 에피네

린 막하주입, 지 클립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출  부 의 치 상 용액주입이나 지 클립 사용이 어려울 경우

에는 환자의 체 를 변경하거나 내시경에 캡을 워 지 을 시도하면 주입이나 클립 시술에 좋은 시술각도를 확

보할 수 있다. 지연 출 은 기 응고에 의한 조직 손상으로 이 노출되어 발생하게 되며 지연출 에 해서도 

에피네 린 막하 주입, 지 클립 등을 사용하여 지 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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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과’를 기재해주세요

Table 1. Bleeding Risk of Endoscopic Proce-

dures (Am J Gastroenterol 2009;104:3085-3097)

  심 계 질환이 증가하면서 항응고제나 항 소 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출 은 내시경 시술의 

주요 합병증이므로 내시경 의사들은 시술 에 항응고제나 항 소 제를 단하여 응고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시

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항응고제나 항 소 제를 단하면 색 증의 험성이 높아지므로 출 과 색

증의 험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약제 사용의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에 발표된 권고안을 기 으로 내시경 

시술과 련한 항응고제  항 소 제의 한 사용법에 해 기존에 발표된 지침들을 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내시경 시술의 출  험도(Table 1)와 심 질환의 색 증의 험도에 따라 항응고제  항 소 제 사용 

방법을 결정한다. 출 의 험성이 1.0% 이상인 고 험 내시경 시술은 

장용종 제술(0.7 3.3%),  용종 제술(7.2%), 이 를 이용한 조직 

제거와 응고(1.1%), 내시경 유두 약근 개술(endoscopic sphincterotimy, 

EST) (2.0 3.2%), 장  착의 풍선 혹은 부우지 확장술(1.7%), 경피

 루 조성술(2.5%), 내시경 음 유도하-세침흡인술(1.3 6%), 정맥류 

치료(2.4% 이상) 등이다. 

  출 의 험성이 1% 이하로 낮은 험 시술은 조직 생검을 포함한 

상하부 장  내시경, 소장 내시경, 내시경 음 , ERCP 등 진단 검사

가 포함되며, EST 없는 담  스텐트 삽입, 내시경 유두부 풍선확장술 

등의 치료 시술이 속한다. 한 신부 , 간경변증, 액응고장애  

소  감소증 등의 동반 질환에 따라서 내시경 시술 후 출 의 험성이 

높다. 한 쉽게 압박하거나 내시경 지 술을 쓸 수 없어 수술률이나 

이환율이 높은 장벽외 종을 일으킬 수 있는 식도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 등도 출  고 험 시술에 속한다. 

  색 증의 고 험 기 질환은 심장 막질환에서 심방세동이 발생

하거나, 기계승모 막이 있거나, 기계 막 환자가 색 증의 기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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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nagement of anticoagulants and antiplatelets for endoscopic 

procedures (Americ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02 and 

2005,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10;40:221-228).

이 있을 때이다. 이 환자군에서 색 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연간 100명  4명이 발생하지만, 항 소 제를 

사용하면 2.2명, 항응고제를 사용하면 1명으로 낮아진다. 

  색 증의 험 기 질환은 심부정맥 증, 막질환과 련이 없는 심방세동, 생체인공 막, 기계 동맥

막 등으로 색 증의 험성은 항응고제를 4 7일간 단하더라도 0.1 0.2%로 낮다. 항 소 제제 복용군에서 

약물 단시 색 증의 고 험군은 12개월 이내 약물 방출 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 1개월 이내 비막부

착성 속 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이며, 험군은 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허 성 심질환, 뇌

질환, 말 질환 등이다.

(Fig. 1)

1. 출  험 시술을 할 때

  항응고제나 항 소 제를 그 로 사용한다. 그러나, 선택  시술은 INR이 치료 범 보다 높을 때는 시행하지 않

는다.

2. 색 증의 험도가 낮고 고 험 내시경 시술을 할 때

  항 소 제는 7 10일 에, 와 린은 3 5일 에 단하며 아스피린이나 NSAIDs는 그 로 사용한다.
20

 시술 

 INR이 1.5 미만임을 확인한 후 시술하며, 시술 후 와 린은 시술 당일 녁부터, 항 소 제는 시술 다음날부

터 재투여한다. 항 소 제를 지하는 동안 아스피린을 추가로 투여한다.

3. 색 증의 험도가 높고 고 험 내시경 시술을 할 때

  항 소 제는 7 10일 에, 와 린은 3 5일 에 단하며 아스피린이나 NSAIDs는 그 로 사용한다. 색

증의 험도가 높으므로 와 린 단 2일 후부터 헤 린이나 LMWH을 사용하여 “bridging anticoagulant therapy”

를 시행한다.

  헤 린은 시술 4 6시간 에, LMWH은 시술 8시간 에 단하고, 출 이 없으면 시술 6 8시간 후에 재사용

한다. 와 린은 시술 당일 밤 혹은 다음 날에 시작하며, 헤 린 혹은 LMWH과 와 린의 병용 투여는 4 5일간, 

혹은 로트롬빈 시간이 목표 수 으로 도달할 때까지 지속한다. 그러나 EST 후 3일 이내에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증 출 의 험도가 10 15%로 높으므로 출 의 험도보다 색 증의 험도가 더 높다고 단되는 경우

에만 즉각 으로 항응고제를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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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 제는 시술 다음 날부터 재투여한다. 한편, 약물 방출 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고 험군 환자에서 고

험 내시경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를 담당하는 심장내과 문의와 상의해서 항 소 제 단 여부를 결정

해야한다. 약물 방출 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지 12개월 이후나 비막부착성 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지 1개월 

이후면 약제를 일시 으로 단할 수 있다. 한, 꼭 필요한 내시경 시술이라면 약물 방출 상동맥 스텐트를 삽

입한지 6개월 이후면 일시 으로 clopidogrel을 단할 수 있다.

, 

  항응고제 투여로 발생하는 출  에서 소화  출 이 가장 빈번하며, 이  50% 이상이 소화성 궤양에 의한 출

이다. 

  항응고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내시경 시술 후 출 이 발생하더라도 INR이 1.5 2.5이면 내시경 지 술의 치료효

과가 정상인과 동일하게 우수하므로 색 증의 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지  후 항응고제의 재투여시기는 재출 과 색 증의 험성을 고려해서 개개인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에

는 LMWH보다 반감기가 짧고 protamine sulfate에 의해 길항되는 작용이 뛰어난 헤 린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항응고제나 항 소 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출 이 발생하 을 때 길항제를 즉각 으로 투여할 것인가는 환자 

상태에 따라 용한다. 와 린에 한 길항제로는 비타민 K나 신선냉동 장을 사용한다. 그러나 비타민 K는 신선

냉동 장보다 작용 시작이 12 24시간으로 늦고 약제 단시 지속시간이 길다.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 소 제들은 

임상 연구 자료는 충분하지 않지만 소 을 주입하거나 DDAVP를 사용하여 길항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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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생활 습 과 식생활의 서구화, 비만 인구의 증가로 최근 국내에서 장직장 폴립과 장직장암 등의 하부 장

질환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부 장 질환의 진단  치료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직장 폴립  

장직장암의 국내 진료 가이드라인에 한 요구도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국내 장직장 폴립  장직장암 련 가이드라인 3개가 동시에 발표되었다. 한소화

기학회, 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한장연구학회 문가로 구성된 다학회기반 장폴립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

원회는 1) 장암 선별과 장폴립 진단검사; 2) 장폴립 제술; 3) 폴립 제 후 추 장내시경검사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 다. 본 장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장직장 폴립  장직장암 련 내용을 다룬 3개의 최신 가이드

라인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 등에 의해 발표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암 선별검사와 샘종-암화의 연속 인 이행과정을 고려하여 주로 

규모 인구집단에서 장암의 선별에 유용한 변잠 검사와 장암의 방을 목표로 장 막의 구조  변화를 

폴립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시경검사  상학  검사를 주로 장암 선별과 장폴립 진단검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 으며, 국내 문헌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구의 가이드라인과 체계  종설(systemic review)을 

기반으로 웹 기반의 설문조사  델 이 방법을 이용하여 통일된 동의수 을 도출하고자 하 다. 

1. 한국에서 장암과 장샘종의 역학

  - 한국에서 장암  장샘종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암의 연령표 화발생률은 2009년 인구 10만 명 당 남자에서 

49명, 여자에서 25.9명으로, 장암은 남녀에서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호발하는 암이 되었다(이 결과는 세계표

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한 연령표 화발생률로 우리나라 2000년 표 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한 수치와 다름). 2010

년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에서도 장암에 의한 조사망률이 인구 10만 명 당 남자 17.4명, 여자 

13.5명으로 남녀 각각 네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하 다. 특히 2000년 이후 국내 다른 주요 호발 암종인 폐암, 간

암, 암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양상과 달리 장암의 연령표 화 사망률은 증하고 있다. 이러한 장암의 발

생률 증가는 무엇보다 식생활의 서구화가 원인이겠지만, 이와 더불어 2004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장암 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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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ta-analysis for detection rate of fecal immunochemical test for advanced colorectal neoplasia according to the number of samples (1 test 

vs. 2 test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추가되면서 국민의 심과 장암 검진 참여율이 증가한 결과로도 추정된다. 장암 검진의 보편화와 치료법의 발

으로 국내 장암 생존율이 2000년 이  50% 후에서 2001-2005년 66.6%, 2005-2009년 71.3%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무증상 평균 험군에서 장암 선별 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국내에서 장암의 발생률이 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장샘종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후향

 연구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선별 장내시경검사를 시행받은 50세 이상 성인 2,435명  30.2%에서 

