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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최근최근최근 10 10 10 10년간의년간의년간의년간의    대장대장대장대장    선종선종선종선종    위치위치위치위치    분포의분포의분포의분포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양상양상양상양상    
 

 

배경배경배경배경: : : : 최근 우측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은 상당수 있으나 대장암의 전암 병소인 대장 선종의 위치 분

포의 변화 양상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대

장 선종의 위치 분포의 시기별 변화 양상과 이와 관련된 인자들을 알

아보고자 한다.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995년부터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0년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은 사람 중 대장암, 대장 폴립, 또는 대장절제술 시행의 과거

력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크기가 5mm 이

상이며 조직검사상 선종으로 나온 2,49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S

상결장-하행결장 경계부위의 근위부를 근위부 대장으로 그리고 그 원

위부를 원위부 대장으로 정의하였다. 진행성 선종은 크기가 10mm 이

상이거나 관상융모상 선종, 융모상 선종 혹은 고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변화를 동반하는 선종으로 정의하였다. 결과결과결과결과:::: 근위부 대장에 선종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995년 48.5%에서 2004년 66.3%로 연도에 따

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01) 근위부 대장에 진행성 선종이 있

는 환자의 비율도 1995년 42.9%에서 2004년 52.6%로 연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3).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선종의 비율

은 1995년 48.5%에서 2004년 66.3%로 연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p<0,001)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진행성 선종의 비율도 

1995년 40.4%에서 50.6%로 연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18). 단일변량 분석 결과에서 남성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무경성 선종, 10mm 이하의 선종, 관상 선종, 저도의 이형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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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비진행성 선종, 그리고 연구 기간 중 후반부의 경우 근위부에 

위치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러나 다중변량 분석에

서는 선종의 진행성 여부와 선종의 위치사이에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p=0.176). 결론결론결론결론::::    이상의 결과로 최근 10년간 연도에 따라 근위부 대

장에 선종이 있는 환자의 비율과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선종의 비

율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장암의 선별검사로서 S상결장경 검사보다

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대장 폴립, 위치, 분포, 근위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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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대장 선종은 대장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1,2 내시

경으로 대장 선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의 발생률과 대장암에 의한 사망

률이 낮아진다고 한다.3-5 따라서 대장 선종의 발견 및 제거가 대장암

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대장 폴립은 크게 신생물성(또는 선종)과 비신생물성 폴립으로 분

류되며, 신생물성 폴립은 대장암의 전암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다.6 모

든 선종이 악성으로 이환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종에서 대장

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7,8,9 이는 선종-암종 연속성의 가설

(adenoma-carcinoma sequence)에 의해 뒷받침되어지고 있다.10,11 

신생물성 폴립은 관상 선종, 관상융모상 선종, 그리고 융모상 선종으

로 나누어진다. 비신생물성 폴립은 과증식성 폴립, 염증성 폴립, 과오

종, 유년기 폴립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13,14  

선종은 조직 병리학적 분류에 따라 악성화 되는 비율이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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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데 관상 선종은 1-5%, 관상융모상 선종은 22.5%, 그리고 

융모상 선종은 20-40.7%에서 악성화된다.8,13 또한 선종의 이형성의 

정도와 크기에 따라 악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 

저도의 이형성에서는 5.7%, 중등도의 이형성에서는 18%, 고도의 이

형성에서는 34.5%에서 악성화가 되며.8,13 선종의 크기가 1cm 미만이

면 0.3-2.5%, 1-2cm 이면 5-10%, 2cm 이상이면 20-48%의 빈도에

서 악성화 된다.8,14,15 그러나 5mm 이하의 폴립은 악성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16  

대장 폴립의 호발 부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폴립의 42.4%에서 

65.6%가 직장과 S상결장에 발생하지만,17-23 최근의 연구일수록 근위

부 대장에 존재하는 폴립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21-24 

이처럼 과거에 비해 대장 근위부에 분포하는 대장폴립의 비율이 과

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아

직까지 단일 기관에서 연도별 대장 폴립의 위치 분포의 변화를 조사

한 연구는 많지 않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가 아직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의 발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장

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이 국민 보건과 의료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에

