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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위 MALT 림프종의 임상병리적 특성에 근거한 

방사선치료 전략

위 MALT 림프종이 H. pylori 감염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H. 

pylori 감염이 동반된 경우 일차적으로 제균요법을 시도하여 높은 관해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H. pylori 제균 요법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남아있거나 더 진행

된 경우, 또는 진단 당시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치료방법이 없다. 최근에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지 않았

거나 제균요법 후에도 병변이 남아있는 불응성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에서 국

소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좋은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 MALT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환자의 임상양상과 병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위 

MALT 림프종에서 국소적 방사선치료가 타당한지 분석하고, 방사선치료가 필요하

다면 적절한 치료범위를 결정하고자 하 다. 

199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위 

MALT 림프종으로 조직학적 진단이 확정된 226예의 환자 중 근치적 위절제술이 

시행된 72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으며,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각각 

43예와 29예 다. 수술은 위 절제와 위 주위 림프절 박리를 시행하 으며, 병변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근치적 위아전절제술과 근치적 위전절제술이 각각 31예와 

41예에서 시행되었다.

전체 대상 중 61.1%는 병변이 위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38.9%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 저등도 MALT 림프종은 45예 고 고등도 MALT 림프종이 27예

으며, 저등도 림프종에서는 66.7%가 점막과 점막하층에 국한되었지만 고등도 림

프종에서는 48.2%만 점막하층 이내에 국한되었다. 저등도와 고등도 림프종에 따른 

림프절 전이 정도는 각각 24.4%와 63.0%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분화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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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림프절 전이 빈도는 침윤정도가 깊을 수록 증가하 으며,  저등도 MALT 

림프종에서 병변의 침윤정도가 근육층까지 한정된 경우 전이된 림프절 갯수는 

1-2개 고 모두 위 주위 림프절에만 전이됨을 알 수 있었다. 고등도 MALT 림

프종의 림프절 전이 중 23.5%가 원격 림프절 전이 으며,  모두 근육층 이상 병변

이 침윤된 경우 다.

장막층 이내에 국한된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인 경우 림프절 전이 빈도가 

높지 않고, 전이된 림프절도 위 주위 림프절에 국한된다. 따라서 H. pylori 감염이 

없거나 또는 H. pylori 제균요법으로 완전관해되지 않은 경우 국소적인 치료로 완

치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국소 치료의 방법으로 위절제술보다 위를 보존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가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이 경우 방사선치료 범위는 위와 위 주

위 림프절만 포함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고등도 위 MALT 림프종은 림프절 

전이 빈도가 높으며, 특히 원격 림프절 전이를 잘 하기 때문에 위 림프종 중 가장 

많은 조직학적 유형인 diffuse large B-cell 림프종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처럼 화학

요법과 병행하여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MALT, 위 림프종, 림프절 전이, 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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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MALT 림프종의 임상병리적 특성에 근거한 

방사선치료 전략

<지도교수 서 창 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원

Ⅰ. 서론

전통적으로 원발성 위 림프종의 치료는 병리학적 진단과 병기 결정을 위하여 

위절제술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적 치료방법으로 방사선치료나 화학

요법을 사용했다.1-6 그러나 최근에 위내시경을 통한 다발적 조직검사로 진단의 정

확성이 높아지고, 내시경적 초음파검사 (endoscopic ultrasonography)를 이용하여 

병변의 침윤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방사선학적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단

과 병기 결정을 위한 시험적 개복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

다.
7,8
 그리고, 다른 림프종과 마찬가지로 위 림프종도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임상 

양상과 예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고 원발성 위 림프종의 치료경험이 축적되면

서 국소적 치료법으로 방사선치료가 위절제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

고 있다.
9,10 

특히, MALT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은 

Helicobactor pylori (H. pylori) 감염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H. 

pylori 감염이 동반된 경우 일차적으로 제균요법을 시도하여 높은 관해율을 보여

주고 있다.
11-15

 그러나, H. pylori 제균 요법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남아있거나 더 

진행되는 경우, 또는 진단 당시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종래의 위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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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등도 MALT 림프종은 발병부위에 국한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고 결막, 안와 등에서 발생한 저등도 림프종인 경우 저