장샘종이 발견되었으며 진행샘종은 4.1%에서 발견되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선별 장내시경검사를 받은 50

세 이상 성인 2,307명을 상으로 한 최근의 향  다기  연구에서도 장샘종이 40.5%에서 발견되었으며, 진행

샘종은 2.5%로, 샘종 유병률은 서구의 25-38%와 비교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 으며, 진행샘종은 서구의 6.1-10.5%

와 비교하여 낮은 결과를 보 으나 연령으로 보정하 을 경우 진행샘종의 유병률도 서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2. 장폴립 선별검사 가이드라인

  1) 선별검사 시행 시기: 장암  장샘종의 발생률은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50세 

이하의 무증상 평균 험군에서 장샘종  진행샘종이 14.3-22.6%, 1.1-1.6%인데 비하여 50세 이상에서는 29.8-40.5%, 

2.5-3.7%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평균 험군에서 장암 선별과 장폴립 진단검사는 일

반 으로 50세 이상에서 권고된다. 그러나 장암이나 장폴립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 없이 장내시경검사를 포함하는 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변잠 검사: 변잠 검사는 장 내 종괴에서 스며나오는 출 을 변에서 감지하여 진단하는 검사법이

다. 변잠 검사는 장내시경검사와 비교하여 장암에 한 진단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규

모 인구집단에서 집단선별검사로 유용함이 규모 연구들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8년에서 13년간 추  찰한 연구

들에 의하면 guaiac 검사가 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15-30% 감소시켰는데, 이는 변잠 검사 양성일 경우 장

내시경검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로 한다.

  변잠 검사법에는 guaiac 검사법(gFOBT)과 면역화학검사법(FIT)이 있다. Guaiac 검사는 액 내 peroxidase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식이(육류나 생선, 과일이나 주스)  약물(aspirin/NSAIDs 는 비타민 C제제) 복용, 검체의 재수

분화(rehydration: 검사  샘 이 담긴 슬라이드에 물 한 방울을 추가하는 것) 여부 등에 따라 검사결과에 향을 

미치게 되고, 검체 채취를 2 3회 반복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한편, 변 면역화학검사는 사람의 헤모 로빈을 

구성하는 로빈(globin)에 한 특이 항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식이  약제의 제한이 없다. 한 로빈 성분은 

상부 장  효소에 의해 분해되므로 상부 장  출 에 의한 가양성이 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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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ta-analysis of CT colono-

graphy. Reported sensitivity and specifi-

city by polyp size. (A) Per-patient sen-

sitivity for CT colonography. (B) Per- 

patient specificity for CT col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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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guaiac 검사법을 주로 사용하 으나 1970년 에 민감도를 높인 면역화학검사법이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로 

면역화학검사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guaiac 검사법  민감도를 높인 high-sensitive guaiac (Hemoccult 

SENSA) 검사법도 개발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메타분석으로부터 산출한 Hemoccult SENSA의 장암 진단의 

통합 민감도는 74.5% (61.0-85.3%) 으며, 특이도는 88.1% (87.6-88.7%) 다. 한편, 메타분석에 의하면 변 면역화

학검사(FIT)의 장암 진단의 통합민감도는 73.0% (63.4-80.8%) 고, 특이도는 94.8% (94.6-95.1%) 다. 이러한 변

잠 검사를 반복함으로써 진단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데, 메타분석 결과 1회 시행한 경우에 비해 연속 으로 2회 

반복한 경우 장암과 진행샘종을 포함한 장 진행신생물의 진단 정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OR 1.46, 95% CI 

1.34-1.60, P 0.01) (Fig. 1). 결론 으로 50세 이상 평균 험군에서 장직장암의 선별검사로 기존의 guaiac 변잠

검사에 비해 변 면역화학검사를 우선 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양성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장내시경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3) CT 장조 술: CT 장조 술은 “가상 장내시경”이라고도 불리며, CT 상 기법의 놀라운 발 에 힘입어 

가는 편의 상 획득이 가능해지고 컴퓨터 상 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삼차원 내시경 기법을 통해 장 내부를 

통하며 들여다볼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능해진 검사이다. 

  2000년부터 재까지 무증상 평균 험군만을 상으로 한 9개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T 장조

술의 환자별 폴립 진단 민감도는 78-100% 고, 폴립의 크기가 커질수록 민감도가 향상되었다. 10 mm 이상의 폴

립에 한 통합 민감도는 91.3%이었고, 6 mm 이상 크기의 폴립에 해서는 82.2% 다. CT 장조 술의 환자별 

폴립 진단 특이도는 80-99% 으며, 6 mm 이상의 폴립만을 상으로 할 경우, 폴립의 크기와 무 하게 특이도는 

일정한 결과를 보 다(Fig. 2). 그러나 CT 장조 술의 정확도는 사용한 기법에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

라에서도 CT 장조 술 시행 시 환자는 한 처치를 수행해야하고, 다검출기 CT 스캐 를 이용해 선량으

로 촬 해야하며, CT 장조 술을 독할 수 있는 특화된 소 트웨어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독은 장내시

경으로 확진된 증례를 이용하여 히 트 이닝을 받은 상의학과 의사가 시행하는 것과 같은 제 조건을 지

킬 것이 권고된다. 

  CT 장조 술은 높은 진단능과 안 성을 인정받아 미국의 American Cancer Society (ACS), US Multi-Society 

Task Force on Colorectal Cancer (USMSTF), 그리고 American College of Radiololgy (ACR)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

시한 2008년 가이드라인에서 장암 선별검사  장폴립 진단검사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종합 으로 50세 

이상의 평균 험군에서 CT 장조 술은 장암 선별과 장폴립 진단검사  하나로 권고되며, CT 장조 술

에서 6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된 경우 장내시경검사를 시행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 환경에서 

무증상 평균 험군에서 CT 장조 술을 시행할 때 의료 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1차 선별 검사로 CT 

장조 술을 시행하는데 실 인 장벽이 있다. 한 국내에서는 재 CT 장조 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제조건들을 갖춘 기 이 제한이 있어, 규모의 선별검사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제한 이 있다.

  4) 이 조 바륨 장술: 이 조 바륨 장술은 장암에 한 높은 민감도와 근성  비침습성을 바탕으로 

1997년 ACS에서 규모 인구집단의 장암 집단선별검사법으로 채택된 이후, 개정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여 히 

장암 집단선별검사법  하나로 채택되고 있으나, 최근 그 검사 빈도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선별검사법으로서의 

역할에 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조 바륨 장술의 장폴립에 한 낮은 민감도를 고려

할 때 장폴립의 선별검사법으로는 합하지 않다. 미국의 2008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조 바륨 장술에서 

한 개 이상의 6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된 경우 추가 인 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5) 장내시경검사: 장내시경을 이용한 선별검사는 한번에 체 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발견되는 

샘종이나 일부 조기 암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에 50세 이상의 평균 험군에서 장암 선별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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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립 진단검사로 장내시경검사를 우선 으로 권고한다.

  선별구불창자내시경검사의 경우와 달리 아직까지 선별 장내시경검사가 장암의 발생률과 장암으로 인한 사

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에 한 향  무작  조군 연구는 없다. 그러나 변잠 검사나 구불창자내시경검사와 

같은 선별검사가 양성인 경우 결국 장내시경검사로 그 결과를 확인하고 폴립 제술 등을 통해 암병변이나 조

기암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내시경검사  폴립 제술이 장암 발생률이나 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

추리란 것을 간 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선별 장내시경검사에서 장 정결과정이 필요하며 장 정결 정도는 검사의 정확도와 질에 매우 요한 향을 미

친다. 장내시경검사의 폴립간과율을 최소화하기 해 순수 찰시간은 어도 평균 6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소화기내시경학회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리 평가에서도 장내시경의 회수시간을 평균 6분 이

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50세 이상의 평균 험군에서 첫 선별 장내시경검사가 일정 질 수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장암이나 장

샘종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5년 이후 추  장내시경검사를 권고한다. 단, 장암 경고증상이 새롭게 발생한 환

자를 포함하여 추  기간 내 간암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단하는 경우 5년 이내라도 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장내시경검사에서 장 정결이 불충분한 경우 다음 검사시기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에 해서는 아직 확실한 근

거가 될 만한 연구가 없다. 한 후향연구에서 장 정결상태가 정하지 않았던 검사  3년 내 다시 장내시경검사

를 시행하여 장 정결상태가 하 던 216 의 경우 샘종의 간과율이 42%, 진행샘종의 간과율이 36%로 다른 추

검사에 비해 비교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내시경검사에서 장 정결이 불충분하다고 단되는 경우

에는 일반 인 검진 감격보다 조기에 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6) 구불창자내시경검사: 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구불창자내시경검사를 통해 장암의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50세 이상의 평균 험군에서 장암  장샘종의 선별검사 방법  

하나로 권고할 수 있다. 선별구불창자내시경검사는 장암 방효과가 매우 길며 장내시경검사의 경우 우측 장

암의 방효과가 좌측에 비해 떨어진다는 을 고려하면 비교  효과 인 장암 선별검사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체 장을 검사하지 못한다는 , 검사 소견이 양성인 경우 다시 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 내시경 의사와 피검자의 선호도가 낮은 , 상 으로 렴한 장내시경검사 수가 등의 이유로 인해 국내에

서는 일차 인 장암 선별검사  장폴립 진단검사로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장폴립 제술 가이드라인만으로 다양한 시술자가 사용하는 모든 치료법과 련요소들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

에 폴립 제술 시행과정에서 시술자가 가장 궁 해 할 것으로 생각되는 6가지 핵심 질문(key question)들을 선정하

여 재까지 알려진 국내외 자료를 체계 으로 고찰  평가하고 국내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우

리나라 의료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고자 하 다. 

