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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위장관질환의 최신가이드라인

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홍      성      필

  생활습 과 식생활의 서구화, 비만인구의 증가로 최근 국내에서 장직장 폴립, 장직장암, 염증성장질환 등의 

하부 장 질환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부 장 질환의 진단  치료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장직장 폴립을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장내시경의 시행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내시경의 응증 이나 선별검사, 추 검사에 한 국내의 진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임상에서 경

험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는 장내시경 등 하부 장  질환의 진단법에 한 서

구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장내시경 적응증의 최신가이드라인

  장내시경은 장직장 폴립이나 장직장암의 조기 발견을 한 선별검사로 리 사용되고 있다. 그 외의 장

내시경 응증은 다음과 같다(Table 1). 장조 술 이나 그 외 상검사에서 충만결손이나 착이 의심되는 경우, 

장  출  병소를 찾기 해 검사하는 경우( 변, 상부내시경 상 출  병소가 없는 흑색변, 변잠 반응 검사 

양성), 원인을 알 수 없는 철결핍성 빈 ,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활동성 평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설사, 수술 

시 병변을 찾기 한 경우(폴립 제 부 , 출  병소), 이상, 궤양, 폴립 제술 후 출 을 치료하기 한 경우, 

이물질 제거, 성 비독성 거 결장  구불창자꼬임의 감압술, 착 부 의 풍선확장술, 종양에 의한 착 혹은 

출 의 고식  치료, 종양 치 표시 등이다.

  미국 소화기내시경 학회(ASGE)에서는 평균 험군에서 장내시경이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경우 50세 이상에서 

10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 장내시경 검사 결과 정상이었던 평균

험군에서 5년 후에 추  장내시경을 시행한 경우 진행성 장직장 종양의 발견율이 낮았으며 구불결장경을 

이용한 폴립 제술의 방 효과에 한 연구에서도 10년과 16년 주기의 추  내시경의 방효과가 유지됨을 보

다.2,3 비록 이러한 권고에 한 직 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나 상기의 연구결과 등을 토 로 재 가이드라

인에서는 평균 험군에서 10년 주기의 장내시경 검사가 권고되고 있다. 주요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선별 장

내시경 검사의 시행 연령을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가족성증식성용종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25세부터 2년 

주기로 장내시경을 시행받거나 장직장암이 진단된 나이보다 5년 일  시행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40세 이후부

터는 매년 장내시경을 시행받아야 한다. 60세 이 에 장직장암을 진단받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진단 연령보다 

10년 일  장내시경을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선종이 발견된 경우는 3년 주기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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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lonoscopy indication

A. Evaluation on barium enema or other imaging study of an abnormality that is likely to be clinically significant, such as a filling defect or 

stricture

B. Evaluation of unexplained gastrointestinal bleeding 

   1. Hematochezia 

   2. Melena after an upper gastrointestinal source has been excluded 

   3. Presence of fecal occult blood

C. Unexplained iron deficiency anemia 

D. Screening and surveillance for colonic neoplasia 

   1. Screening of asymptomatic, average-risk patients for colonic neoplasia 

   2. Examination to evaluate the entire colon for synchronous cancer or neoplastic polyps in a patient with treatable cancer or neoplastic polyp 

   3. Colonoscopy to remove synchronous neoplastic lesions at or around time of curative resection of cancer followed by colonoscopy at 3 

years and 3∼5 years thereafter to detect metachronous cancer

   4. After adequate clearance of neoplastic polyp(s) survey at 3- to 5-year intervals 

   5. Patients with significant family history 

      a.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colonoscopy every 2 years beginning at the earlier of age 25 years or 5 years younger than 

the earliest age of diagnosis of colorectal cancer. Annual colonoscopy should begin at age 40 years. 

      b. Sporadic colorectal cancer before age 60 years: colonoscopy every 5 years beginning at age 10 years earlier than the affected relative 

or every 3 years if adenoma is found

   6. In patients with ulcerative or Crohn's pancolitis 8 or more years' duration or left-sided colitis 15 or more years' duration every 1∼2 years 

with systematic biopsies to detect dysplasia

E. Chronic inflammatory bowel disease of the colon if more precise diagnosis or determination of the extent of activity of disease will influence 

immediate management 

F. Clinically significant diarrhea of unexplained origin 

G. Intraoperative identification of a lesion not apparent at surgery (e.g., polypectomy site, location of a bleeding site) 

H. Treatment of bleeding from such lesions as vascular malformation, ulceration, neoplasia, and polypectomy site (e.g., electrocoagulation, heater 

probe, laser or injection therapy) 

I. Foreign body removal 

J. Excision of colonic polyp 

K. Decompression of acute nontoxic megacolon or sigmoid volvulus 

L. Balloon dilation of stenotic lesions (e.g., anastomotic strictures) 

M. Palliative treatment of stenosing or bleeding neoplasms (e.g., laser, electrocoagulation, stenting) 

N. Marking a neoplasm for localization

대장직장 폴립 및 대장직장암 선별검사법의 최신가이드라인

  장직장암은 통 으로 서구에서 가장 흔한 암  하나 으나 최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생활습 의 서구화