선량 방사선치료에 잘 반응하여 국소적인 방사선치료 만으로도 높은 무병생존율

을 얻을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16-18

 또한, 최근에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제균요법 후에도 병변이 남아있는 불응성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에서 

국소적 방사선치료의 좋은 결과가 보고되어 위절제술을 대치할 수 있는 치료 방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9

본 연구에서는 위 MALT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환자의 임상양상과 

병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위 MALT 림프종에서 국소적 방사선치료가 타당한지 

분석하고, 방사선치료가 적용될 때의 적절한 치료범위를 결정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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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환자

199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위 MALT 림프종으로 조직학적 진단이 확정된 226예의 

환자 중 근치적 위절제술이 시행된 72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으며, 세브란스병

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각각 43예와 29예 다. 대상환자의 남녀 비는 1 : 1이었고, 

연령은 24세부터 77세까지 고루 분포하 으며, 중간 연령은 51세 다. 

Table 1. Treatment for 72 patients with gastric MALT lymphoma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Surgical extent

radical subtotal gastrectomy 

radical total gastrectomy

                         

31

41

Combined treatment

antibiotics

chemotherapy

radiotherapy

none

13

23

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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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방법                

수술은 위 절제와 위 주위 림프절 박리를 시행하 으며, 병변의 위치 및 크기

에 따라 근치적 위아전절제술과 근치적 위전절제술이 각각 31예와 41예에서 시행

되었다 (Table 1). 박리된 림프절의 수는 18개부터  78개 고 중간값은 38개 다. 

 대상환자 중 13예는 초기에 제균요법이 시행되었고, 화학요법은 고등도 27예

중 15예, 저등도 45예중 8예에서 시행되었는데, 1예를 제외하고 모두 위절제술 후 

실시되었다. 수술 후 화학요법은 CHOP 이나 BACOP 요법을 이용하여 3-4주 간

격으로 1회부터 8회까지 시행되었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2예는 모두 수술 후 시행

되었는데, 저등도와 고등도 림프종이 각각 1예 고 모두 위 주위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다. 방사선치료는 남은 위, 위 주위 림프절 및 대동맥 주위 림프절을 

포함하여 하루에 1.5 Gy와 1.8 Gy로 각각 30 Gy와 39.6 Gy가 조사되었다.  

3.  자료 수집

대상 환자들의 입원 및 외래 기록을 면 히 조사하 다. 수술 전 위내시경 기

록과 조직병리소견, 수술 당시 소견과 수술 후 조직병리 소견을 확인하 다. 

4. 결과에 대한 분석과 통계처리

저등도와 고등도 MALT 림프종 간의 임상병리적 특성 및 림프절 전이유무에 

따른 임상양상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 고,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두 군간 차이의 유의성을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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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상환자의 임상병리적 특성

전체 대상중 44예는 병변이 위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28예는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었다. 저등도 MALT 림프종은 45예 고 고등도 MALT 림프종이 27예 는

데, 이 중 5예는 저등도 MALT 림프종과 diffuse large B cell 림프종이 동반되어 

있어서 고등도 MALT 림프종으로 분류하 다. 진단 시 조직병리 소견 상으로 H. 

pylori 감염 유무의 확인이 가능한 36예 중 27예 (75%)에서 H. pylori 감염이 동

반되었으며,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도 9예 있었다. 병변이 점막층, 

점막하층 , 근고유층, 장막층 이상 침윤된 경우가 각각 8예, 35예, 16예, 13예 있었

다. 병변의 크기를 알 수 있었던 58예 중 병변 최장 크기가 5cm 이하인 경우가 

31예 (53.5%) 고, 10cm 보다 큰 경우는 6예 (10.3%)에 불과하 다. 병변 위치를 

알 수 있었던 58예 중 40예 (69.0%)가 위체부나 위전정부에 병변이 국한되어 있었

으며, 위유문부에 병변이 있었던 경우는 단지 2예에 불과하 다. 16예 (27.6%)에서 

병변이 두 부위 이상에 걸쳐 있었는데 이 중 15예는 위체부와 위전정부에 걸쳐서 

관찰되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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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72 patients with gastric MALT 

lymphoma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Stage

IE

IIE

44(61.1)