서는 대장암의 선별 검사 방법으로 대변 잠혈 검사를 매년 시행하고 

S상 결장경 검사를 5년에 한번씩 하거나,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10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16 그러나 이는 주로 

대장암과 대장 폴립이 S상 결장과 직장에서 호발한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용-효과 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별 검사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별 검사 지침이 확립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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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장암의 전암 병소로 인정되고 있는 대장선종의 위치 분포, 크

기, 조직형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장 

선종의 위치 분포에 관한 연구는 선별 검사 지침을 만들 때 S상 결장

경과 대장내시경의 역할과 시행 빈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한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장 선종의 위치 분포 양상을 조사하고 그것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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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 대상 

 

후향적 연구로서 1995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0년간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은 사

람들 중에서 맹장까지 관찰이 가능하였으며 크기가 5mm 이상이고 조

직학적으로 선종이나 암으로 진단된 폴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전에 대장절제 수술을 받았거나 대장암, 대장 폴

립, 염증성 대장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성 선종성 폴립증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혹은 유전성 비폴립성 대장암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으로 정기 검진을 시행

받는 사람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총 25,717례

의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2,498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

었다. 

 

2. 연구 방법   

 

연구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을 성별, 나이별로 분류해보고 선종의 위

치와 더불어, 선종의 개수, 크기, 형태, 조직형, 이형성의 정도를 확인

하였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고 대장 

선종은 조직학적으로 관상 선종, 관상융모상 선종, 융모상 선종, 그리

고 암성 변화를 동반한 선종으로 분류하였다.25  

선종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올가미를 이용하여 절제한 후 체외에서 

크기를 직접 측정하였으며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생검 겸자를 벌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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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크기와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선종의 형태는 유경성(pedunculated type, Ip), 준유경성 

(subpedunculated type, Isp), 무경성(sessile type, Is), 편평융기형

(flat elevated type, IIa)으로 구분하였다.  

S상결장경으로 관찰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항문부터 S상결장-하

행결장 경계부위까지이므로 S상결장-하행결장 경계부위의 근위부를 

근위부 대장으로 그리고 그 원위부를 원위부 대장으로 정의하였다.23 

진행성 선종은 크기가 10mm 이상이거나 관상융모형 선종, 융모형 

선종 혹은 고도의 이형성이나 암성변화를 동반하는 선종으로 정의하

였다.16 

 

3. 결과 분석 

 

연구 결과의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Windows release 

versio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 방법으로는 연도에 따른 

근위부 대장 선종의 비율 변화를 검증할 때 프로빗 분석 (Probi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를 비교할 때는 chi-square 

test와 logistic regression 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인 의의는 p 값

이 0.05 미만일 때 의미 있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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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 대상 환자와 대장 선종의 임상적 특성과 분포 

 

총 2,498명의 환자 중 남자가 1,771명(70.9%)이고 여자가 727명

(29.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8.9세 (19-89세)였다. 근위부 대장에

만 선종이 있는 환자는 909명(36.4%), 원위부 대장에만 선종이 있는 

사람은 1,040명(41.6%), 그리고 근위부와 원위부 대장 양쪽 모두에 

선종이 있는 사람은 549명(22.0%)이었다(Table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o. of patent (%) 

Age* 58.9±10.2  

Sex   

Male 1771 (70.9) 

Female 727 (29.1) 

Location of polyps   

Proximal colon 909 (36.4) 

Distal colon 1040 (41.6) 

Both  549 (22.0) 

*Mean ± Standard Deviation 

 

조직형이 확인된 선종은 4,591개였으며 각각 상행결장에서 1,077개

(23.5%), 횡행결장에서 930개(20.3%), 하행결장에서 527개(11.5%), 

S상결장에서 1431개(31.2%), 그리고 직장에서 626개(13.6%)가 발견

되었다.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보면 관상 선종이 4,004개(87.2%),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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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융모상 선종이 410개(8.9%), 융모상 선종이 49개(1.1%), 그리고 암

성 변화 선종이 128개(2.8%)였다. 크기가 10mm 미만의 선종은 

3,342개(72.8%), 10mm 이상인 경우는 1,249개(27.2%)였다. 선종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편평융기형(IIa type)이 310개(6.8%), 무경성(Is 

type)이 2,207개(48.1%), 준유경성(Isp type)이 1,380개(30.1%), 그

리고 유경성(Ip type)이 694개(15.1%)였다(Table 2). 진행성 선종은 

1,435개였으며 각각 상행결장에서 258개(18.0%), 횡행결장에서 206

개(14.4%), 하행결장에서 129개(9.0%), S상결장에서 541개(37.7%), 

그리고 직장에서 301개(21.0%)가 발견되었다. 

