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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eradication is known to be effective for reducing the size of gastric hyperplastic 
polyps (HPP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 in size of gastric HPPs after H. pylori eradication.
Materials and Methods: This was a prospective study that enrolled 25 H. pylori-positive patients diagnosed as having HPPs at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between July 2015 and July 2016. If the patient wanted to receive eradication therapy, medication was 
given. If the patients refused eradication, only clinical follow-up was performed. All patients were subsequently followed up with 
endoscopic examination to determine any change in polyp size.
Results: Eighteen of the 25 H. pylori-positive patients diagnosed as having HPPs were given an eradication regimen, and 17 were 
confirmed to have achieved successful eradication. Twelve (70.8%) of the 17 patients in the eradication group showed ≥50% reduc-
tion in size, while two (25.0%) of the eight patients in the non-eradication group showed 50% reduction. The polyp regress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radication group (P=0.03). A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H. pylori eradication (OR, 40.047; 
95% CI, 1.112~1442.767; P=0.044) and female sex (OR, 12.947; 95% CI, 1.038~161.503; P=0.047) were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s of HPP regression.
Conclusions: H. pylori eradication is an effective therapeutic modality for gastric HPP regressio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9;19:2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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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증식 위용종은 위용종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양성 상피

성 용종으로 위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개 단발

성으로 관찰되나 다발성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1 크기는 대부분 

0.5~1.5 cm이며 대개의 경우 무증상으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위내시경을 시행할 때 우연히 발견된다. 드물게 과증식 위용종

으로 인한 위배출 장애 및 위장 폐쇄, 실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증식 위용종의 0.6%에서 19%까지 위선암 및 위

이형성으로 변화한다는 보고가 있어 용종의 치료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2-7 과증식 위용종을 치료할 때에는 용종의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는 경우 대부분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여 그 크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나, 용종의 크기가 

1.0~2.0 cm 이상인 경우, 위용종으로 인한 위배출 장애나 실

혈 등의 중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등에는 내시경적 절제를 

하게 되며 필요하다면 수술적 제거도 고려한다.8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하 헬리코박터)은 과증식 위용종의 

원인이 되는 만성 위축성 위염의 대표적인 유발인자이며, 위선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외국에서는 과증

식 위용종이 발견된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양성이 확인된다면 헬

리코박터의 제균 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나5 우리나라의 헬리코박

터 제균 치료 임상지침에서는 과증식 위용종에 대한 특별한 권

고사항은 없다.10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화성 궤양, 저등급 점막

연관림프조직(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19.0004&domain=pdf&date_stamp=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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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measurement of a 
gastric hyperplastic polyp. (A) Closed 
forceps: 2 mm. (B~D) Open forceps:
6 mm.

조기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헬리코박

터 제균 치료만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이며 과증식 위

용종은 아직까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요양급여 기준에 속하지

는 않는 실정이다.11

과거 외국의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양성인 과증식 위용종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였을 때 용종의 크기가 줄

어들거나 완전히 소실되었음을 보고한 몇몇 연구가 있어 왔으

나12-14 국내 연구는 대부분 후향적 관찰 연구이거나 헬리코박

터 제균 치료를 시행한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15-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양성인 과증식 위용종 환자를 대상

으로 제균 치료 후 용종의 크기 변화 여부를 비제균군과 비교

하여 전향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증식 위용종의 소

실과 관련된 유의한 예측인자를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향적 연구로 2015년 7월에서 2016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내시경을 통하여 과증식 위용

종을 진단받고 헬리코박터 양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모두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으며, 본 연구

를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본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IRB No. GR08138-001).

2. 과증식 위용종의 내시경적 평가와 헬리코박터의 진단

본원에서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발견한 위용종의 내시경 소견

에 대하여 2명의 내시경 전문의가 평가하여 과증식 위용종을 

진단하였다(JJP, MKJ). 1) 조직검사에서 과증식 위용종으로 진

단되었거나, 2) 조직검사에서 염증성 변화만 확인된 경우에도 

내시경의 육안 소견상 부드러운 윤곽을 가지고 표면에 광택이 

나면서 점액질이 있고 중앙에 미란을 동반하는 전형적인 과증

식 위용종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과증식 위용종으로 진단하였

다.12,13 타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에서 과증식 위용종으로 

진단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용종에서 내시경적 생검을 시행

하였으며,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위 전정부 및 

체부 점막에서 조직검사를 함께 시행하였다. 또한 필요 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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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Endoscopic finding showing no 
polyp regression, with <50% reduction 
in size. (A) Before H. pylori eradication. 
(B) After H. pylori eradication.