1. 장폴립 제술  아스피린 복용 단 여부

  장폴립 제술  색 증 발생 고 험군에서는 아스피린 복용을 계속해야하고, 색  등 발생 험군

에서는 환자  폴립의 특성에 따라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할 수 있지만 폴립의 크기가 10 mm 이상인 경우에는 

5-7일간 단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발생 험이 없는 군에서는 가능하면 아스피린을 단하는 것이 권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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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isk stratification for thromboembolism

High risk condition Prosthetic heart valve in mitral position

Prosthetic heart valve and atrial fibrillation

Prosthetic heart valve and prior thromboembolic event

Low risk condition Prosthetic heart valve in aortic position

Deep vein thrombosis

Atrial fibrillation without valvular heart disease

Bioprosthetic heart valve

Fig. 3. Efficacy of the prophylactic saline with epinephrine injection prior to snare polypectomy for the prevention of late bleeding.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다. 출 의 험도가 높은 시술의 정의는 수 , 입원치료, 내시경지 술, 수술 등을 필요로 할 정도의 한 출

험이 1% 이상인 시술로서 장 폴립 제술이 이에 속한다. 내시경시술을 해 항 제 복용을 단할 경우 

색 증의 발생은 환자의 기 질환과 련되는데 발생 험도에 따라 고 험군과 험군으로 구분된다(Table 1). 

그러나 아스피린 단과 련된 결정은 아스피린을 처방한 임상의와 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미소폴립의 제거 방법

  미소폴립( 5 mm)은 고해상도 내시경이 보편화되면서 발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 선별검사의 

반 이상에서 미소폴립이 발견되며 반 정도에서 미소샘종으로 진단되고 있다. 미소폴립의 제거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1) 미소폴립의 완 한 제거, 2) 미소폴립의 안 한 제거, 3) 제거된 미소폴립의 조직학  정성 여부로 정

리될 수 있다. 

  미소폴립의 제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온 생검법(cold biopsy), 고온 생검법(hot biopsy), 온 올가미법(cold 

snaring) 등으로 나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온, 고온 생검법 모두에서 13-61%의 병변 잔존 가능성이 

존재하 으며, 미소폴립 제거와 련된 합병증으로 0.38%의 의미있는 출 과 0.05%의 천공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모두 고온 생검법과 련되어 있고, 회수된 조직의 정성에 한 연구에서 온 생검법이 추천되었으므로, 결론

으로 완  제거율, 안정성, 회수조직의 조직학  정성 여부를 고려할 때 미소폴립 제거 시 고온 생검법은 권

고되지 않는다.

3. 폴립 제술 시 막하 주사

  폴립 제술 시 제거를 용이하게 하고 출 의 험을 이기 하여 장의 막층과 고유근층 사이 막하층에 

다양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고 인 약물로는 생리식염수와 생기식염수로 희석한 에피네 린

(epinephrine) 용액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쿠션 효과를 증가시키기 해 리세롤(glycerol), 소디움 하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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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icacy of the prophylactic method (endoloop or clip application) for the prevention of early bleeding in cases with large pedunculated 

polyps.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Fig. 5. Efficacy of the prophylactic method (endoloop or clip application) for the prevention of delayed bleeding in cases with large pedunculated 

polyps.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루네이트(sodium hyaluronate)  이 리노젠(fibrinogen)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막하 주사는 조기 출  방에 도움이 되지만 지연 출  방효과는 분명치 않다(Fig. 3). 이는 수축, 막 

내 의 기계  압박  소  응집을 통해 출 을 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단지 수 시

간 동안만 지속되므로 막하 주사는 24시간 이내의 조기 출  방에서만 효과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막하 주사는 출  방을 한 목  이외에도 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류 손상을 이는 부가 인 장 이 있

으므로 폴립의 특징에 따라 내시경의의 한 단에 따라 선택 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다. 

4. 크기가 큰(＞1 cm) 목이 있는 폴립의 제  방  시술

  크기가 큰( 1 cm) 목이 있는 폴립의 제에서는 제  방  시술(루  혹은 클립 유치)을 시행한 군과 시

행하지 않은 군의 출  발생 여부를 조사한 4개의 무작  연구를 메타분석하 을 때, 방  시술을 시행한 군에

서 조기 출 (시술 24시간 이내에 발생)은 체 326명  3 (0.9%)에서 발생하 으며 조군에서는 체 474명 

 24 (5.1%)에서 발생하여 의미있게 조기 출 을 방하 다(RR 0.22, 95% CI 0.08-0.62; P=0.004, Fig. 4). 한편, 

지연 출 (시술 24시간 이후 발생)은 방  시술을 시행한 군에서 체 326명  3 (0.9%)에서 발생하 고, 조

군에서는 474명  11 (2.3%)에서 발생하여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RR 0.41, 95% CI 0.12-1.41; P=0.16, Fig. 5). 

즉, 크기가 큰( 1 cm) 목이 있는 폴립의 제에서는 제  방  시술(루  혹은 클립 유치)은 조기 출 의 

방에 도움이 되지만 지연 출 의 방 효과는 분명치 않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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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icacy of the prophylactic method (argon plasma coagulation or clip application) for the prevention of delayed bleeding. RR, relative risk; 

CI, confidence interval. 

5. 폴립 제 후 지연 출 의 방

  폴립 제 후 지연 출 을 방하기 하여 막하 주사법, 클립 유치술, 루  유치술 등의 여러 방법들이 임상

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지연 출 의 발생 빈도가 1%로 낮기 때문에 통계  차이를 산출하기 한 많은 N수가 요

구되는 향  비교연구는 매우 드물며 확립된 가이드라인 한 없는 상태이다. 

  폴립 제 후 생성된 인공궤양에 하여 각각 아르곤 라스마 응고술과 클립을 이용한 방  시술을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간의 지연 출  발생 여부를 조사한 2개의 향  무작  연구를 메타 분석하 을 때, 지연 

출 은 방  시술을 시행한 396명  8 (0.02%)에서 발생하 고, 조군 402명 에서는 12 (0.03%)에서 발생

하여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RR 0.67, 95% CI 0.27-1.61; P=0.37, Fig. 6). 이상으로 폴립 제 후 생성된 인공궤양

에 한 방  시술(아르곤 라스마 응고술 혹은 클립 유치술)은 지연 출  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폴립 제술 후 선암으로 정된 경우 추가 인 수술  제

  악성 폴립은 조기 장암의 한 형태로 암세포가 막근층을 뚫고 막하층을 침범한 폴립을 말한다. 림  

이가 극히 어 내시경 제 후 별도의 추가 인 시술 없이 추 검사를 시행하는 막내암(intramucosal cancer)과

는 달리 암세포가   림 이 비교  풍부한 막하층을 침범하므로 림  이 가능성이 높아 치료방침

을 정하는데 여러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해 잘 계획된 향  연구는 없으며, 장암을 

수술  제 후 막하 침범이 있었던 증례를 모아서 후향 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분이다. 이러한 후향  연구

를 분석하 을 때 림  이가 있는 군의 제조직에서 림  침범이 있는 경우는 67.5% (143.212)로 림  

이가 없는 군의 24.7% (406/1,642)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으며(OR 7.33, 95% CI 5.29-10.15), 림  이가 있는 

군에서 정맥 침범이 있는 경우는 39.3% (84/214)로 림  이가 없는 군의 17.3% (246/1,425)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다(OR 3.24, 95% CI 2.34-4.48). 한 림  이가 있는 군에서 병리 소견이 고분화암(well-differentiated, WD), 

등도분화암(moderate-differentiated, MD), 미분화암(poorly-differentiated, PD)은 각각 59/146 (40.4%), 38/79 (48.1%), 

13/166 (7.8%) 고, 림  이가 없는 군에서는 688/929 (74.1%), 162/588 (27.6%), 12/1,366 (0.9%)로 림  이

군에서 분화된 암세포의 비율이 낮았다(OR in WD 0.23, 95% CI 0.15-0.34; OR in MD 2.39, 95% CI 1.43-3.98; OR 

in PD 6.31, 95% CI 2.52-15.79). 한 림  이가 있을수록 침범 깊이가 깊은 소견을 보 다(OR in <1,000 m 

0.31, 95% CI 0.18-0.54; OR in 1,000-2,000 m 1.10, 95% CI 0.69-1.86; OR in >2,000 m 3.39, 95% CI 2.19-5.25).

  따라서 폴립 제술 후 조직검사에서 막하 침범이 있으면서 완 제( 제면 음성)된 선암으로 정된 경우 림

 혹은 정맥 침범이 있거나, 분화도가 나쁜 경우, 침범 깊이가 깊을 경우에는 림  이의 험이 증가하므

로 추가 인 수술  제를 고려해야 한다. 림  이 련 인자들을 가진 막하침윤암 환자에서 실제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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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약 10-15%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수술과 련하여 한 험성이 존재하는 고령, 심폐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서의 추가 인 수술의 선택은 임상의의 신 한 결정이 요구된다.

  폴립을 제거한 환자는 장암과 샘종의 발생 험이 폴립이 없는 환자에 비해 증가하기 때문에 주기 인 추 검

사가 필요하다. 최근 장직장 선별검사로 장내시경검사가 리 이용되면서 장직장 폴립의 진단과 제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폴립 제 후 추 검사 수요가 가 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폴립 제 후 감시는 선

별 장내시경검사보다 장직장암 방효과가 작아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감시검사

로 인한 의료 비용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해서 정한 간격의 효과 인 폴립 제 후 감시 략이 필요하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한국의 장폴립 환자에 한 폴립 제 후 추정 장내시경검사의 추 시기를 기 장내

시경 소견에 근거하여 고 험군은 폴립 제 후 3년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고 험군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는 경

우에는 추 장내시경검사를 폴립 제 후 5년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 다. 