 

2. 환자를 기준으로 본 연도별 대장 선종의 위치 분포의 변화 

 

 프로빗 분석을 이용하여 연도와 선종 위치 분포 비율사이의 상관 관

계를 검증해보았을 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근위부 대장

에 적어도 한개 이상의 선종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8.5%에서 

66.3%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regression coefficient: 0.09436, 

p-value<0.001). 그러나 원위부 대장에 선종을 동반하지 않고 근위부 

대장에만 선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995년 29.4% 에서 

2004년 40.5%로 연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regression coefficient: 0.04352, p-value=0.736) 

(Figure 1,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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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adenomatous polyps 

 No. of polyps (%) 

Location of polyps   

           Ascending colon 1077  (23.5) 

           Transverse colon 930  (20.3) 

           Descending colon 527  (11.5) 

           Sigmoid colon 1431  (31.2) 

           Rectum 626  (13.6) 

Pathology of polyps   

           Tubular adenoma 4,004  (87.2) 

           Tubulovillous adenoma 410  (8.9) 

           Villous adenoma 49  (1.1) 

           Adenocarcinoma 128  (2.8) 

Types of Polyps   

           IIa type 310  (6.8) 

           Is type 2207  (48.1) 

           Isp type 1380  (30.1) 

           Ip type 694  (15.1) 

Size of polyps   

           <10mm 3342  (72.8) 

           ≥ 10mm 1249  (27.2) 

 

 

 

 



 

 - 11 - 

Figure 1.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had proximal 

adenomatous polyps from 1995 to 2004(p<0.001) 

 

 

 

 

 
 

 

 

 

 

 

 

 

 

 

  

 

진행성 선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 근위부 대장에 1개 이상의 진

행성 선종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1995년 42.9%에서 2004년 52.6%

로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regression coefficient: 0.9753, p-value=0.003)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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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adenomatous polyps from 

1995 to 2004 on the basis of number of patients 

Location of polyps 

Years 
Proximal

colon (%) 
Distal

colon (%) Both (%) 

Total 

1995 20  (29.4) 35  (51.5) 13  (19.1) 68 

1996 27  (27.3) 58  (58.6) 14  (14.1) 99 

1997 50  (27.8) 108  (60.0) 22  (12.2) 180 

1998 59  (35.5) 82  (49.4) 25  (15.1) 166 

1999 35  (33.0) 61  (57.5) 10   (9.4) 106 

2000 88  (35.1) 117  (46.6) 46  (18.3) 251 

2001 96  (32.9) 147  (50.3) 49  (16.8) 292 

2002 156  (36.9) 150  (35.5) 117  (27.7) 423 

2003 187  (42.4) 123  (27.9) 131  (29.7) 441 

2004 191  (40.5) 159  (33.7) 122  (25.8) 472 

Total 909  (36.4) 1040  (41.6) 549  (22.0) 2498 

p-value 0.736    <0.001    0.004  

 

3. 폴립을 기준으로 본 연도별 대장 선종의 위치 분포의 변화 

 

 프로빗 분석을 이용하여 연도와 폴립 위치 분포 비율의 상관 관계를 

검증해보았을 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근위부 대장에 위

치하는 선종의 비율은 48.5%에서 66.3%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regression coefficient: 0.08166, p-value=0.001), 원위부 대장에 위

치하는 선종의 비율은 51.5%에서 33.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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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coefficient: -0.08166, p-value=0.001)(Figure 2). 