로 인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장직장암의 유병률은 격히 증가하고 있다. 북미에서 장직장암

의 연령 보정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4.4명으로 3번째로 호발하는 암이며 암사망율에서도 2 에 해당한다.4 한

국 암암등록사업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07년 국내에서 장직장암의 발생률은 남성에서 인구 10만 명당 43.5명, 

여성에서 23.4명으로 남녀에서 모두 암발생 순  3 로 증가하 다. 장직장암에 의한 암사망율에서도 격히 증

가하고 있는데 장직장암의 암사망율은 35%증가하 으며 남녀 모두에서 4 에 해당한다.5-7 따라서 장직장암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장직장 폴립을 발견하기 한 선별검사가 요하다(Table 3, 4).
1,8

  변잠 검사는 장직장암이나 1∼2 cm 이상 크기의 장직장 폴립에서 나오는 변 내 액을 찾아내기 해 

고안된 검사법으로 비교  간단하고 렴하여 장직장암의 선별검사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변잠 검사법

에는 guiaiac 검사법(gFOBT)과 면역화학검사법(FIT)이 있으며 과거 guaiac 검사법을 주로 사용하 으나 1970년 에 

민감도를 높인 면역화학검사법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9 guaiac 검사법  민감도를 높인 high-sensitive guaiac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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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dications for colonoscopy and appropriate intervals

Indication Interval

Bleeding  

Positive FOBT NR

Hematochezia NR

Iron deficiency anemia NR

Melena with negative esophagogastroduodenoscopy NR

Screening  

Average risk 10 y (begin at age 50 y)

Single FDR with cancer (or adenomas) at age ＞60 y 10 y (begin at age 40 y)

＞2 FDRs with cancer (or adenomas) or 1 FDR diagnosed at age ＜60 y 5 y (begin at age 40 y or 10 y younger, whichever is earlier)

Prior endometrial or ovarian cancer diagnosed at age ＜50 y 5 y

HNPCC (begin age 20∼25 y) 1∼2 y

Abdominal pain, altered bowel habit#  

Positive sigmoidoscopy (large polyp or polyp of ＜1 cm

 shown to be an adenoma)^

Postadenoma resection  

1∼2 tubular adenomas of ＜1 cm 5∼10 y

3∼10 adenomas or adenoma with villous features, ＞1 cm or with HGD 3 y

＞10 adenomas ＜3 y

Sessile adenoma of ＞2 cm, removed piecemeal 2∼6 m

Postcancer resection Clear colon, then 1 y, then 3 y, then 5 y

Ulcerative colitis, Crohn's colitis surveillance after 8 y of pancolitis or 2∼3 y until 20 y after onset of symptoms, then 1 y

 15 y of left-sided colitis

FOBT, Fecal occult blood test; NR, interval not recommended; FDR, first-degree relative; HNPCC,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HGD, 

high-grade dysplasia.

사법이 개발되었다. 무증상 평균 험군에서 gFOBT  FIT 간의 진단율을 비교한 메타분석에서는 장직장암  

진행성 장직장 샘종의 진단율 모두에서 FIT가 더 우월하 다.
10-12

 이러한 차이는 각 변잠 검사법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gFOBT는 액 내 peroxidase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식이  약물 복용, 검체의 재수분화(rehydration) 여

부 등에 따라 검사 결과에 향을 받게된다. gFOBT는 검사  7일 이내에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을 복용하거나 3일 이내에 육류, 생선을 섭취할 경우 양성을 보일 수 있으며,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경우 음성

이 나올 수 있다, 결론 으로 high-sensitivity gFOBT 는 FIT를 매년 시행받는 것이 50세 이상 평균 험군에서 

장직장암의 선별검사로 추천되고 있으며 양성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장내시경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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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다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능해진 검사이다. 2003년 Pickhardt 등에 따르면 무증상 평균 험군에서 10 mm 이상 크기

의 진행성 샘종에 한 CT 장조 술의 환자별 검출 민감도는 94%, 특이도는 96%를 보 다.
13

 최근 2개의 메타

분석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폴립 검출에 한 CT 장조 술의 환자별 민감도와 특이도는 10 mm 이상 크기의 

폴립에 해서는 각각 83∼85%와 92∼97% 으며, 6∼9 mm 크기의 폴립에 해서는 60∼70%와 90∼93% 다.14,15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직장암과 폴립의 선별검사법으로 CT 장조 술은 장내시경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1차 

선별검사로 추 되고 있으며 정상인 경우 5년 마다 시행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CT 장조 술에서 6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되는 경우는 장내시경을 시행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구불결장경 검사는 수면이 필요하지 않고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어 장직장암과 폴립의 선별검사로 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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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uidelines for screening for the early detection of colorectal cancer and adenomas for average-risk women and men 

aged 50 years and older by ACS and USMTF

되고 있다. 국에서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약 112,000명의 조군과 57,000명의 연구군을 상으로 평균 11.2년 