  폴립을 제거한 환자 에서도 추 검사에서 진행신생물 발생 험이 증가하는 경우는 기 장내시경 검사에서 

(1) 샘종의 개수가 3개 이상, (2) 가장 큰 샘종의 크기가 10 mm 이상, (3) 융모 는 융모샘종, 고도이형성을 동

반한 샘종, 는 크기 10 mm 이상의 톱니모양폴립이 진단된 경우로, 이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폴립 제 

후 추 장내시경 검사를 하 을 때 진행신생물 발생 험이 증가하는 고 험군으로 분류하도록 제안하 으며 그 

근거는 그림 7a-e에서 정리하 다. 

그러나 추 장내시경검사 시기를 정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Table 2). 의사는 기

장내시경검사의 질, 장정결 상태, 샘종의 제 상태, 환자의 신 상태, 가족력  과거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환자에서의 추 장내시경검사 시기를 단하여야 한다.

  한편, 샘종의 개수가 10개를 넘는 경우는 진행신생물의 발생 험의 증가와 높은 폴립간과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

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년 는 3년 이내의 짧은 추 검사 간격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 추 검사 시기에 한 

권고를 도출하기 한 연구는 부 한 상태이다. 한 조직학 으로 불완 제된 경우 는 분할 제된 경우에도 

병변의 재발 험을 고려하여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추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서는 구체 인 추 장내시경검사 시기를 제시할 수 없었으며, 그 검사 시기는 의사의 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여러 차례 장내시경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각각의 검사소견을 추 검사 시기에 어떻게 반 할 것

인지에 해서도 아직은 연구가 부족하여 구체 인 권고안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고 험군에 해당하는 소견  두 

가지 이상의 소견이 복되어 찰되는 경우에 고 험군 소견이 한가지만 동반된 경우와 동일한 추 검사 시기를 

용해야 하는지도 잘 알려진 바는 없다. 

결론 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장내시경의사가 양호한 장장결 상태에서 양질의 기 장내시경검사를 시

행하 음을 제로, 기 장내시경검사 소견이 폴립 제 후 진행신생물의 발생 고 험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추 장내시경검사를 폴립 제 후 5년에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상기의 제조건이 만족되지 않거나 기

장내시경검사 이 의 장내시경검사에서 고 험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 던 경우에는 기 장내시경 소견이 

고 험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추 검사 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한다. 

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장내시경의사가 양호한 장장결 상태에서 양질의 기 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

음을 제로, 기 장내시경검사소견이 폴립 제 후 진행신생물의 발생 고 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 장내

시경검사를 폴립 제 후 3년에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상기의 제조건이 만족되지 않거나 기 장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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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a. Forest plot for the number of colorectal adenomas as a risk factor for advanced neoplas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IV, inverse variance; df, degrees of freedom; HR, 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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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b. Forest plot for the size of colorectal adenomas as a risk factor for advanced neoplas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IV, inverse variance; df, degrees of freedom; HR, hazard ratio.

경검사 소견, 샘종의 제 상태, 환자의 신 상태, 가족력  과거력 등을 고려하여 추  검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장암 선별, 장폴립의 진단  치료, 그리고 폴립 제술 후 추 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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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c. Forest plot for villous/tubulovillous adenomas as a risk factor for advanced neoplas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IV, inverse variance; df, degrees of freedom; HR, hazard ratio; TA, tubulovillous adenoma; VA, villous adenoma.

Fig. 7d. Forest plot for adenomas with high grade dysplasia as a risk factor for advanced neoplas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IV, inverse variance; df, degrees of freedom; HR, hazard ratio; LGD, low grade dysplasia; HGD, high grade dys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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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e. Forest plot for the large ( 10 mm) serrated polyps at index colonoscopy as a risk factor for advanced neoplas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rror; IV, inverse variance; df, degrees of freedom.

Table 2. Prerequisite to determine the surveillance colonoscopy interval based on the guideline

1. The index colonoscopy should reach the cecal base with adequate bowel preparation. If the cecal intubation failed or if bowel preparation was 

inadequate during the index colonoscopy, significant colorectal lesions may be missed, and a repeat colonoscopy is recommended. 

2. Because the quality of the index colonoscopy may vary significantly among endoscopists, screening and surveillance colonoscopies should only 

be confirmed by qualified endoscopists.

3. If any polyps, especially adenomas with high-grade dysplasia, may have been incompletely removed, the completeness of the resection should 

be confirmed by a repeat colonoscopy.

4. The surveillance interval proposed in this guideline is applicable to asymptomatic adults. The necessity of a diagnostic colonoscopy in any 

symptomatic patients should assessed by a physician, regardless of the recommended surveillance interval. 

까지 국내 의료 장에서 실제 임상의가 궁 해하는 핵심질문(key question)을 선정하여 이에 한 방 한 양의 문

헌에 한 체계 인 고찰  메타분석을 통해 이에 한 권고안을 제시하 으며, 권고안의 근거의 질(quality of 

evidence)과 권고안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권고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권고의 강도(strength of a recommendation)를 

평가하고 이후 델 이 방법을 이용한 문가간 동의수 에 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권고

의 강도가 낮은 경우 그 한계를 극복하기 해 서구와 다른 국내의 장폴립 진료 행태와 의료환경을 반 하기 

해 웹 기반의 설문 조사도 시행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을 임상에서 용함에 있어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의료 장에서 의료진이 

여러 가지 임상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상  단이 여 히 요하며, 이를 가이드라인이 신할 수 없다

는 이다. 본 장에서 다룬 최신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

며 앞으로 장암 선별  장폴립 련 주요한 진료환경이나 새로운 국내외 연구결과를 히 반 하기 하

여 수정, 보완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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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2011 B

1. 역학

  우리나라에서 ,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발병의 주요 원인인 B형간염 바이러스(HBV)는 1970년

부터 국민보건의 요한 질환으로 인식되어 1982년 제 3종 법정 염병으로 지정되었고, 재는 제2군 법정 염

병으로 분류되어 국가 방 종 사업의 상이 되는 질환이다. HBsAg 표지자 양성률로 본 우리나라  국민 HBV 

감염률은 B형간염 백신이 상용화되기 이 인 1980년  에 남자 8-9%, 여자 5-6%로 보고되었지만 이후 1991년 

신생아 방 종, 1995년 국가 방 종 사업이 시작되면서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06년 4-6세 아동에서는 

0.2%로 양성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2005년도에 시행된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10세 이상 인구의 B형간

염 항원 양성률은 남자 4.8%, 여자 3.0%로 아직도 체 인구의 3.7%가 감염되어 있다. 특히 만성 B형간염의 주요 

감염경로인 임산부의 B형간염 표면 항원 양성률은 1980년 에는 감소추세 지만 1990년에 들어서는 별다른 감소

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산기 감염 빈도도 1995년 3.4%, 2006년 3.2%로 어들지 않고 있으며, 산발  성 B형

간염 발생은 오히려 2001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만성 간염  간경변증 환자의 약 70%, 간세

포암종 환자의 65-75%에서 HBsAg이 검출되는 을 고려할 때 아직도 만성 B형간염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미치

는 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만성 B형간염 환자는 부분 유 자형이 C2형으로 다른 유 자형에 의한 간염보

다 HBeAg 청 환이 늦고,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으로의 진행이 빠르며, 인터페론 치료효과가 낮고 항바이러

스제 치료 후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자연 경과

  만성 B형간염의 경과는 HBV 감염 후 면역 용기, 면역 제거기, 비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기, HBeAg 음

성 만성간염  HBsAg 소실기 등의 5개 임상 단계로 나 어지는데, 환자는 비록 연속 이지는 않지만 개인마다 

다양한 임상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면역 용기(immune tolerant phase): 수직 감염 후 기 임상 단계인 면역 용기는 HBeAg 양성, 높은 HBV 

DNA 농도(일반 으로 107 IU/mL 이상)를 보이지만 ALT가 정상이며 간 조직의 염증이 없거나 경미한 시기이다. 

유 자 C형의 경우 면역 용기는 30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HBeAg이 로 소실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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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유 자 C형에 감염된 여성의 경우, 부분 가임기에 HBeAg 양성인 면역 용기인 경우가 많다. HBV DNA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학 으로 간손상이 별로 없는 것은 바이러스에 한 면역 용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면역 반응기(immune reactive phase): 부분의 면역 용기 HBV 보유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바이러스에 한 

면역 반응이 시작되어 HBeAg 양성, 청 HBV DNA 농도의 하, ALT의 간헐  혹은 지속  상승을 나타내는 면

역 제거기의 임상 단계가 된다. 이 시기 조직 검사 소견은 등도 이상의 염증 소견을 보이고 일부 환자의 경우 

섬유화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HBcAg 혹은 HBeAg에 한 세포 독성 T 림 구의 활성이 증가하여 감

염된 간세포가 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지속 으로 HBV DNA 증식이 억제되면서 일부에서 HBeAg의 청 

환이 이루어진다. 일단 HBeAg 청 환이 이루어지면 (1) HBeAg 재양   음 의 반복, (2) 비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기(inactive HBV carrier state) 혹은 (3) HBeAg 음성 만성 간염의 3가지 임상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청 환 된 10-40%의 환자들은 1회 혹은 수 차례에 걸쳐서 간염이 악화되면서 HBeAg의 재양   음 이 반복된

다. 특히 재양 은 유 자형 C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나이가 들면서 빈도는 어든다.