Table 4.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had proximal 

advanced polyps from 1995 to 2004(regression coefficient: 0.9753, 

p-value=0.003) 

Years 
No. of patients who had 

proximal advanced polyp (%) 

Total No. of patients who 

had advanced polyp 

1995 15   (42.9) 35 

1996 19   (37.3) 51 

1997 21   (29.6) 71 

1998 10   (20.0) 50 

1999 13   (32.5) 40 

2000 28   (30.1) 93 

2001 38   (33.0) 115 

2002 103   (49.0) 210 

2003 101   (54.6) 185 

2004 91   (52.0) 175 

Total 439   (42.8) 1025 

 

전체 선종 중 진행성 선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부터 2004년

까지 10년간 40.4% 에서 25.0%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regression 

coefficient: 0.03588, p-value<0.001). 진행성 선종 중 근위부 대장

에 위치하는 진행성 선종의 비율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40.4%에서 50.6%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egression coefficient: 0.7689, p-value=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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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proximal adenomatous 

polyps from 1995 to 2004 on the basis of number of polyps 

(p=0.001)  

 

 

 

 

 

 

 

 

 

 

 

 

 

  

 

4. 선종의 위치 분포에 관련된 인자들 

 

 성별을 기준으로 선종의 위치 분포를 비교해보았을 때 남성은 근위

부 대장에 위치하는 선종의 비율이 57.2% 이었고, 여성은 48.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60세 미만의 경우 근위부 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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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선종의 비율이 49.5%이었고, 60세 이상의 경우 59.4%로  

60세 이상인 환자가 60세 미만인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근위부 대장

에 선종을 가지는 비율이 높았다(p<0.001). 

선종의 형태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무경성 선종의 경우 근위

부 대장에 위치하는 비율이 60.1%이었고, 유경성 선종의 경우 49.3%

로 무경성 선종이 유경성 선종에 비해 근위부에 위치하는 비율이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크기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10mm 미만의 선종의 경우 근위

부 대장에 위치하는 비율이 60.9%이었고, 10mm 이상의 선종의 경우 

40.0%로 10mm 미만의 선종이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비율이 유의

하게 높았다(p<0.001). 

선종을 조직병리학적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관상 선종은 58.4%

가 근위부 대장에 위치 했으나 융모상 선종 또는 암성 변화를 동반한 

선종은 32.9%가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여 관상 선종의 경우 융모상 

또는 암성 변화를 동반하는 선종에 비해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비

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선종을 조직의 이형성 정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저도의 이

형성을 나타낸 선종은 57.1%가 근위부 대장에 위치 했으나 고도의 

이형성을 보이거나 암성 변화를 동반한 선종은 32.7%가 근위부에 위

치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근위부에 위치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

다(p<0.001). 

진행성 선종과 비진행성 선종을 비교해보았을 때 진행성 선종은 

41.3%가 근위부에 위치했으나 비진행성 선종은 61.5%가 근위부에 

위치하여 통계적으로 비진행성 선종이 진행성 선종에 비해 근위부에 

위치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연구 기간의 전반부에는 근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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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위치하는 선종의 비율이 41.9%였으나 연구 기간의 후반부에

는 58.6%로 연구 기간의 후반부의 경우 전반부에 비해 근위부 대장

에 위치하는 선종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5). 

다중변량 분석으로 선종의 위치 분포와 관련된 인자를 비교해 보았

을 때 남성일 경우, 60세 이상일 경우, 무경성 선종일 경우, 크기가 

10mm 미만일 경우, 조직병리적으로 관상 선종일 경우, 저도의 이형

성만이 있을 경우, 그리고 연구 기간의 후반부일 경우 선종이 근위부

에 위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단일변량 분석 결과 진

행성 선종이 원위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다중변량 

분석 결과 선종의 진행성 여부와 선종의 위치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

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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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nivariate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location of adenomatous polyps 

Characteristics 
Proximal 

colon 
(%) 

Distal 

colon 
(%) p 

Sex      

       Male 2022 (57.2) 1514 (42.8) 

     Female 512 (48.5) 543 (51.5) 
<0.001 

Age       

     <60 years old 966 (49.5) 985 (50.5) 

     ≥ 60 years old 1568 (59.4) 1072 (40.6) 
<0.001 

Type of polyp      

      Non-Pedunculated 1512 (60.1) 1005 (39.9) 

      Pedunculated  1022 (49.3) 1052 (50.7) 
<0.001 

Size       

     <10mm 2034 (60.9) 1308 (39.1) 

