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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t has been believed that there is a pure mucus-secreting cardiac mucosa (CM),
about 2 cm in length, below the gastroesophageal junction. However, recent reports suggest
that CM might not be located at the most proximal portion of the stoma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of proximal gastric mucosa and
patients’age, sex, their condition regarding the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nd severity of
chronic gastritis. Methods : Two pieces of mucosal tissue from the most proximal portion of
the stomach and the antrum of 44 pediatric and 85 adult patients were examined using a light
microscope. A rapid urease test was performed on the other antral specimen from each patient.
Results : In 46 (90.2%) out of 51 patients with aged 30 or under, only the pure acid-secreting
oxyntic mucosa (OM) was present at the most proximal portion of the stomach. The cardiac
or mixed oxyntocardiac mucosa (OCM) increased in prevalence with age. The CM or OCM
was found more frequently in patients with H. pylori infection or severe gastritis than in those
without H. pylori infection or those with mild gastritis.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
nificant differences within the same age groups. Conclusions : Although the OCM is some-
times present at the most proximal portion of the stomach, the CM is absent or rare in individ-
uals under the age of 30. The OCM or CM increases in prevalence with age. There are no direct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 of proximal gastric mucosa and a patient’s gender, his/her con-
dition regarding the H. pylori infection, and severity of chronic gast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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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근위부점막의유형과임상병리학적지표의관계

위 들문부는 위식도 연결 부위로부터 원위 2 cm 가량까지의

부분이며, 조직학적으로 이 부위에서는 기저부나 체부와는 달리

날문부와 비슷한 점액 분비샘이 관찰된다고 알려져 왔다.1 그러나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이 부위에 점액 분비샘이 존재하지 않고

기저부나 체부와 같이 벽세포와 주세포만으로 구성된 산 분비샘

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 한편 위 근위부의 조직학적 유

형과 Helicobacter pylori 감염 사이의 관계에 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위의 조직학적 유형과 나이, 성별,

H. pylori 감염 여부, 만성 위염의 정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소아 환자 44명과 성인 환자 85명에

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 으며 위 근위부에서 1개, 날문부에서

2개의 위 점막 조직을 채취하 다. 위 근위부 점막 조직은 식도

점막의 바로 밑에서 채취하 다.

위 근위부와 날문부 각각 1개의 조직은 통상적인 조직 처리 과

정을 통해 HE로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H. pylori 감

염 여부와 창자화생 유무를 조사하 고 Sydney System3에 따라

만성 염증의 정도를 결정하 다. 나머지 날문부 1개의 조직에

해서는 rapid urease test를 시행하 다. 조직을 2% 요소 배지

에 접종한 후 6시간 후에 검사하 다. 배지의 색이 노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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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으로 변한 것을 양성으로 판단하 다. 위 근위부 점막의

유형과 나이, 성별, H. pylori 감염, 염증 정도, 창자화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통계는 SPSS 10.0.5 통계 패키지(SPSS, Chicago, Illinois)를

이용하 으며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 분석을 시행하 다.

결 과

위 근위부 점막은 30세 이하 환자 51명 중 46명(90.2%)에서

위샘이 점액 분비 세포 없이 벽세포와 주세포만으로 되어 있는

점막(산 분비 점막, oxyntic mucosa)이었다(Table 1, Fig. 1).

그러나 그 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샘이 점액 분비 세포로만 되

어 있거나(점액 분비 점막, cardiac mucosa) 또는 벽세포와 점

액 분비 세포를 모두 가진 혼합형 점막(oxyntocardiac mucosa)

의 비율이 증가하여(p<0.01), 61세 이후에는 산 분비 점막, 점액

분비 점막, 혼합형 점막의 비율이 비슷하 다. 10세 이하의 소아

연령에서 예외적으로 혼합형 점막을 보인 3예의 생검 표본은 공

교롭게도 모두 슬라이드상에서 위 점막과 식도의 편평 상피가 연

결된 모습이 관찰된 경우 다(Fig. 2).