  3) 비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기(inactive HBV carrier state): 면역 제거기에서 청 환된 부분의 환자

들은 HBeAg 음성, 지속 인 정상 ALT치, 2,000 IU/mL 미만의 HBV DNA 농도로 특징 지어지는 비활동성 B형간

염바이러스 보유기로 이행된다. 이 시기의 병리 조직 소견은 부분 염증과 섬유화가 경미하게 나타나지만 기존에 

심한 염증  섬유화가 있었던 환자에서는 염증  섬유화가 등도 이상으로 남아 있어 생화학   조직학  

검사 결과에서도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한 간경변증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비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기는 부분 환자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양호한 후를 보이지만 약 20%의 환자에서는 HBeAg 음성 간염 혹

은 HBeAg 양성 면역제거기로 다시 재활성화  비활성화를 반복하면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재활

성화를 측할 수 있는 인자는 재까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비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기 환자들도 최

소 6개월 간격으로 간기능 검사를 정기 으로 시행해야 한다.

  4) HBeAg 음성 만성 간염(HBeAg negative Chronic hepatitis B): 면역 제거기에서 청 환된 환자들의 약 20%

는 HBeAg 음성/anti-HBe 양성을 유지하지만 2000 IU/mL 이상의 HBV DNA 농도, ALT의 상승  활동성 조직 괴

사 소견을 보이는 HBeAg 음성 만성 간염으로 이행된다. 이들 환자들의 HBeAg 음성의 원인은 HBV DNA precore 

혹은 basal core promoter 유 자 부  변이로 HBeAg의 생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HBeAg 음성 만성 간염은 자

연 해율이 낮아 지속 으로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부분 환자에게서 섬유화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데, HBV DNA와 ALT치의 기복이 심해 실제 임상에서 후가 양호한 비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기와 감별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기로 진단된 처음 1년 동안은 최소한 HBV DNA

와 ALT를 3개월 간격으로 측정해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한 HBeAg 음성 만성 간염 환자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

다.

  5) HBsAg 소실기(HBsAg clearance phase): 비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기 환자  1-2%/년의 빈도로 

HBsAg이 소실되는 HBsAg 소실기로 이행하는데, 환자 성별, 바이러스 유 자형과는 계없이 나이가 유일한 련 

인자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낮은 0.4%의 빈도로 HBsAg이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시기

는 청 HBV DNA는 검출되지 않으며, anti-HBc가 anti-HBs 검출과 계없이 청에서 나타난다. HBsAg이 소실되

면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세포암종 발생은 유의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방

  수직감염은 HBV 의 가장 요한 경로이다. HBsAg 양성 산모에서 신생아 출생 직후 B형간염 면역 로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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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 종을 시행하는 경우 90-95%에서 수직감염을 방할 수 있다. 따라서 HBsAg 양성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

아에게 출생 직후 B형간염 면역 로블린(0.5 ml 근육주사)을 주사하고 12시간 이내에서 HBV 방 종을 시행해

야 한다. HBsAg 양성 산모에서 모유를 수유한 경우와 분유를 수유한 경우 통계 으로는 신생아 감염률에 차이가 

없었다(0% vs. 3%). B형간염 방 종은 0-1-6개월 방식으로 3회 시행하면 90% 이상에서 반응한다(ant-HBs 10 

IU/mL). anti-HBs 무반응자에게는 추가 인 3회의 재 종(revaccination)시 44-100%에서 anti-HBs가 형성이 된다. B형

간염 방 종 후 면역능이 정상인 경우 anti-HBs에 한 검사는 필요치 않으나, HBsAg 양성 산모에서 태어난 신

생아이 경우 9-18개월에 ant-HBs형성 유무를 확인하고, 의료 종사자, 액투석 환자, 면역 하자(e.g., HIV 감염자, 

조 모세포 이식자, 항암 치료자)  HBV 감염자와 성 을 하는 경우는 방 백신 완료 1-2개월 후에 anti-HBs 

검사를 시행하여 재 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치료 목표

  만성 B형간염의 치료 목표는 HBV 증식을 억제하여 염증을 완화시키고 섬유화를 방지하여, 간경변증, 간기능상

실 혹은 간세포암종으로 진행을 방함으로써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가장 

이상 인 치료는 HBsAg의 청소실이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핵 내 covalently closed circular DNA (cccDNA)는 지

속되기 때문에 HBV의 완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임상에서 치료반응에 한 체지표로 HBsAg 청 소

실  환보다는 ALT 정상화, 청 HBV DNA의 미검출, HBeAg의 청소실 혹은 청 환, 조직 소견의 호  

등을 이용한다.

5. 치료 상

  만성 B형간염 치료의 최종목표는 간질환의 진행을 방함으로써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만성 B형간염 

치료와 련하여 재까지 수행된 임상 시험은 찰기간이 장기 생존율을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HBeAg 

양성  음성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공히 간 조직의 염증과 섬유화를 개선시킬 수 있음이 알려졌으며, 이러한 

조직 소견의 호 은 간질환의 진행을 억제하여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을 방함으로써 장기  후의 개선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기 된다. 실제 최근 메타분석연구에서 장기 인 경구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비 상성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다. B형간염 자연경과  면역 용기는 간조직 변화가 경미하고 단기 후가 양호하여 

치료 상이 되지 않는다.

6. 만성 B형간염의 치료 시작 기

  ALT는 간 조직의 괴사염증소견을 반 할 뿐 아니라 질병 진행의 험도와 련되어 있어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결정하는 데에 요한 기 이 된다. 재까지 정상 상한치의 두 배가 치료 시작의 기 으로 통용되었으나 최근 역

학 연구결과 기 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향  코호트 연구에서 

AST/ALT가 20 IU/L을 상회하는 경우 간질환 련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간 질환이 없는 정상인의 ALT

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지방간이 없는 정상인에서 ALT의 95 

percentile은 남자 30, 여자 19 IU/L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ALT가 정상 상한치의 1배 이

상-2배 이하 상승한 경우 약 2/3에서 F2 이상의 섬유화 소견을 보이며 173 청 HBV DNA가 20,000 IU/mL 이상

인 경우 ALT가 정상으로 유지되더라도 치료를 요하는 섬유화/염증 소견을 나타낼 수 있다. 홍콩 코호트 연구에서

도 ALT가 정상 상한치의 0.5-2배 상승한 경우 간 질환에 의한 합병증 험 증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과거 ALT

기 만으로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치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연령 증가가 간조직 소견의 악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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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 장기 후와 련되어 있고, ALT와 HBV DNA만으로는 진행된 간조직 변화를 정확히 측하기 어려우므로 

30  이상의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는 ALT치가 정상의 2배 미만인 경우에도 조직학  검사를 통하여 치료 필요

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HBeAg 양성 만성 B형간염을 진단하기 한 HBV DNA의 cut-off level은 20,000 IU/mL이 일반 으로 받아들여진

다. 반면 HBeAg 음성 만성 B형간염의 경우 HBV DNA수치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HBV DNA 기 은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cut-off value로 비활동성 보유상태와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2,000 IU/mL 이상의 경우 조직학

으로 진행된 섬유화의 험도  간경변증과 간암의 험도가 증가하므로 이 수 이 치료의 기 으로 통용된다.

7. 간경변증의 치료 시작 기

  HBV DNA 수치의 상승은 간세포암종의 발생 험을 증가시키며, 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

는 간질환의 진행과 간세포암종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청 HBV DNA가 2,000 IU/mL 이상인 상성 간경

변증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응이 된다. 비 상성 간경변증의 경우 경구 항바이러스제는 간기능을 개선시키고 이

식의 필요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8. 치료 략

  1) 만성 B형간염: 최근 만성 B형간염의 치료 패러다임은 장기 인 바이러스 억제를 통해 환자의 질병 진행을 

억제하여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재 가능한 치료는 HBV 감염을 근치시키는 경우는 

드물며,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환자의 연령, 간질환의 

진행 정도, 치료에 한 상 반응, 그리고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활동  증식과 더불

어 진행된 염증과 섬유화를 보이는 만성 B형간염 환자가 항바이러스 치료의 한 치료 상이다. 부분의 

기 가이드라인들에서는 간경변증을 동반하지 않은 만성 간염 환자의 경우 청 HBV DNA가 20,000 IU/ml (10
5
 

copies/mL) 이상이고 청 ALT가 정상 상한치의 두 배가 넘는 경우를 치료 응증으로 제시하 다. 하지만,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의 응증이 되는 청 HBV DNA와 ALT의 기 치가 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

이다. 청 HBV DNA 는 B형간염 환자에서 바이러스 증식의 지표이며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 B형간염에 감염된 환자에서 청 바이러스 치는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으로의 진행과 강한 연 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기 가이드라인들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응증의 기 으로 제시된 HBV DNA 105 copies/mL은 

임의로 선정된 기 이다. 더 낮은 청 HBV DNA치 (300-10
5
 copies/mL)를 보이는 환자  상당수가, 특히 HBeAg 

음성 간염 혹은 간경변증을 가진 환자  다수가 간질환의 진행을 보이며 항바이러스 치료를 필요로 한다. 청 

ALT는 B형간염 환자에서 간손상을 반 하는 편리한 리 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며 청 ALT의 상승은 질병 진행

의 험인자이다. 기 가이드라인에서는 간경변증이 없는 만성 B형간염 환자의 항바이러스 치료 응증의 청 

ALT 기 으로 정상 상한치의 두 배 이상을 제시하 다. 하지만, 청 ALT가 이보다 조  상승하거나 심지어는 

정상 범   쪽 경계 수치를 보이는 경우에도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 발생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 만성 B형간염 치료에 사용 인 항바이러스제로는 라미부딘, 아데포비어, 텔비부딘, 클 부딘,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페그인터페론 알 , 인터페론 등이 있다. 이  어떠한 약제를 우선 으로 선택할지를 결정하기 하