     ≥ 10mm 500 (40.0) 749 (60.0) 
<0.001 

Histology      

     Tubular adenoma 2342 (58.4) 1666 (41.6) 

Tubulovillous,Villous, or 

Adenocarcinoma     
192 (32.9) 391 (67.1) 

<0.001 

Grade of dysplasia      

Low grade dysplasia 2414 (57.1) 1810 (42.9) 

High grade dysplasia, or 

Cancer transformation 
120 (32.7) 247 (67.3) 

<0.001 

Advance of polyp      

Non-advanced polyp 1941 (61.5) 1215 (38.5) 

Advanced polyp 593 (41.3) 842 (58.7) 
<0.001 

Year      

1995-1999 395 (41.9) 548 (58.1) 

2000-2004 2139 (58.6) 1509 (4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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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variate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location of adenomatous polyps 

Characteristics OR* CI
†
 p 

Sex    

       Male 1.36 1.18~1.58 

     Female 1.00  
<0.001 

Age     

     <60 years old 1.00 1.33~1.70 

     ≥ 60 years old 1.50  
<0.001 

Type of polyp    

      Non-Pedunculated 1.31 1.16~1.49 

      Pedunculated  1.00  
<0.001 

Size     

     <10mm 2.06 1.47~2.88 

     ≥ 10mm 1.00  
<0.001 

Histology    

     Tubular adenoma 1.98 1.55~2.54 

Tubulovillous,Villous, or 

Adenocarcinoma     
1.00 

 <0.001 

Grade of dysplasia    

Low grade dysplasia 1.50 1.14~1.97 

High grade dysplasia, or 

Cancer tranformation 
1.00 

 0.004 

Advance of polyp    

Non-advanced polyp 1.29 0.89~1.85 

Advanced polyp 1.00  
NS

‡
 

Year    

1995-1999 1.00  

2000-2004 1.92 1.65~2.23 
<0.001 

* OR, odds ratio; 
†
CI, 95% confidence intervals; 

‡
NS, no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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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대장암은 서구에서 암과 관련된 사망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26 국내에서도 전체 암 사망원인 중 남녀 모두에서 4위를 차지

할 정도로 최근 10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27-29 대장암의 조

기 발견 및 예방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대장암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장암은 선종-암종 연

속성의 가설에 따라 대장 선종으로부터 발생된다고 하며,1-2  1년에 

1,000개의 대장 선종 중 약 2.5개가 암으로 진행되며30 10mm이상의 

선종은 1년에 약 1%씩 암으로 진행된다고 추정된다.31  

 대장 폴립은 대부분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발생 빈도는 

알 수 없으나 서구에서 40대 이상의 인구 중 5-10%가 대장 폴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32 S상결장경 검사에서 5-10%, 대장내시경 검사

에서 25% 이상,33 부검후 결과에서는 높게는 50-60%에서 대장 폴립

이 발견된다.32 

 대장 폴립과 대장암의 선별검사로서 직장수지 검사, 대변 잠혈 검사, 

대장 조영술, S상결장경 검사 및 대장내시경 검사가 이용되고 있다. 

이들 중 S상결장경 검사는 비용이 저렴하고 비교적 검사가 용이하며 

대장암의 호발 부위가 직장 및 S상결장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

별검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선별 검사

로서 대변 잠혈 검사가 대장암 관련 사망률을 33% 낮추고34, S상결장

경 검사는 80%까지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다.35,36  

 이처럼 대장암의 선별검사로써 S상결장경 검사와 대변잠혈검사가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상결장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근위부 대장에서의 대장 선종의 분포 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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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90년대 중반 이전의 보고들에 의하면 전체 폴립의 34.4%에서 

41.2%가 근위부 대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18-20 그러나 90년대 중

반 이후의 보고들에 의하면 전체 폴립의 42.6%에서 51.1%가 근위부 

대장에서 발견된다고 한다.21-23 본 연구에서는 폴립을 기준으로 분석

했을 때 5mm 이상의 선종의 55.3%가 근위부 대장에 분포하였으며 

환자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근위부 대장에만 선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36.4%, 근위부와 원위부 대장 양쪽 모두에 선종을 가지