A  B

Fig. 2. Endoscopic finding showing 
polyp regression, with ≥50% reduction 
in size. (A) Before H. pylori eradication. 
(B) After H. pylori eradication.

요소효소분해검사(CLO®; Asan Co., Ltd., Asan, Korea)를 병

행하여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판단하였다. 과증식 위용종의 

크기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생검 겸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생검 겸자가 완전히 핀 상태를 6 mm, 닫혀 있는 경우를 

2 mm로 하여 용종의 크기를 평가하였다(Fig. 1).15 여러 개의 

용종이 관찰되는 경우 가장 큰 용종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3. 헬리코박터의 제균 및 내시경적 추적 관찰

모집된 환자를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동의하는 

환자에게 제균 치료를 시행하였다. 일차 제균 요법은 7일간의 

표준 삼제요법(pantoprazole 40 mg bid, amoxicillin 1 g bid, 

clarithromycin 500 mg bid)으로 시행하였고, 일차 제균에 실

패한 경우에는 비스무스 사제요법(pantoprazole 40 mg bid, 

metronidazole 500 mg tid, tetracycline 500 mg qid, col-

loidal bismuth 120 mg qid)으로 7일간 치료하였다. 제균 성

공 여부는 제균 치료 4~8주 후에 시행한 요소호기검사 결과로 

판정하였다. 제균 치료 12개월 후에 일차 추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필요 시 이차 추적 내시경 검사를 24개월 후에 시

행하였다. 추적 내시경 검사 시 처음 시행한 내시경 검사와 같

은 방법으로 과증식 위용종의 크기 변화를 평가하였다. 제균 치

료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4. 연구 목표

본 연구의 일차 연구 목표는 내시경적 추적 관찰에서의 용종

의 소실 유무로 하였으며, 용종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를 완전 

소실, 직경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는 부분 소실로 정의하였다

(Fig. 2). 용종의 크기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경우 혹은 50% 미

만으로 직경이 감소한 경우는 비소실로 정의하였다(Fig.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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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Variable Value

Age (years) 62.9±11.8

Male/female 11 (44)/14 (56)

Number of polyp

  Singcle 19 (76)

  Mutiple   6 (24)

Size of polyp (mm)

  ≤6   5 (20)

  6~10   8 (32)

  10~15   6 (24)

  >15   6 (24)

Location of polyp

  Corpus 11 (44)

  Antrum 14 (56)

Shape of polyp 

  Sessile 19 (76)

  Pedunculated   6 (24)

Histopathology 

  Histologically proven 14 (56)

  Histologically not proven 11 (44)

Agreement for eradication

  Agreement 18 (72)

  Disagreement   7 (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A  B  C  D

Fig. 4. Endoscopic findings of hyperplastic polyps with different sizes. (A) 5 mm, (B) 10 mm, (C) 15 mm, and (D) 20 mm.

5. 통계

통계 처리는 SPS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빈도 변수는 카이 검정, 연속 변

수는 Student’t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과증식 위용종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탐구를 위하여 단변량, 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검증에서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 환자의 임상적인 특징

연구 기간 중 헬리코박터 양성이면서 과증식 위용종이 관찰

되는 25명의 환자가 전향적으로 모집되었다. 환자 25명의 평균 

나이는 62.9±11.8세였으며 14명(56.0%)이 여성이었다(Table 1). 

과증식 위용종이 단발성으로 보인 환자는 19명(76.0%), 다발성

인 환자는 6명(24.0%)이었으며, 크기는 6 mm 이하인 경우 5명

(20.0%), 6~10 mm 8명(32.0%), 10~15 mm인 경우는 6명

(24.0%), 15 mm 이상인 경우는 6명(24.0%)이었다(Fig. 4). 용

종의 위치는 전정부 14명(56.0%), 체부 11명(44.0%)이었으며, 

무경성 용종의 형태를 보인 것이 19명(76.0%), 유경성 용종은 

6명(24.0%)이었다. 전체 환자 중 3명의 환자가 타원에서 시행

한 조직검사상 과증식 위용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14명(56.0%)의 환자가 조직학적으로 과증식 위용종으로 확인

되었다. 11명(44.0%)의 환자는 만성 위축성 위염을 동반하였다. 

전체 환자 중 18명(72.0%)이 제균 치료에 동의하여 제균 치료

를 시행하였고, 7명(28.0%)은 제균 치료에 동의하지 않아 경과 

관찰하였다.