28(38.9)

Histologic grade

low

high

45(62.5)

27(37.5)

H. pylori infection

yes

no

unknown

27(37.5)

 9(12.5)

36(50.0)

Depth of invasion

mucosa

submucosa

muscle

serosa

8(11.1)

35(48.6)

16(22.2)

13(18.1)

Tumor size(maximum diameter)

≤5cm

5cm - 10cm

10cm  <

unknown

31(43.1)

21(29.2)

6(8.3)

14(19.4)

Tumor localization

gastric body

gastric antrum

pylorus

multiple

unknown

28(38.9)

12(16.7)

2(2.8)

16(22.2)

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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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MALT 림프종 분화도에 따른 임상병리적 특성 분석

위 MALT 림프종의 분화정도에 따라 저등도와 고등도로 나누어 두 군의 특성

을 비교해 보았다 (Table 3). 저등도인 경우 여성이 다소 많았고, 고등도에선 남성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고등도 림프종에서 저등도 

림프종보다 상대적으로 위전절제술이 다소 많이 시행되었으며, H. pylori 감염이 

동반된 경우는 저등도 림프종이 고등도 림프종보다 많았으나 의미있는 차이는 아

니었다. 분화도에 따른 위벽 침윤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저

등도 림프종에선 66.7%가 점막과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었고 장막 이상 침범된 

경우는 15.6%에 불과하 지만, 고등도 림프종에선 48.2%가 점막하층 이내에 국한

되었고 22.2%가 장막 이상 침윤되었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저등도와 고등

도 림프종에 따른 림프절 전이 정도는 각각 24.4%와 63.0%로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차이가 있었다. 병변 크기는 고등도 림프종이 저등도 림프종보다 큰 경우가 다

소 많았으며, 병변 위치는 분화도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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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histologic grade in 

patients with gastric MALT lymphoma

Characteristics Low-grade High-grade P-value

Sex

male

female

20

25

16

11

0.224

Surgical extent

RSTG
1

RTG2

21

24

10

17

0.578

H. pylori infection

yes

no

unknown

19

5

21

8

4

15

0.414

Depth of invasion

mucosa

submucosa

muscle

serosa

7

23

8

7

1

12

8

6

0.287

Lymph node metastasis

yes

no

11

34

17

10

0.001

Tumor size(maximum diameter)

≤5cm

5cm - 10cm

10cm  <

unknown

19

14

1

11

12

7

5

3

0.082

Tumor localization

gastric body

gastric antrum

pylorus

multiple

unknown

16

8

1

9

11

12

4

1

7

3

0.931

1 : radical subtotal gastrectomy

2 : radical total gast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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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병리적 특성에 따른 림프절 전이 빈도

임상병리적 특성에 따라서 림프절 전이율을 분석해 보았다 (Table 4). 성별, 수

술 정도에 따른 림프절 전이 유무는 차이가 없었다. H. pylori 감염이 없는 경우

에 66.7%에서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어 H. pylori 감염이 동반된 경우보다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향을 보 다. 병변의 침윤정도가 점막층, 점막하층, 근고유층 그리

고, 장막층 이상으로 깊어짐에 따라 림프절 전이 정도는 12.5%, 22.9%, 68.8%, 

61.5%로 의미있게 증가하 다. 그리고, 병변의 크기가 5cm 이하, 5cm 보다 크고 

10cm 이하, 10cm 보다 큰 경우 각각 림프절 전이가 29.0%, 52.4%, 83.3%로 병변 

크기가 클수록 림프절 전이 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도 림프절 전이 정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 는데, 병변이 위체부에만 국한된 경