동안 추 한 무작 조군 연구에서 구불결장경검사가 장암의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

다.
16

 그러나 약 2∼5% 정도의 환자는 원 부 샘종 없이도 근 부에 진행성 종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17 결론 으로 비장만곡부나 항문연에서 40 cm까지 찰하는 구불결장경 검사는 선별검사로 추천되며 원 부 

장에 샘종이 발견되는 경우 장내시경을 시행받도록 추천되고 있다.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5년 주기로 구불결

장경 검사를 시행받도록 하고 있으며 gFOBT나 FIT와 같이 시행하기도 한다.

  장내시경검사는 제 장의 막을 직  찰할 수 있고 동시에 폴립 제술 등의 치료도 시행할 수 있어 선

별검사법으로 리 시행되고 있다. 특히 효과 인 장내시경검사를 해서는 장정결이 요하다. 아직까지 

장내시경 검사가 장직장암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향  무작  조군 연구는 없다. 그러나 환

자- 조군 연구나 코호트 연구 등을 보면 장내시경검사는 장직장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50% 정도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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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ectal cancer screening recommendations by A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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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finitions of terms used to characterize clinical indications for the use of 

colonoscopy in surveillance after polypectomy and after resection of colorectal cancer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20

 폴립 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직장암의 발생률을 80∼90%까지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암 련 사망률 감소 효과는 우측 장에서 좌측 장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18,21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으로 장내시경검사는 50세 이상 평균 험군에서 선별검사로 

추천되고 있으며 결과가 정상인 경우 10년 주기로 시행받도록 권유되고 있다.

대장직장 폴립절제 후 추적 대장내시경검사의 최신가이드라인

  장직장 폴립 제를 받은 환자는 폴립 재발에 해 장내시경을 이용한 주기 인 감시검사(surveillance)가 필

요하다.
22-24

 최근 장직장암 선별검사로 장내시경검사가 리 이용되면서 장직장 폴립의 진단과 제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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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간격의 효과 인 폴립 제 후 감시 략이 필요하다.
27,28

  폴립 제 후 진행성 샘종이 발생할 험이 낮은 험군은 기 장내시경에서 10 mm 이하, 2개 이내의 등

이형성의 샘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Table 5). 1993년 National Polyp Study에서 폴립 제 후 1년 째  3년 째 

추 검사를 시행 받은 군과 3년 째 한 차례 추 검사를 시행 받은 군에서 양군 모두 3.3%라는 낮은 진행 샘종 발

생률을 보인 이후 이를 토 로 폴립 제 후 한 감시검사 시기를 3년으로 제시하 다.29 2007년 Lieberman 등이 

발표한 험군에서 감시 장내시경검사 간격에 한 무작  조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 mm 미만의 샘종을 

제거했던 환자에서 기 장내시경 2년 후  5년 후에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하 던 군과 5년 후 한 차례 검사를 

시행하 던 군에서 진행성 샘종의 발생률이 각각 5.5%, 6.4%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30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최근 미국의 폴립 제 후 감시 가이드라인에서는 험군의 경우 기 장내시경 5년 후에 감시 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폴립 제 후 진행성 샘종이 발생할 험이 증가하는 고 험군은 기 검사에서 10 mm 이상 크기의 샘종, 융모/

융모 샘종, 고등 이형성 샘종과 3개 이상의 샘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론 으로 기 장내시경에서 1 cm 이상, 3개 이상, 고등 이형성, 융모성이 있는 샘종이 있는고 험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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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rveillance recommendations by USMTF and ACS

Fig. 1. Appropriateness ratings of clinical indications for performing colonoscopy for surveillance after polypectomy by EPAG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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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추  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며 1개 혹은 2개의 1 cm 이하 상 샘종이 있는 험군에서는 5년뒤 추  

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고 있다(Table 6, Fig. 1). 1 cm 이하, 5개 이내의 구불결장직장 과형성 폴립은 장직장암

의 험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정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1 cm 이상이거나 5개 이상의 과형성 폴립이 발견된 

경우는 5년 후 감시 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한다. 특히 구불결장 보다 근 부 장에서 5개 이상의 과형성 폴립이 

있으면서 2개 이상이 1 cm 이상이거나 체 장에 30개 이상의 과형성 폴립이 찰되는 과형성 폴립증 환자나 

그러한 환자의 직계 가족은 매년 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cm 이상의 무경성 폴립의 경우 분할 제

될 가능성이 놓고 재발률이 28%에 이를 정도로 높아 3∼6개월 뒤 추  장내시경검사가 추천된다.

결      론

  재 국내에서는 다학제기반으로 장직장암  폴립의 선별검사법  폴립 제술 후 감시 장내시경검사에 

한 가이드라인이 재정 이다. 국내 임상 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재정된다면 좀더 올바른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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