2. 헬리코박터 제균군과 비제균군의 임상적 특징 및 
용종 소실률 비교

25명 중 18명이 제균 치료에 동의하여 이 중 16명(88.9%)이 

7일의 표준 삼제요법으로 일차 제균 치료에 성공하였다. 일차 

제균 치료에 실패한 2명의 환자는 7일간의 비스무스 포함 사제

요법으로 이차 제균 치료를 시행하여 1명이 제균 치료에 성공

하였으며(50%), 나머지 1명은 제균 치료에 실패하였다. 최종적

으로 17명의 제균군과 8명의 비제균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

며, 환자의 연령, 성별, 용종의 위치 및 성상 등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용종의 개수가 단발성인 환자



240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Vol 19, No 4, December 2019

Disagreement for H. pylori eradication
treatment (n=7)

Agreement for H. pylori eradication
treatment (n=18)

Hyperplastic polyps+
H. pylori positive (n=25)

H. pylori eradication success
(n=17)

H. pylori eradication failure
(n=8)

Total
regression

(n=4, 23.5%)

Partial
regression

(n=8, 47.1%)

Non-
regression

(n=5, 29.4%)

Total
regression

(n=2, 25.0%)

Partial
regression

(n=0)

Non-
regression

(n=6, 75.0%)

Fig. 5. Study flow. Classification of patients and polyp regression rates.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23.5%25.0%

P=0.93

47.1%

0.0%

25.0%

70.6%

Total regression Partial regression Regression

100

80

60

40

20

0

P=0.01

P=0.03

Eradication group
Non-eradication group

%

Fig. 6. Comparison of regression rates between the eradication and 
non-eradication groups.

가 제균군에서 15명(88.2%), 비제균군에서 4명(50.0%)으로 제

균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4).

헬리코박터 제균군에서 과증식 위용종의 완전 소실을 보인 

환자가 4명(23.5%), 부분 소실을 보인 환자가 8명(47.1%), 용종

의 크기 변화가 없었던 환자가 5명(29.4%)이었으며, 비제균군

(8명)에서는 완전 소실을 보인 환자가 2명(25%), 용종의 크기 

변화가 없었던 환자가 6명(75%)이었다(Fig. 5). 헬리코박터 제

균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에 실패하여 비제균군으로 분류된 1명

의 환자에서는 용종의 크기 변화가 없었다. 용종의 완전 소실률

은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4/17 [23.5%] vs. 2/8 

[25.0%], P=0.93), 용종의 부분 소실률은 제균군에서 47.1% 

(8/17), 비제균군에서 0% (0/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완전 소실과 부분 소실을 합산한 용종 소실률은 제

균군에서 70.6% (12/17), 비제균군에서 28.6% (2/8)로 제균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3, Fig. 6 and Tables 2, 3). 과증

식 위용종의 크기 및 숫자에 따라서 용종 소실률을 비교하였을 

때, 용종의 크기가 10 mm 초과인 경우 제균군(9명) 중 5명에

서 용종의 소실을 보였고, 비제균군(3명)에서는 용종의 소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9). 

10 mm 이하인 경우 제균군(8명) 중 7명, 비제균군(5명)에서는 

2명에서 용종의 소실을 보여 제균군에서 용종 소실률이 높았으

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7). 용종이 

단발성인 경우 제균군(15명) 중 10명, 비제균군(4명) 중 1명에

서 용종의 소실을 보여 제균군에서 용종 소실률이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0.13), 다발성인 경우에도 

제균군(2명) 중 2명, 비제균군(4명) 중 1명에서 용종의 소실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13, Table 3).

3. 과증식 위용종의 소실에 관한 예측인자

과증식 위용종의 소실 여부와 관련된 예측인자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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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atient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radication and Non-eradication Groups

Eradication group (n=17) Non-eradication group (n=8) P-value

Age 60.59±11.48 67.88±11.42 0.15

Sex 0.68

  Male   7 (41.2) 4 (50.0)

  Female 10 (58.5) 4 (50.0)

Number of polyp 0.04

  Single 15 (88.2) 4 (50.0)

  Multiple   2 (11.8) 4 (50.0)

Size of polyp (mm) 0.45

  ≤6   2 (11.8) 3 (37.5)

  6~10   6 (35.3) 2 (25.0)

  10~15   5 (29.4) 1 (12.5)

  >15   4 (23.5) 2 (25.0)

Location of polyp 0.20

  Corpus   6 (35.3) 5 (62.5)

  Antrum 11 (64.7) 3 (37.5)

Shape of polyp 0.36

  Sessile 12 (70.6) 7 (87.5)

  Pedunculated   5 (29.4) 1 (12.5)

Regression of polyp 12 (70.6) 2 (25.0) 0.0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Table 3. Comparison of Polyp Regression Rates between the Eradication and Non-eradication Groups 