우, 위체부와 위전정부에 걸쳐있는 경우 림프절 전이 빈도가 각각 42.6%, 75.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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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cidence of lymph node metastases according to the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in gastric MALT lymphomas

Characteristics
Lymph node metastasis

P-value
yes no

Sex

male

female

13

15

23

21

0.629

Surgical extent

RSTG1

RTG
2

10

18

21

23

0.482

H. pylori infection

yes

no

unknown

7

6

15

20

3

21

0.084

Depth of invasion

mucosa

submucosa

muscle

serosa

1

8

11

8

7

27

5

5

0.002

Tumor size(maximum diameter)

≤5cm

5cm - 10cm

10cm  <

unknown

9

11

5

3

22

10

1

11

0.027

Tumor localization

gastric body

gastric antrum

pylorus

multiple

unknown

12

1

0

12

3

16

11

2

4

11

0.003

1 : radical subtotal gastrectomy

2 : radical total gast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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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LT 림프종 분화도별 림프절 전이와 병변의 침윤 정도 

비교

분화도에 따른 병변 침윤과 림프절 전이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Table 5). 저등도 

MALT 림프종은 병변이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 한 예도 림프절 전이가 없었고 점

막하층까지 침윤된 경우에 17.4%만 림프절 전이를 보 다. 그러나 병변이 근육층 

이상으로 침윤된 경우는 46.7%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 고등도 MALT 림프종

은 병변이 점막하층 이내로 침윤된 경우라도 38.5%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으며, 

근육층 이상 침윤된 14예 중 2예를 제외한 85.7%에서 림프절 전이를 보 다. 이처

럼 위 MALT 림프종의 림프절 전이 정도는 분화도에 관계없이 침윤 정도가 깊을 

수록 림프절 전이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Relation between the depth of invasion and the lymph node 

metastases according to the histologic grade in gastric MALT lymphoma

Low-grade High-grade

No. of LN metastasis / 

Total No. of patients (%)

No. of LN metastasis /

Total No. of patients (%)

Depth of invasion

mucosa

submucosa

muscle

serosa

0/7  (0)

4/23 (17.4)

4/8  (50.0)

3/7  (42.9)

1/1  (100.0)

4/12 (33.3)

7/8  (87.5)

5/6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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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저등도 MALT 림프종 환자의 임상

병리적 특성

저등도 MALT 림프종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11예의 임상병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Table 6). 여성의 림프절 전이 빈도가 남성보다 약간 높았고 (남성 

20%, 여성 28%), 병변 크기는 모두 5cm 이상이었으며, 병변 위치는 모두 위 체부

와 전정부에 있었다. 박리된 림프절수는 25개부터 78개로 다양하 고, 근육층 이내

에 침윤된 경우 전이된 림프절 갯수는 1-2개 지만, 장막층 이상 침윤된 경우 7개 

이상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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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linicopathologic features in 11 patients with lymph node metastases 

in low-grade gastric MALT lymphoma

Patient

Number
Invasion depth Sex

Tumor 

size(cm)

Tumor 

site

Number of metastatic 

LN/total dissected LN

Site of metastatic 

LNs

1 submucosa M 14
body
antrum 2/78 greater curvature

2 submucosa F 8 body 1/64 greater curvature

3 submucosa F 10
body
antrum 1/28 lesser curvature

4 submucosa F 10
body
antrum 1/38 lesser curvature

5 muscle M unknown body 1/25 greater curvature

6 muscle M 8
body
antrum 2/64 greater curvature

7 muscle F 5 unknown 1/57 infrapyloric

8 muscle F 6 body 1/52 suprapyloric

9 serosa M 8 body 16/65

left cardiac
left gastric
paraaortic
omental

10 serosa F 5 unknown 7/63 unknown

11 serosa F unknown
body
antrum 9/29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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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등도 MALT 림프종의 림프절 전이를 도식화해 보았다 (Figure 1). 대부분의 

림프절은 위 주위 림프절에 전이되었지만, 장막층 이상으로 병변이 침윤하 던 1

예에서 대동맥주위 림프절과 그물막 림프절에 전이가 있었다.