고 있는 환자가 22.0%로 전체 환자의 58.4%가 근위부 대장에 선종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여러 연구들과 유사한 선종의 분포 양상을 보이거나 근위부 대장에 

약간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기관에서 연도별 대장 선종의 분포 양상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

는 많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가 아직 없다. 폴립이 아닌 

대장암의 분포 양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Takada 등이 1974년부

터 1994년까지 일본에서 우측 대장의 대장암이 성별에 관계없이 증

가하는 양상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37 연도에 따른 폴립의 분포 양

상에 관한 연구로는 Lau 등이 홍콩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9년간 근위부 대장 폴립의 비율이 24.1% 에서 3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4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근위부 대장에 선종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의 비율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10년간 연도에 따라 증가

하는 반면 원위부 대장에만 선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진행성 선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에서 근위부 대장에 진행성 선종이 있는 환자의 

비율도 연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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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폴립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도 근위부 대장에 분포하는 선종

의 비율과 진행성 선종의 비율이 연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Lau등은 전암 병소로서 의미가 적은 

비신생물성 폴립이나 5mm이하의 선종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본 연구는 5mm이상의 선종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대장암

의 전암 병소에 관한 연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진행성 선종이 근위

부 대장에 분포하는 비율이 연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고, 진행성 선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근위부 대장에 진행성 

선종이 있는 환자들의 비율도 연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근

위부에 위치하는 선종과 진행성 선종에 대한 선별 검사가 최근 들어

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폴립의 분포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 알려져 있다. 부검을 통한 연구와 대장 내시경을 통한 연구 모두에

서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근위부 대장에 선종이 분포할 확률이 높다

고 알려져 있다.16 또한 McCashland 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간만곡 

근위부의 대장에 선종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38 Keyur 

등은 성별에 따른 대장 폴립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39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근위부 대장에 선종

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은 과거 연구들과 일치하였으나 남성이 여

성에 비해 근위부 대장에 선종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은 과거 연구

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과거 연구들은 간만곡부 또는 비만곡부를 

기준으로 대장의 위치를 분류하였으므로 본 연구와 같이 S상결장경이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의 경계인 S상결장-하행결장 경계 

부위를 기준으로 근위부 대장과 원위부 대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다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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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간을 1999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 반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2000년 이후에 근위부 대장에 선종이 분포하는 비율이 높

았다. 이는 근위부 대장 선종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최근 연

도로 올수록 증가하여 왔다는 프로빗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와도 일치

한다.   

그밖에 무경성 선종, 크기가 10mm 이하인 선종, 관상 선종, 저도의 

이형성을 가진 선종, 비진행성 선종이 근위부 대장에 위치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근위부에 위치하는 선종이 원위

부에 위치하는 선종보다는 대장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시

사한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근 연도로 올수록 근위부

에 위치하는 진행성 선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비록 

현재는 근위부 대장 선종이 원위부 대장 선종에 비해 대장암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낮으나 향후 근위부 대장에 있는 선종이 대장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점차 높아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연도라는 요인 외에 성별, 나이, 선종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조직형

등이 선종의 위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중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요인이 선종의 위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을 때 진행성 선종이라는 요인만이 선종의 위치 분포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도를 포함한 다른 

요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혼란 변수로 작용하여 마치 최근 연도

로 올수록 근위부 선종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도라는 요인 자체가 선종의 위치 분포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연도로 올수록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선종이 증가하게 된 원

인으로 먼저 진단 기기의 발달과 시술자의 기술 향상을 생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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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대장을 완전하게 검사한 경우만 연구 대

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맹장까지 관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선종의 위치 분포의 변화를 설명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근위부 대장에 무경성 선종과 작은 크기의 선종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술자의 기술과 경험이 향상되어 이

러한 선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감소했을 수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비록 증상이 없지만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빈도가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종이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선종

이 있는 사람의 가장 흔한 증상은 직장 항문 출혈과 대변에 혈액이 

묻어 나오는 것이다.40 상대적으로 원위부에 선종이 있는 환자에서 이

러한 증상을 많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지만 건강 검진을 목

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환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선종의 비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식생활의 변화와 생활 습관의 서구화도 대장 선종의 분포 변화의 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인에 비해 미국인의 경우 대장 근위부