여는, 약물의 효과, 안 성, 내성의 험도, 비용과 함께 환자  의사의 선호도, 임신 계획 여부 (여성의 경우) 등

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미부딘과 텔비부딘은 장기 치료 시 내성 발생률이 높아서, 치료에 한 반응이 

좋으리라고 기 되거나 단기간의 치료가 계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호되지 않는다. 아데포비어는 다른 경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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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에 비하여 항바이러스 효과가 약하고 1년 이상 사용시 내성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클 부딘

은 효과와 안 성에 한 장기간 추  찰 데이터가 부족하다. 엔테카비어와 테노포비어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

과와 낮은 내성 발 율을 보이는 상당히 안 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인터페론보다는 사용이 편리한 페그인터페론

이 선호된다. 치료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합 사용하는 치료의 효과가 단독 치료에 비하여 명백히 우수하다

는 보고는 아직 없다. 따라서, 만성 B형간염의 치료 약물로는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페그인터페론  하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 으로 고려한다. 그 외의 약물들은 치료에 한 반응이 좋으리라고 상되는 경우 

투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에 한 반응 여부에 따라 약물의 지속 혹은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라미부딘을 투

여 받은 환자에서 기 청 ALT의 상승과 높은 histologic activity index score가 e항원 소실과 연 된 인자로 보고

되었다. 치료  HBV DNA가 낮고(e항원 양성인 경우 109 copies/mL 미만, e항원 음성인 경우 107 copies/mL 미만) 

AL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환자에서, 텔비부딘 치료 후 24주에 HBV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300 

copies/mL 미만), 치료 2년 째에 HBV DNA가 지속 으로 검출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내성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한, 라미부딘 혹은 텔비부딘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치료 24주의 HBV DNA가 300 copies/mL 미만으

로 감소된 경우 52주째의 e항원 청 환율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아데포비어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치료 48주의 

HBV DNA가 1000 copies/mL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 향후 내성 발생률이 낮음이 보고된 바 있다.

  2) 상성 간경변증: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장기간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한 바이러스 증식 억제는 간내 

염증 뿐 아니라 간 섬유화를 호 시키며 비 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LT에 계없이 바이러스 증식이 있고 의미있는 간섬유화가 있는 경우는 항바이러스

제 치료가 권장된다.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는 AST/ALT가 높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정상인 경우도 많으므로 

AST/ALT 수치를 항바이러스 치료의 기 으로 삼는 것은 치 않다. HBeAg 양성 간경변증 코호트에서 인터페

론 알  치료 후 장기간(평균 7년) 추  찰 결과, 인터페론 알  치료군(n=40)은 조군(n=50)과 유사한 HBeAg 

청 환율을 보 으나(67% vs. 60%) ALT 정상화율(62% vs. 47%)과 HBsAg 소실률(23% vs. 3%)은 인터페론 치료

군에서 더 높았다. 간경변증과 같은 진행성 간질환 환자에서 인터페론 치료 시 약 20-40%의 환자에서 간염의 

성 악화를 유발하여 간부  발생 험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간경변증 환자에서 인터페론 제재 사용시에는 유의해

야 한다. 상성 간경변증 환자 24명을 포함한 239명의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52주간 페그인터페론 알  2b를 

단독 는 라미부딘과 병용 투여한 결과, 간경변증 환자는 간경변증이 없는 환자보다 바이러스반응률(정의: 

HBeAg 청 환  HBV DNA 10,000 copies/mL 미만)이 높았으며(35% vs. 14%) HBsAg 소실률도 높은 경향을 보

다(13% vs. 5%). 그러나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염의 성 악화가 더 흔하게 발생하 고(33% vs. 12%) 용량 감량

이 더 빈번하게 필요하 다(63% vs. 30%). 따라서 간기능이 좋은 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격한 간기능 악

화에 주의하며 신 하게 페그인터페론 알  제재를 사용할 수 있다. 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장기간 라미부딘 

치료군은 약 조군에 비해 간경변증 합병증  간세포암종 발생을 의미있게 감소시켰으나 라미부딘 내성 바이

러스가 발생한 환자에서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의한 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 간조직 검사 상 진행된 간 섬

유화 는 간경변증 소견을 보이는 245명의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48주간 엔테카비어(n=120) 는 라미부딘

(n=125)을 투여하고 치료 후의 간조직 소견을 비교한 결과, 엔테카비어 치료군에서 Ishak 섬유증 지수 호 은 

HBeAg 양성군, HBeAg 음성군, 라미부딘 내성 환자군에서 각각 57%, 59%, 43% 찰되었으며, 라미부딘 치료군에

서는 각각 49%, 53%, 33% 찰되었다. 40명의 상성 간경변증 환자만을 상으로 한 소규모의 연구에서 텔비부

딘은 효과 으로 HBV DNA를 감소시켜 48주간 치료 후 HBV DNA 미검출률은 92.5% 다. 21명의 만성 B형간염 

환자와 31명의 간경변증 동반 환자에서 클 부딘의 48주 치료성 을 비교한 연구에서 HBV DNA 1,000 

copies/mL 인 바이러스반응(87.1% vs. 71.4%)  생화학반응(83.9% vs. 80.9%)은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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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도에도 차이가 없었다. 아데포비어 는 테노포비어의 3상 임상시험에는 상성 간경변증 환자가 일부 포함

되어 있으나 상성 간경변증 환자만을 상으로 한 이들 약제의 효과에 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는 일반 으로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요구되므로 미국과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좋고 내성발 율이 낮은 엔테카비어 는 테노포비어를 치료 약제로 사용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내성발 의 유 자 장벽이 낮은 라미부딘이나 텔비부딘이 부득이 치료 약제로 선택된 

경우에는 내성 바이러스 발  억제를 해 아데포비어 는 테노포비어와 병합요법을 권장하고 있으나. 근거는 약

하다. 반면 2008년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인터페론/페그인터페론, 엔테카비어, 

아데포비어, 텔비부딘, 라미부딘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아시아권의 의료와 경제사정을 고

려한 것으로 보인다. 간경변증 환자는 일반 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치료  내성발 과 성악화 발생에 

유의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항바이러스 치료  비 상성 간경변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제 순응도와 내성발

을 감별하여 처해야 한다.

  3) 비 상성 간경변증: 비 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합병증에 한 한 처가 가능한 기 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으며 간이식 상이므로 간이식을 고려한다. 비 상성성 간경변증 환자는 은 용량의 인터페론 사용시에도 세

균 감염 는 간부  등 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터페론 제재의 투여는 기이다. 비 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라미부딘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은 경우 간기능의 안정 는 호 과 더불어 간이식 필요성 감소나 이식

까지의 기간 연장이 보고되었다. 비 상성 간경변증 환자를 상으로 텔비부딘 는 라미부딘을 104주간 투여한 

연구에서 텔비부딘 투여군이 라미부딘 투여군보다 HBV DNA 음 율( 300 copies/mL)이 높았으며(47% vs. 36%) 

상 으로 낮은 바이러스 돌 를 보 다(29% vs. 39%). 101명의 라미부딘 내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아데포비어 단

독요법으로 치료한 비 상성 간경변증 환자(n=53)와 상성 간질환(n=48) 환자의 치료성 을 비교하 을 때, 바이

러스반응 (HBV DNA 0.5 pg/mL)은 비 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낮게 찰되었으나(50.9% vs. 83.3%), ALT 정상

화율과 HBeAg 소실률은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비 상성 간경변증 환자 191명을 상으로 무작 로 엔테카비

어(1 mg/일) 는 아데포비어(10 mg/일)를 96주간 투여한 결과, 24주  48주째 청 HBV DNA 불검출율( 300 

copies/mL)은 엔테카비어가 아데포비어보다 우수하 으며(24주; 49% vs. 16%, 48주; 57% vs. 20%), 48주째 HBeAg 

청 환율은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6% vs. 10%). 55명의 비 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치료에서 엔테카비어를 

사용하여 12개월 치료한 결과, 약 반(49%)에서 Child-Pugh 수가 2  이상 호 되었으며 무이식(transplan-

tation-free) 1년 생존율은 87.1% 다. 비 상성 간경변증 환자 112명을 상으로 테노포비어(n=45), 테노포비어/엠트

리시타빈(n=45), 엔테카비어(n=22)로 나뉘어 시행된 무작  이 맹검 2상 임상시험에서 조기 치료 단을 필요로 

했던 경우는 세 군에서 각각 6.7%, 4.4%, 9.1%로 차이가 없었으며 청 크 아티닌 상승도 세군에서 각각 8.9%, 

6.7%, 4.5%로 차이가 없었다. 48주에 HBV DNA 불검출률( 400 copies/mL)은 세 군에서 각각 70.5%, 87.8%, 72.7%

고 HBeAg 소실/ 청 환율은 각각 21%/21%, 27%/13%, 0%/0%이었다. 비 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신속하고 극

인 치료가 요구되므로 HBV DNA가 PCR 검사상 양성인 경우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장한다. 치료약제

의 선택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우수하며 내성 발 율이 은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하더라도 환자의 임상 인 회복에는 3-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투여에도 불구

하고 심각하게 하된 간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간부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간이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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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ASL treatment guideline.