 

Figure 1. Locations of lymph node metastasis in low-grade gastric MALT 

lymphoma : the numbering of lymph node stations as prescribed by the 

Japanese Research Society for Gastric Cancer. Number 1 is right cardiac, 2 left 

cardic, 3 lesser curvature, 4 greater curvature, 5 suprapyloric, 6 infrapyloric, 7 

left gastric artery, 8 common hepatic artery, 9 celiac artery, 10 splenic hilum, 

11 splenic artery, 12 hepatoduodenal ligament, 13 retropanceatic, 14 mesenteric 

root, 15 middle colic artery, 16 para-aortic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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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고등도 MALT 림프종 환자의 임상

병리적 특성

고등도 MALT 림프종 중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17예의 특성을 보면 병변이 

근육층 이상으로 침윤된 경우에 점막하층 이내로 국한된 경우보다 그 크기가 상

대적으로 컸으며, 병변은 모두 위 체부와 전정부에 위치하 다. 박리된 림프절 수

는 19개부터 54개 고, 전이된 림프절의 수는 1개부터 25개로 다양하 는데 전이

된 림프절 수와 병변 침윤 정도 사이에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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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inicopathologic features in 17 patients with lymph node metastases 

in high-grade gastric MALT lymphoma

Patient

Number

Invasion 

depth
Sex

Tumor 

size(cm)

Tumor 

site

Number of metastatic 

LN/total dissected LN

Site of metastatic 

LNs

1 mucosa F 3.5
body 

antrum
2/54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

2 submucosa M 3 body 2/30 greater curvature

3 submucosa F 3 body 9/35 greater curvature

4 submucosa F 4
body 

antrum
6/36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

5 submucosa F 15
body 

antrum 2/27 lesser curvature

6 muscle M 3 body 2/35
lesser curvature 

left gastric

7 muscle M 11
body 

antrum 2/36 omental

8 muscle M 9
body 

antrum 1/37 greater curvature

9 muscle M 14 body 25/49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 
splenic hilum

10 muscle F 15 body 
antrum

3/19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

11 muscle F 7 body 6/39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

12 muscle F 5 body 16/34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 
splenic hilum

13 serosa M 4 antrum 3/42
right gastric 

lesser curvature 
infrapyloric

14 serosa M 7 body 3/34 greater curvature

15 serosa M 8 body 2/43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

16 serosa M 10 body 3/40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

17 serosa F unknown unknown 1/49 o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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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도 MALT 림프종의 림프절 전이를 도식화해 살펴보았다 (Figure 2). 대부분

의 림프절 전이는 위 주위 림프절에 있었지만 비장문과 그물막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가 각각 2예씩 있었는데, 모두 병변이 근육층 이상 침윤된 경우 다. 

Figure 2. Locations of lymph node metastasis in high-grade gastric MALT 

lymphoma : the numbering of lymph node stations as prescribed by the 

Japanese Research Society for Gastric Cancer. Number 1 is right cardiac, 2 left 

cardic, 3 lesser curvature, 4 greater curvature, 5 suprapyloric, 6 infrapyloric, 7 

left gastric artery, 8 common hepatic artery, 9 celiac artery, 10 splenic hilum, 

11 splenic artery, 12 hepatoduodenal ligament, 13 retropanceatic, 14 mesenteric 

root, 15 middle colic artery, 16 para-aortic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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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림프절 외 MALT 림프종은 위, 갑상선, 안와, 침샘, 폐, 유방, 방광, 피부 등에

서 생길 수 있는데 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 림프종

의 50% 가량이 MALT 림프종으로 알려져 있다.
16,20-22

 침샘이나 갑상선에서 발생

하는 MALT는 쇼그렌 증후군(Sjogren's syndrome)이나 하시모토 갑상선염

(Hashimoto's thyroiditis)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위에서는 H. pylori 감염에 의해 만성위염이 동반되면 위 조직에 MALT가 형성되