Eradication group (n=17) Non-eradication group (n=8) P-value

All

  Regression 12 (70.6) 2 (25.0) 0.03

  Non regression   5 (29.4) 6 (75.0)

Size of polyps

  >10 mm 9 3

    Regression   5 (55.6) 0 (0.0) 0.09

    Non regression   4 (4.44)   3 (100.0)

  ≤10 mm 8 5

    Regression   7 (87.5) 2 (40.0) 0.07

    Non regression   1 (12.5) 3 (60.0)

Number of polyps

  Single 15 4

    Regression 10 (66.7) 1 (25.0) 0.13

    Non regression   5 (33.3) 3 (75.0)

  Multiple 2 4 0.13

    Regression     2 (100.0) 1 (25.0)

    Non regression   0 (0.0) 3 (75.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위하여 환자의 나이, 성별, 용종의 개수, 크기, 위치, 모양, 헬리

코박터 제균 여부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단변량 분석

에서 여성 및 헬리코박터 제균이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났고, 

다변량 분석에서도 여성(OR, 12.947; 95% CI, 1.038~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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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ive Factors of Polyp Regression

Variable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Age 0.983 (0.917~1.054) 0.629 0.982 (0.888~1.087) 0.732

Female   9.778 (1.551~61.646) 0.015 12.947 (1.038~161.503) 0.047

Number of polyp 1.375 (0.218~8.669) 0.735 3.281 (0.159~67.786) 0.442

Size of polyp 0.317 (0.061~1.644) 0.171 0.119 (0.006~2.479) 0.169

HP eradication   7.200 (1.066~48.639) 0.043   40.047 (1.112~1,442.767) 0.044

HP, Helicobacter pylori.

P=0.047) 및 제균 여부(OR, 40.047; 95% CI, 1.112~1,442.767; 

P=0.0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였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헬리코박터 제균에 따른 과증식 위용종의 소실 여

부를 전향적으로 관찰한 연구로서, 용종 소실률은 제균군에서 

70.6%, 비제균군에서 28.6%로 제균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3), 여성 및 헬리코박터 제균 여부가 용종 소실의 예측

인자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47, P=0.044). 본 연구는 헬

리코박터 제균이 과증식 위용종의 효과적인 치료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전향적으로 고찰한 연구로서 그 임상적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과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과증식 위용종의 소실을 유발

함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과거의 관찰 연구

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시행한 160예의 약 90%에서 용

종의 부분 소실 및 완전 소실을 보여준 연구가 있으며, 222예

의 과증식 위용종 중 73%에서 제균 치료 3개월 후에 용종 크

기가 감소하였다.16,18 그러나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관찰한 연

구로서의 제한점이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연령 및 성별, 용종의 위치, 크기 등이 과증

식 위용종 소실의 유의한 인자로서 제시된 바 있다.5,19 본 연구

에서는 다변량 분석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여부와 여성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예측인자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인자의 신뢰

구간이 1.112~1,442.767, 1.038~161.503로 크게 관찰되었는

데, 이는 표본의 수가 25명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추

후 대상 환자수를 늘리는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는 참여한 환자군을 제균군과 비제

균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대부

분의 환자가 제균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

았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균 치료에 

동의하는 환자들에게는 제균 치료를, 제균 치료에 동의하지 않

는 일부 환자에서는 경과 관찰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 군 간에 

임상적 특징이 편향된 한계점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 군 간 용

종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기타 연령, 성별, 용종

의 위치, 용종의 성상 등의 임상 특성은 양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에서 위용종에 대하여 내시경적 생

검을 시행하였으나 14명(56.0%)에서만 조직학적으로 과증식 

위용종으로 진단되었고 11명(44.0%)에서는 만성 활동성 위염

으로 나타났다. 과증식 위용종은 조직학적으로 선와 상피가 길

게 늘어지고 확대되며 구조적으로 뒤틀린 모양을 하고 있고 부

종을 동반한 점막 고유층이 함께 관찰되나,19 실제 일반적인 용

종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조직병리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0~40%까지 보고되고 있어 병리학적 진단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연구 사례에 기반하여 

조직 생검 외에도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으로 과증식 위용종을 

진단하였는데, 내시경상 부드러운 표면과 윤곽을 보이고 광택

이 나면서 점액질을 동반하며 반구형의 모양을 가지거나 기둥

에 매달려 있는 모양을 하고 중앙에 미란이 같이 관찰되면 과

증식 위용종에 포함시켰다.12,13

본 연구에 포함된 과증식 위용종 환자 중 76.0% (19/25)가 

단발성 용종이었고 52.0% (13/25)가 10 mm 이하의 크기를 보

였다. 용종이 단발성이거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생검을 시행

하는 것으로 용종의 소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에서는 모두 내시경적 생검을 시행하였다. 과증식 