Table 1. KASL recommendations for managing 

Resistance Rescue Therapy 

Lamivudine Add adefovir (A1)

Add tenofovir (B1)

Stop LAM, switch to ADV or TDF plus other nucleoside analogues (C1)

Switch to Tenofovir (B2)

Stop LMV, consider to switch with PEG IFN (B2) 

Adefovir With prior LMV resistance,

  - Stop ADV, switch to TDF plus other nucleoside analogues (B1) 

  - Add entecavir 1 mg (B2) 

Entecavir Add nucleotide analogue (B1) 

Telbivudine/ Clevudine Same treatment as lamivudine (C1) 

Multidrug-resistance TDF plus ETV 1 mg (B1)

Adv plus ETV 1 mg (B2)

9. 항바이러스 내성

  항바이러스 내성 발생 여부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항바이러스 내성이 발생할 

경우 억제되던 HBV의 증식이 다시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호 을 보이던 간효소치나 조직 소견은 다시 악화되므

로, 이를 어떻게 방하며 조기에 진단하고 처하는가가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치료에 따른 장기 인 후를 

결정하는데 큰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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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경변증의 진단

  1) 간경변증 환자에서 진단  근-병력, 진찰  검사: 간경변증 환자를 할 때 간경변증의 원인  증도 평

가, 간경변증 병기 추정의 측면에서 근한다.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는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통해 피로감 등

의 증상과 과거력에서 간염, 황달, 약물복용, 수 , 음주, 마약사용 등의 병력을 확인하고, 복수, 거미상 종, 간

종 , 비장종  등 간경변증의 소견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는 간경변증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소 을 포함한 말 액 체 구계산 검사, 간기능 검사(알부민, AST, ALT, 알칼리 인산분해효소, 

gamma-GT 등), 로트롬빈 시간을 측정하고, 복부 음 검사, 복부 CT 등의 상학  검사를 시행하며,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는 식도 정맥류 유무를 확인한다. 한 B형과 C형간염을 포함한 간경변증의 원인검사를 시

행해야 한다. 일반 으로 간경변증의 증도를 평가를 해 Child-Pugh 등   수를 사용한다. 실제 임상에서 

간경변증의 진단은 문맥압 항진증으로 래되는 복수, 간성뇌증, 정맥류 등의 합병증과 상 소견  간기능 하

로 래되는 액소견을 기 로 하여 진단하는 것이 일반 이다. 액검사는 소 치, 로트롬빈 시간, 알부민 

등이 사용되며, 소 치는 주로 100,000/mm
3
을 기 으로 이용되지만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진단기 은 아직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인을 상으로 시행한 보고에 따르면 간표면 결

성 소견, 소 치 100,000/mm3 이하, 알부민 3.5 g/dL 이하, 로트롬빈시간(INR) 1.3 이상 등 4개 기   한 

가지를 만족할 경우 간경변증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때 특이도와 민감도는 각각 90.42%, 61.11% 다.

  2) 간경변증의 상 검사: 간경변증의 상 진단은 크게 간의 형태학  변화, 문맥고 압에 의한 복수, 정맥류 

확인, 비장종   역학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뉜다. 복부 음 검사는 안 하고 비용이 게 들며 선별 

검사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근할 수 있으므로 간경변증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법이다. 복부 음 검사는 간의 

크기, 간 실질의 에코, 간 형태의 변화, 복수, 문맥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간경변증의 음 검사의 형

인 소견은 거친 간실질 에코(coarse echo pattern)이다. 간경변증에서는 섬유화와 재생결 에 의해 에코성상이 반

으로 거칠게 변하게 되고, 약간 거친 경우부터 육안 확인이 가능한 결 로 보이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복부 음

검사로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정확도는 66-95%로 검사자나 장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간경변증의 진단에는 

비교  정확하다.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가장 요한 복부 음 소견은 간표면의 결 성이고 이는 재생 결 , 섬유

화 반흔  간엽의 비균일  축과 비 에 기인한다. 여러 연구에 의해 간 표면의 결 성은 가장 정확도가 높은 

척도로 알려져 있고 특이도가 95%에 이른다. 이외에도 비장 비 , 둔한 모서리, 형태학  변화(간내 결 , 우엽  

좌엽 내측 구역의 축, 좌엽  꼬리엽의 비후, 문맥 주  공간의 확장 등), 도 러 검사에서 문맥 류의 속도, 

간 정맥 형태의 변화 등이 도움을 주는 소견이다. CT, MRI에서 꼬리엽/우엽 비는 간경변증 진단에 유용한 지표이

다. 꼬리엽/우엽 비가 0.65 이상이면 간경변증을 진단하는데 민감도 84%, 특이도 100%, 정확도 94%에 이른다. CT

에서 부분 기 간경변증은 정상 소견을 보인다. 간경변증의 진단에 있어서 CT나 MRI는 복부 음 검사에 비

해 민감도가 높으나 특이도는 낮아 체 인 정확도는 복부 음 검사와 비슷한 정도를 보인다.

  3) 간경변증의 병리 진단: 간경변증의 확진을 해서는 간생검에 의한 조직 검사가 황 률로 알려져 있으나 침

습 이고, 표본추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조직만으로 진단해야 하는 병리 의사의 독에도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어 실제 임상에서 간경변증의 진단을 해 리 시행되지 않는다. 간생검은 원인질환의 활성도  섬유화 

단계를 평가하기 해 선별 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임상   상학 으로 간경변증이 의심되나 검사소견

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간생검으로 간경변증을 진단할 수 있다. 간경변증은 ‘Knodell scoring system’을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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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만든 “ 한병리학회 분류법”에서 섬유화 4단계에 해당한다.

2. 간경변증의 항섬유화 치료

  간경변증은 만성 간 손상에 한 상처-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섬유화가 진행되어 조직학 으로 섬유성 반흔

으로 둘러싸인 재생결 이 생긴 상태로 정의된다. 간손상이 만성 으로 반복되면 손상된 간세포는 더 이상 재생되

지 못하고 콜라겐과 같은 세포외기질로 체된다. 간섬유화의 기 은 알코올, 간염바이러스, 담즙산 등 간손상의 

원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간손상에 의하여 먼  간세포가 손상받고 손상된 간세포에서 활성산 소기와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하며 뒤이어 쿠퍼세포와 염증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모여듦으로서 간성상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반 인 과정이다. 간성상세포는 간내 딧제강에 치하며 손상을 받은 간에서 세포외기질의 주된 분비 세포로서 

간섬유화에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간성상세포는 정상상태에서는 비타민 A의 주된 장소일 뿐이지만 간손상

을 받게되면 활성화되어 alpha-smooth muscle actin 양성인 근섬유모세포로 분화되며 콜라겐(주로 I, III, IV형) 등 여

러가지 세포외기질을 합성, 분비하여 간섬유화를 유발한다. 간경변증과 동반된 조직학  변화는 오랫동안 비가역

인 것으로 믿어져 왔으나 만성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 후 간섬유화 정도가 의미

있게 호 되어 어도 일부 간질환에 의한 간경변증은 치료에 의해 호 이 가능한 가역 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

다. 이와 같이 간경변증 치료의 일차  근 방법은 간경변증의 원인이 된 기 질환에 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표 인 로서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간경변증 치료의 이차 인 

근 방법은 간경변증의 발생원인과 무 하게 간섬유화의 발생기 을 타깃으로 하는 항섬유화 치료이다. 간섬유화

의 효과 인 치료제를 개발하기 하여 지난 20여 년간 간섬유화의 분자생물학  발생기   치료방법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동물실험에서 항섬유화 효과가 입증된 물질이나 약제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이들의 

부분은 아직까지 사람에서 항섬유화 효과와 안정성에 한 검증이 안된 상태이다. 동물실험에서 항섬유효과를 

보이는 물질이나 약물이 사람에서 항섬유화 효과와 안정성에 한 입증하기 해서는 비교  장기간의 치료기간

이 필요하며, 치료 과 후의 간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 그리고 사람이 설치류보다 항섬유화 치료에 덜 민하

다는  등이 사람을 상으로 한 항섬유화제 효과에 한 임상연구가 은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3. 정맥류 출 의 치료

  1) 성 정맥류 출 의 치료

  (1) 일반 인 치료: 성 식도 정맥류 출  환자는 식, 액과 수액주사를 한  확보와 기도확보가 필요

하다. 의식 하나 량 출 이 있는 경우 수축기 압은 90-100 mmHg 이상, 심박동수는 100회/분 이하, 심정맥

압 1-5 mmHg을 유지하기 하여 기도삽   수액 주사, 구 농축액 수  등이 요구된다. 과량의 수   수

액요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압을 상승시켜 정맥류 출 을 조장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소  수치의 감

소가 있는 환자에서, 특히 50,000/mm3 이하인 경우 신선 동결 장이나 소  수 을 고려할 수 있다.

  (2) 약물 치료의 역할: 성 식도정맥류 출  환자는 내원 당시부터 수축제와 항생제 치료를 권장한다. 성 

식도정맥류 출  환자에 사용되는 1차 치료요법으로 수축성 약제는 크게 vasopressin, terlipressin, somatostatin, 

somatostatin analogue가 있으며, vasopressin은 부작용이 많아 재는 권장되지 않는다. Terlipressin은 성 정맥류 출

에 효과 이며 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Somatostatin 역시 성 정맥류 출 에 효과 이어서 권장된다. 

항생제는 내시경치료에 동반하는 균 증과 재출 을 방하므로 5-7일간의 투여를 권장한다.

  (3) 내시경 치료의 역할: 성 정맥류 출  환자는 1차 치료로 약물치료와 내시경 치료를 권장한다. 활동성 출

인 경우 출  부 나 출  바로 아래를 처음에 결찰하고, 지  여부를 확인한다. 활동성 출  부 를 지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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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시경검사시 활동성 출 이 없는 경우에도 밴드를 사용하여 식도 합부  상부 5-10 mm 부터 5 cm 부

까지 차례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endoscopic variceal ligation, EVL)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내시경 주사 경화요

법(endoscopic injection sclerotherapy, EIS)은 정맥류 결찰술이 기술 으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시도할 수 있

다. 