에서 대장암이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41 일본에서 지난 

20년간 근위부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37 통해 식생활

과 생활 습관의 서구화가 대장 선종의 분포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간

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록 연구 대상에서 폴립과 대장암의 과거

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였으나 3차 병원이라는 본원의 특성상 상

대적으로 많은 수의 환자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의 일반적인 인구 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 검진 목적만으로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종의 위치 분포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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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한다. 또 근위부 대장 선종의 증가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에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장 선종 환자의 36.4%가 원위부 대장 선종을 동반하

지 않고 근위부 대장에서만 선종이 발견되었으므로 대장암의 선별검

사로 S상결장경 검사만 시행하면 대장 선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약 

1/3 이상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근위부 대

장에 선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대장 선종 중 근위부 선종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

라서 앞으로 대장암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선별 검사로써 S상결

장경 검사보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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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를 조사하여 지난 10년간 대장 

선종의 위치 분포의 변화 양상과 이와 관련된 인자를 알아보았다. 근

위부 대장에 선종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연구기간 동안 연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진행성 선종이 있는 환자들 중 근위부 대장에 

진행성 선종이 있는 환자의 비율도 연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선종의 비율은 연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진행성 선종의 비율도 연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단일변량 분석결과 남성, 60세 이상, 

무경성 선종, 10mm 이하의 선종, 관상 선종, 저도의 이형성, 비진행성 

선종, 그리고 연구 기간의 후반부의 경우 선종이 근위부에 위치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다중변량 분석에서는 선종의 진행성 

여부가 선종의 위치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연도에 따라 근위부 대장에 선종이 있는 환자의 비율

과 근위부 대장에 위치하는 선종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 따라서 대장암의 선별검사로서 S상결장경 검사보다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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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ximal shift in the distribution of adenomatous polyps and Proximal shift in the distribution of adenomatous polyps and Proximal shift in the distribution of adenomatous polyps and Proximal shift in the distribution of adenomatous polyps and 

associated factors associated factors associated factors associated factors over over over over the pastthe pastthe pastthe past ten ye ten ye ten ye ten yeararararssss    

    

Sooyoung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n Ho Kim) 

 

Background: Background: Background: Background: The incidence of right side colon cancer is increasing, 

recently. Adenomatous polyp is precancerous lesion of colorectal 

cancer. However, there were not so many reports regarding 

chronologic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adenomatous polyps. We 

aimed to study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adenomatous polyps 

over the past ten years an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adenomatous polyps. Methods: Methods: Methods: Methods: We 

reviewed colonoscopic and pathologic reports of patients who 

underwent colonoscopy at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between January 1995 and December 2004. We enrolled the 

patients who had adenomatous polyp equal or larger than 5 mm. Of 

these patients, The patients who had incomplete colonoscopic 

examination or history of colon resection, polyp, colon cancer, 



 

 - 32 - 

polyposis syndrome, or inflammatory bowel disease were 

excluded. Total of 2,498 patients were enroll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Proximal colon was defined as the colon proximal to 

the sigmoid-descending junction. A large adenomatous polyp(≥

10mm) or adenomatous polyp with villous component, high grade 

dysplasia, or cancer transformation was defined as advanced polyp.    

Results: Results: Results: Results: Over the past 10 years,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had adenomatous polyp at proximal colon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48.5% to 66.3%(p<0.001), and that of patients with advanced 

polyp at proximal colon, from 42.9% to 52.6%(p=0.003). The 

proportion of proximal colon polyp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48.5% to 52.6% (p<0.001), and that of proximal advanced polyp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40.4% to 50.6% (p=0.018). Male sex, 

old age (≥60 years old), non-pedunculated polyps, small size 

(<10mm), tubular adenoma, low grade dysplasia, non-advanced 

polyps, and the recent years (≥2000)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oximal location of polyps Conclusions: Conclusions: Conclusions: Conclusions: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had adenomatous polyps at proximal colon and the 

proportion of proximal colon polyps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he past 10 years. Therefore, sigmoidoscopy as a screening test 

had limitation and it may be more reasonable to recommend 

colonoscopy especially in case of the man over 60 years old.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 colon polyp, location, distribution, proximal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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