고, 위 MALT 림프종의 70% 이상에서 H. pylori 감염이 동반된다고 보고되고 있

다.
23-27

위 MALT 림프종과 H. pylori 감염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1993년에 

Wotherspoon 등이 처음으로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에 항생제 치료를 시도하

다.
28,29

 H. pylori 감염이 있는 6예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하여, 위내시경과 조직

검사 상 모두 완전 관해를 얻었고 치료 후 6년 이상 무병으로 추적관찰됨으로써 

위 MALT 림프종에서 H. pylori 제균요법으로 림프종이 치료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이 결과는 다른 보고들에서도 확인되는데, 위 MALT 림프종에서 H. pylori 

제균요법을 실시했을 때 완전 관해 정도는 60-100%로 다양하게 보고되었으며, 점

차 위 MALT 림프종에서 H. pylori 감염이 동반된 경우의 초기 치료방법으로 정

착되고 있다.
22,30

 H. pylori 제균요법에 반응하는 정도는 병변의 위벽 침범 정도나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Sackmann 등

31
의 연구를 보면 

22예의 환자에서 H. pylori 제균요법으로 54%가 완전 관해가 되었고, 23%는 반응

이 없었다. 그리고 점막하층 이내에 병변이 국한된 경우 치료 후 일년에 79%에서 

완전 관해되었지만 근육층 이상 침윤된 경우는 한 예도 완전 관해되지 않았다. 

Nakamura 등32은 41명 환자의 71%가 완전 관해되고, 17%는 반응이 없었는데, 점

막층에 국한된 경우는 93%가 완전 관해되었지만 점막하층 이상 침윤된 경우의 완

전 관해율은 23%에 불과하다고 보고하 다. Ruskone-Fourmestraux 등
33
의 보고

에 따르면 34명의 환자에게 H. pylori 제균요법을 실시해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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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79%,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 56%만 완전 관해를 보 고, 진단시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지 않았던 경우는 한 예도 관해되지 않았다. Steinbach 등

34도 병변이 점막하층 이내에 국한된 경우 완전 관해율이 70% 지만, 근육층 이상 

침범하 거나 림프절에 전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48%만 완전 관해되었고 역시 H. 

pylori 감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한 예도 관해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진단시 H. pylori 감염이 없었거나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어 H. 

pylori 제균요법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남아있거나 또는 치료 중 병이 

더 진행된 경우의 구제요법이 필요한데,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단독 혹은 복

합치료가 고려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치료방법은 없다.30,35,36

위 림프종에 대한 수술은 과거에 널리 시행되었고 현재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Cogliatti 등은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의 위절제술을 시행한 결과를 보고하

다.37 69예 환자 중 45예는 위절제술만 시행했고 나머지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

료를 추가로 시행했는데, 전체 5년 생존율은 91% 고 위절제술만 한 경우와 추가 

요법이 시행된 경우의 생존율 차이는 없었다. Montalban 등은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으로 위절제술만 시행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을 100%로 보고하 다.38 그러

나 위절제술 시 국소제어율은 뛰어나지만, MALT 림프종은 종종 다발성 병변을 

갖기 때문에 절제변연이 충분하더라도 남아있는 위 점막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

다.39 따라서 MALT 림프종에서 전위절제술이 아전위절제술보다 재발 가능성은 

낮출 수 있으나, 전위절제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는 단점이 있

다.
22,30 

위 MALT 림프종에서 화학요법은 수술이나 방사선치료와 함께 병용치료로 이

용되고 있다. Nakamura 등은 위 림프종에서 수술 단독과 수술 후 복합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간의 생존율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다.
40
 Montalban 등은 저등도 84

예와 고등도 49예의 위 림프종 환자의 수술 단독, 화학요법 단독, 수술 후 화학요

법 보강 시 5년 생존율이 각각 100%, 34%, 100%로 보고하여, 저등도 위 림프종에

서 화학요법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 다.
38
 Hammel 등은 저등도 MALT 림프종