  (4) 구조요법: 풍선 탐폰 삽입법은 지 이 되지 않은 성 정맥류 출 의 경우 구조요법으로 사용하며, 2시간 내

에 지 이 안되면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경경정맥 간내문맥 신 단락술(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 

TIPS)은 약물과 내시경 치료에 실패하 거나,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고려한다. 기 지 성공률은 

95%이나 스텐트의 재 착에 의한 재출 이 25-30%로 높다.

4. 출  방 

  1) 식도 정맥류가 없는 환자에서 출  방: 문맥압 항진증이 있으나 식도정맥류가 없는 환자에서 출  

방목 으로 비선택  베타차단제 사용에 한 연구에서 조군에 비해 출 의 방효과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작

용이 더 흔하게 찰되어 일반 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2) 작은 식도정맥류 환자에서 출  방: 크기가 작은 식도정맥류 환자에서 정맥류 출 의 빈도는 2년 추

찰에서 약 7%로 비교  낮다. 3개의 무작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 작은 식도정맥류 환자를 상으로한 비

선택  베타차단제 투여는 출 발생의 빈도를 낮추지 못하 다. 그러나 크기가 작더라도 출 의 험성이 높은 경

우(Child-Pugh class B/C, 내시경 색증후)에는, 비선택  베타차단제의 사용을 고려 한다. 출 의 고 험군이 아닌 

작은 식도 정맥류의 출  방 목 으로 비선택  베타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에 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사망률

의 차이는 없었으나 식도 정맥류의 진행을 억제하고 출 의 빈도를 낮추었다고 보고되어, 필요에 따라 선택 으로 

고려할 수 있다. 비선택  베타차단제의 용량은 안정 시 심박동수가 25% 감소하거나 분당 55회에 이를 때까지 혹

은 부작용이 발생할 때까지 조 한다. 한국인의 문맥압 감소를 보이는 propranolol의 정용량은 평균 160 mg/일 

이었다. EVL과 비선택  베타차단제는 큰 식도정맥류 출  방에 모두 효과 이다. 출 한 이 없는 큰 정맥

류(F2, F3)가 찰된 경우 비선택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EVL 시행을 권장한다. EVL을 시행하는 경우는 식

도정맥류가 소실될 때까지 반복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EVL의 시행 주기  추 검사 시기에 해서는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하며, 일반 으로 정맥류가 소실될 때까지 반복시행하며, 소실된 이후 추 검사를 시행한다. EVL

은 빈도는 낮지만 식도 궤양 출 과 같은 심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어 환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용량의 carvedilol은 EVL과 비교하여 식도정맥류 출 의 빈도를 낮추었으며 부작용도 비교  어 향후 

출  방 약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출  방을 한 EVL과 비선택  베

타차단제 병합 치료는 단독 치료에 비하여 방과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으며,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선택 인 환자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비선택  베타차단제와 나이트 이트와의 병합 치료는 단독치료

에 비해 뚜렷한 이 이 없어 재 권장하지 않는다. EIS  TIPS 역시 식도 정맥류 출  방 치료로는 권장하지 

않는다.

5. 재출  방 

  1) 약물 치료의 역할: 비선택  베타차단제 단독 는 비선택  베타차단제와 Isosorbide mononitrate의 병합치료

가 약에 비해 재출 방지에 효과 으로 밝 져 있다.

  2) 내시경 치료의 역할: 식도 정맥류 재출  방을 한 내시경 치료로서는 EIS보다 EVL이 더 좋은 결과를 보

여주며, EVL을 시행한 경우 평균 인 재출 률은 32%로 보고되고 있다. EVL은 정맥류가 소실될 때까지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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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게 되며 소실 후에도 정맥류 발생을 확인하기 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약물과 내시경 병합치료: 정맥류 소실 에 재출 을 방하고 향후 정맥류의 발생을 방하기 하여 이론

으로 약물과 내시경의 병합 치료가 이상 이며, 여러 조사에서 EVL 단독보다 EVL과 비선택  베타차단제의 병

합 치료가 더 나은 정맥류 출  방의 성 을 보여  바 있다. 이러한 병합 치료는 EVL 는 비선택  베타차단

제 단독 치료  발생한 정맥류 출 의 경우에도 재출  방을 하여 시행한다. 

  4) 간정맥압차 측정이 가능한 경우: 약물 치료에 의하여 간정맥압차가 12 mmHg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기  수

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가장 낮은 정맥류 재출 률(10% 정도)을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서는 더 이상의 

내시경 치료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5) 구조 치료: TIPS는 내시경 치료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재출 률을 보이지만 시술 후 유의하게 높은 간성 

혼수의 발생을 동반하며 양군간의 사망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TIPS는 정맥류 재출  방을 한 일

차 치료로 권장하지 않으며, 내시경 치료와 약물의 병합에 실패한 경우 구조치료로 권유된다. 재출  환자에서 간

이식은 장기 으로 좋은 성 을 보여주므로 간이식의 응증이 되는 환자에서 구조 치료법으로 고려한다.

6. 복수의 치료

  1) 비약물  복수 치료

  (1) 염분 섭취 제한: 염분 섭취 제한에 한 조연구결과에 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일반 으로 염식은 복수 

조 을 용이하게 하며 입원 기간을 단축시킨다. 권장하는 하루 염분 섭취량은 5 g (나트륨으로 2 g, 88 mEq) 이하

이다. 이것은 아무 간도 하지 않은 음식에 싱거운 국을 추가한 수 으로 더 엄격한 염식은 섭취 감소에 의한 

양 결핍이 유발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처음 발생한 복수에서 염식으로만 복수가 조 되는 경우는 10-15% 

정도에 불과하므로, 염식에 순응하지 못하는 환자는 당량의 염분을 허용하면서 이뇨제를 증량하여 복수를 조

한다.

  (2) 수분 섭취 제한: 체내 수분은 신장의 나트륨 배설에 의해 수동 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분의 복수 환자

에서 수분 섭취 제한이 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나트륨 농도가 120-125 mEq/L 이하일 때 수분 섭취량을 

하루 1-1.5 리터로 제한할 수 있으나, 효과가 증명된 연구가 희박하다.

  (3) 침상 안정: 이론 으로 기립 시 닌-앤지오텐신-알도스테론 활성이 증가하고 교감 신경계가 자극되어 신사

구체 여과와 나트륨 배설이 감소한다. 그러나 침상 안정이 복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는 부족

하며, 오히려 과도한 침상 안정은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실용 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 축 등의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

  2) 약물 치료

  (1) 일반 인 치료 원칙: 간경변성 복수 환자에서 염식만으로 복수가 조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증의 

복수가 있는 경우 빠른 증상 회복과 체내 나트륨 균형을 맞추기 해 이뇨제를 사용한다. 이뇨제는 경구 복용이 

원칙이며 정맥 투여는 격한 체액 감소에 의한 신여과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권고하지 않는다.

  (2) 알도스테론 길항제: 간경변성 복수 환자에서 발생하는 이차성 고알도스테론 증은 말단 세뇨 과 집합 에

서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하고 칼륨 증을 유발한다. 알도스테론 길항제는 이와 같은 병리 기 을 차단하기 때

문에 간경변성 복수 환자에서 기본 인 이뇨제로 사용된다. Spironolactone은 반감기가 길고 작용시간이 늦어 안정 

농도에 도달하는데 3-4일이 소요된다. 하루 50-100 mg으로 시작하여 3-5일 간격으로 용량을 조 하며 최  하루 

용량은 400 mg이다. 고칼륨 증, 여성형유방, 유방통, 성욕감퇴, 발기부  등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Amilo-

ride는 spironolactone에 비해 이뇨 효과는 떨어지나 항안드로젠 작용이 으므로 spironolactone에 의한 유방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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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spironolactone의 1/10 용량으로 사용한다.

  (3) 루 이뇨제: 루 이뇨제는 헨  고리의 비후 상행각(thick ascending limb of Henle’s loop)에서 Na-K-2Cl 수용

체를 차단하여 이뇨 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나 간경변성 복수 환자에서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알도스테

론 길항제와 함께 사용한다. 표 인 루 이뇨제인 furosemide는 spironolactone에 비해 작용 시간이 빠르다. 칼륨

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알도스테론 길항제에 의한 고칼륨 증을 교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루 

20-40mg으로 시작하여 최  160 mg까지 사용한다. Torasemide는 furosemide에 비해 반감기와 작용 시간이 긴 특징

이 있으며 furosemide의 1/4 용량으로 처방한다.

  (4) 이뇨제 처방의 실제: 기본 약제는 알도스테론 길항제이며 루 이뇨제를 처음부터 는 순차 으로 알도스테

론 길항제와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루 이뇨제 단독 요법은 알도스테론 길항제 단독 사용에 비해 이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 Spironolactone 단독 요법은 기 복수 환자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충분한 

반응이 없거나 고칼륨 증이 발생하면 furosemide를 추가한다. 병합요법은 알도스테론 길항제와 루 이뇨제를 청 

칼륨 농도를 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인 100:40의 용량으로 처음부터 동시에 투여하는 방법이다. 재발성 복

수 환자에서 병합 요법은 알도스테론 단독요법에 비해 복수 조  속도가 빠르고 고칼륨 증 발생 가능성이 낮았

다. 보통 spironolactone 50-100 mg과 furosemide 20-40 mg으로 시작하며 이뇨 반응에 따라 같은 비율로 용량을 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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