위용종을 단발성과 다발성, 10 mm 이하와 10 mm 초과로 분

류하여 각각 제균군과 비제균군 사이의 용종 소실 여부를 비교

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0 mm 

초과의 과증식 위용종의 경우 제균군에서 55.6% (5/9)가 용종

의 부분 소실 및 완전 소실을 보였고, 비제균군에서는 부분 혹

은 완전 용종 소실을 보인 과증식 위용종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발성의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나 제

균군에 속하는 모든 환자에서 용종의 소실이 나타났고 비제균

군에서는 4명 중 1명에서만 용종의 소실이 있었다(Table 3). 요

약하면 용종의 크기에 상관없이 헬리코박터 제균군에서 비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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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하여 더 흔하게 용종이 소실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의 환자의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되어 향후 대규모 환자를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증식 위용종은 위장의 만성적인 염증이 위 상피세포를 자

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점막이 과도하게 재생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장의 만성적인 염증이 존재하는 

상태, 즉 만성 위염, 악성 빈혈 등이 유발인자가 될 수 있으며 

궤양 및 미란에 인접하는 부위나 위장문합술을 시행한 곳에서 

주로 발견된다.21,22 과증식 위용종의 악성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연구가 없어 무증상일 때의 치료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3,5,6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과증식 위용종이 

0.5 cm 이상일 경우에 악성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용종절

제술을 통하여 그 병리 결과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용종이 커지면서 악성으로 변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하여 2 cm 이상의 용종에 대해서는 대부

분 용종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크기가 1 cm 이하

인 용종들은 내시경적 추적 관찰을 통하여 그 크기 변화를 확

인하여 추후 치료를 결정하고, 1~2 cm 사이의 용종들은 환자

의 상태에 따라 내시경적 절제를 하거나 조직 생검을 시행하여 

성상을 확인하게 된다.8 과증식 위용종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그 

성상이 변할 경우 결국 내시경적 절제를 고려하게 되는데, 용종

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그 수가 많을 때에는 용종절제

술을 시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용종절제술은 시술 

중 출혈 및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환자에

게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헬리

코박터 제균 치료를 통하여 용종을 소실시킬 수 있다면 불필요

한 내시경적 절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과증식 위용종의 크기 변화 외에도 조직의 면역염색 소견이 

용종의 악성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과증식 위용종에서 상피내 이형성증으로 변화한 경

우의 41%, 악성 신생물로 변화한 경우의 50%에서 p53 단백질 

발현과 Ki-67 항원 증식이 관찰되었다.24 현재 임상에서 과증식 

위용종의 크기를 기준으로 용종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후

에는 과증식 위용종의 면역형광염색 결과를 참고하여 용종절제

술의 적응증을 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과증식 위용종 발생의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가 

위 점막에서 interleukin-1 beta 및 간세포 증식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표피세포와 선와 상피의 증식이 야기

되어 과증식 위용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22 헬

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였을 때 이러한 기전을 차단하여 과증

식 위용종의 소실 및 위 점막내 염증의 호전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이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은 2예에서 

내시경적 추적 관찰 시 과증식 위용종의 완전 소실을 보인 경

우가 존재하였다. 제균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적으로 용종이 소실되는 현상에 대한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

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헬리코박터 제균 이

외에 용종의 소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다면 헬리

코박터 제균 치료군을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균 치료로 인

한 부작용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과증식 위용종의 소실에 유의한 인자

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 대상 환자를 

확대시킨 추가 연구를 통하여 과증식 위용종 소실의 예측인자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헬리코박터의 제균 

치료 여부를 무작위로 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르는 양 군 

간의 임상적 특징의 차이가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용종의 개

수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제균 치료

를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저 질환으로 인하여 헬리코박터 

제균에 의한 약 부작용이나 순응도가 우려되는 환자들이 대부

분이었다. 셋째, 대상 환자의 수가 25명으로 적었기 때문에 통

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제

균이 확인된 환자에서 추적 내시경을 시행하였을 때 헬리코박

터 재감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헬리코박터 치료 후

에도 재감염이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1년에 약 0.5~2.5%, 우리

나라에서는 1년에 9.1%까지 재감염이 발생한다고 하여25 이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과증식 위용

종에서 추후 무작위 배정을 통한 다기관 연구가 필요하며, 결과

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급여 기준에서 헬리코박터 양성

인 과증식 위용종 환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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