으로 진단 받은 24예에게 1-2년 동안 알킬화약 (cyclophosophamide나 

chlorambucil)을 복용토록 하 다.
41
 위에만 병변이 국한된 경우가  17예, 폐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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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지 병이 퍼졌던 경우가 7예 는데 치료 후 18예(75%)에서 완전 관해되었으

며, 이중 5예가 모두 원발병소 부위에 재발하 다. Hammel 등은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에서 단일 화학요법이 병기에 관계없이 위절제술을 대체할 수 있다

고 주장하 다.
16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발부위 병소에 국한되어 오랜기간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는 저등도 MALT 림프종은 초기인 경우 국소적 치료방법으로 

좋은 치료 성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저등도 MALT 림프종에 대한 화학요법의 경

험이 많지 않으므로 화학요법은 진행된 병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겠다.

위 MALT 림프종에서 방사선치료의 경험은 많지 않다. Schechter 등은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어 초기치료로 제균요법

을 하 으나 완전 관해되지 않은 17예의 초기 저등도 위 MALT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위와 위 주위 림프절에 4주 동안 28.5 - 43.5 Gy (중간값 30 Gy )를 조

사하 다.
19
 치료 후 위내시경과 조직생검을 통하여 모두 완전관해되었음을 확인하

고 추적관찰기간(11-68개월) 동안 한 예도 재발되지 않았으며, 치료 중 급성 부

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Tsang 등은 여러 부위에 발생한 병기 1기와 2기 저등도 

MALT 림프종 환자 70명 중 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던 62명의 전체 국소제어율은 

97% 으며, 이 중 위 MALT 림프종 9예가 포함되었는데 위와 위 주위 림프절에

만 20-30 Gy 조사하여 한 예도 재발하지 않았음을 보고하 다.16 또한 Park 등은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H. pylori 제균요법에 반응하지 않았던 6예

의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에서 위와 위 주위 림프절에 방사선치료 (30-39 Gy)

를 실시하 는데, 추적관찰기간 (5 -65개월) 동안 한 예도 재발되지 않았고, 위 천

공이나 출혈도 없었다고 보고하 다.
42
 이처럼 위 MALT 림프종 환자에 대한 저

선량 방사선치료는 완전 관해를 얻을 수 있고 위를 온전히 보존하는 효율적인 치

료라 생각된다. 

보고되는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위 림프종에서 림프절 전이는 10% 이상부터 

50% 이내로 보고되고 있으며,
6,7,10,33,34,38

 Montalban 등은 저등도 위 MALT 림프종

인 경우 24%, 고등도인 경우 41%의 림프절 전이를 보고함으로써 저등도 MALT 

림프종인 경우 본 연구와 유사한 전이빈도를 보 다. 또한, 위 MALT 림프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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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벽 침범 정도가 림프절 전이에 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알려진 것처

럼,
43 

본 연구에서도 분화도에 관계없이 병변 침윤정도가 깊을 수록 림프절 전이와 

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에서 병변이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 전이된 림프절은 위 주위 림프절에만 국한됨을 알 수 있

었는데, 아직까지 다른 문헌에서 위 MALT 림프종에서 림프절 전이 위치가 보고

된 바는 없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H. pylori 감염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H. pylori 제균요

법에 불응하는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에서 방사선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을 높

이며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효율적인 치료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위 방사선치료시 위 천공이나 출혈 가능성, 간과 신장에 대한 방사선 부작용 때문

에 방사선치료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보고된 문헌에 의하면 방사선에 

의한 위 천공이나 출혈의 위험은 4% 미만이며, 초기인 경우 위험성은 더 적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36,44-46

 특히 방사선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표재성 저등

도 림프종에서는 천공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거에는 위 림프종

의 방사선치료 시 치료범위가 위, 위 주위 림프절 그리고 대동맥 주위 림프절까지 

포함되 다소 넓었다.
3 
그러나 본 연구결과처럼 저등도 MALT 림프종에서 병변이 

근육층 이하까지만 침윤된 경우는 림프절 전이가 있더라도 위 주위 림프절에 국

한되므로 방사선치료 시 치료범위에는 위와 위 주위 림프절만 포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간과 신장의 일부에만 방사선이 조사되고, 간과 신장

의 견딤선량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조사가 시행되므로 간과 신장에 부작용은 없

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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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위 MALT 림프종에 국소적 방사선치료가 타당한지 알아보고, 방사선치료를 적

용할 때의 적절한 치료범위를 결정하고자 위 MALT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양상과 병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위 MALT 림프종의 65%가 저등도 림프종이었으며, 38.9%에서 복강내 림프

절 전이가 동반됨을 알 수 있었다. 

2. 위 MALT 림프종에서 병변의 침윤 정도가 깊어짐에 따라 림프절 전이가 의

미있게 증가하 고(p=0.002), 저등도와 고등도 MALT 림프종에 따른 림프절 전이 

정도는 각각 24.4%와 63.0%로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 다(p=0.001).

3. 저등도 MALT 림프종에서 병변의 침윤정도가 근육층까지 한정된 경우 전이

된 림프절 갯수는 1-2개 고 모두 위 주위 림프절에만 전이됨을 알 수 있었다.

4. 고등도 MALT 림프종의 림프절 전이 중 23.5%가 원격 림프절 전이 으며,  

모두 근육층 이상으로 병변이 침윤된 경우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등도 위 MALT 림프종인 경우 림프절 전이 빈도가 높지 

않고, 병변이 근육층 이하로 침윤된 경우 전이된 림프절도 위 주위 림프절에 국한

되기 때문에 H. pylori 감염이 없거나 또는 H. pylori 제균요법으로 완전관해되지 

않은 경우 국소적 치료방법으로 위절제술 대신 저선량 방사선치료가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 경우 방사선치료 범위는 위와 위 주위 림프절만 포함하면 충분

하다고 판단되며, 장막층 이상 병변이 침윤된 경우 필요하다면 림프절 전이 유무

와 위치를 CT, 18F-FDG PET 등을 통하여 판단하고 방사선치료 범위를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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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겠다. 고등도 위 MALT 림프종은 림프절 전이 빈도가 높으며, 특히 

원격 림프절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위 림프종 중 가장 많은 조직학적 유형인 

diffuse large B-cell 림프종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처럼 화학요법과 병행하여 수술

이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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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priety of Radiation therapy as a Treatment 

Modality in a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Won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g Ok Suh)

To provide a rationale for using local radiotherapy to treat a low-grade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 lymphoma of the stomach, a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Seventy two patients with a gastric MALT lymphoma, who had received 

radical operation between 1991 and 2001 in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and Samsung Medical Center,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Among them, 45 

patients were low grade and the others were high grade. Their ages ranged 

from 24 to 77 with a median age of 51 years. The depth of the invasion into 

the gastric wall and the lymph node spread pattern according to pathologic 

grade were analyzed.

Forty four patients were stage I and  28 were stage II. The tumors were 

confined in the mucosa or submucosa in 43 patients (58.9%).  In the 

low-grade group, tumor extension into  the mucosa only, the submucosa, the 

muscularis propria, and the serosa was 15.6%, 51.1%, 17.8% and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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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In the high-grade group, tumor infiltration within the submucosa 

was observed in 13 cases (48.1%), and in 6 cases (22.2%), it had infiltrated 

beyond the serosa. Lymph node involvement was identified in 24.4% of the 

low-grade lymphoma cases and in 63.0% of the high grade cases. In the 

low-grade group, lymph node involvement was limited to the perigastric lymph 

nodes in all cases except one. One patient with a tumor infiltration beyond the 

serosa revealed extensive lymph node involvement into the para-aortic and 

omental lymph nodes.

In low-grade gastric MALT lymphoma, the rate of tumor invasion into the 

lymph nodes was low, and most metastases were limited to the regional lymph 

nodes. As a low-grade lymphoma can be controlled with low dose 

radiotherapy, irradiating the stomach and regional lymph nodes only can be 

used instead of a surgical resection if the tumor invasion is confined within 

the serosa.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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