성별과 위 근위부 점막의 유형과는 관계가 없었다(Table 2).

위 근위부에서의 H. pylori 관찰 여부와 위 근위부 점막의 유

형과는 관계가 없었다(Table 3, p=0.263). 위 근위부 및 날문

부의 조직학적 검사와 rapid urease test 중 어느 하나라도 양

성인 경우를 H. pylori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하 을 때 H. pylori

감염 여부와 위 근위부 점막의 유형과의 관계를 보면, H. pylori

에 감염된 경우가 감염되지 않은 경우보다 위 근위부에서 점액

분비 점막 또는 혼합형 점막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았다(Table 4,

p=0.036). 그러나 같은 연령 군끼리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 로 H. pylori에 감염된 군

또는 감염되지 않은 군내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전히 점액

분비 점막 또는 혼합형 점막의 비율이 증가하 다(p<0.01).

p<0.01 by linear-by-linear association. OM: Oxyntic mucosa; OCM:
Oxyntocardiac mucosa; CM: Cardiac mucosa.

Age group Total
Type of cardiac mucosa

CMOCMOM

1-10 21 (87.5%) 3 (12.5%) 24
11-20 20 (95.2%) 1 (4.8%) 21
21-30 5 (83.3%) 1 (16.7%) 6
31-40 8 (72.7%) 2 (18.2%) 1 (0.1%) 11
41-50 7 (43.8%) 7 (43.8%) 2 (12.4%) 16
51-60 9 (40.9%) 9 (40.9%) 4 (18.2%) 22
61-70 7 (33.3%) 8 (38.1%) 6 (28.6%) 21
71- 2 (25.0%) 3 (37.5%) 3 (37.5%) 8
Total 79 34 16 129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the type of gastric car-
diac mucosa

p=0.818 by linear-by-linear association. OM: Oxyntic mucosa; OCM:
Oxyntocardiac mucosa; CM: Cardiac mucosa.

Sex Total
Type of cardiac mucosa

CMOCMOM

Male 48 (61.5%) 21 (26.9%) 9 (11.6%) 78
Female 31 (60.8%) 13 (25.5%) 7 (13.7%) 51
Total 79 34 16 129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the type of gastric car-
diac mucosa

p=0.263 by linear-by-linear association. OM: Oxyntic mucosa; OCM:
Oxyntocardiac mucosa; CM: Cardiac mucosa.

H. pylori Total
Type of cardiac mucosa

CMOCMOM

Absent 63 (68.5%) 15 (16.3%) 14 (15.2%) 92
Present 16 (43.2%) 19 (51.4%) 2 (5.4%) 37
Total 79 34 16 129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ce of Helicobacter
pylori in the cardia and the type of gastric cardiac mucosa

p<0.01 by linear-by-linear association. OM: Oxyntic mucosa; OCM:
Oxyntocardiac mucosa; CM: Cardiac mucosa.

Grade of chronic
inflammation

Total
Type of cardiac mucosa

CMOCMOM

0 to mild 49 (84.5%) 4 (6.9%) 5 (8.6%) 58
Moderate to severe 30 (42.3%) 30 (42.3%) 11 (15.4%) 71
Total 79 34 16 129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the grade of chronic inflamma-
tion in the cardia and the type of gastric cardiac mucosa

p<0.01 by linear-by-linear association. OM: Oxyntic mucosa; OCM:
Oxyntocardiac mucosa; CM: Cardiac mucosa.

Intestinal
metaplasia

Total
Type of cardiac mucosa

CMOCMOM

Absent 69 (78.4%) 13 (14.8%) 6 (6.8%) 88
Present 10 (24.4%) 21 (51.2%) 10 (24.4%) 41
Total 79 34 16 129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ce of intestinal meta-
plasia in the cardia and the type of gastric cardiac mucosa

p=0.036 by linear-by-linear association. OM: Oxyntic mucosa; OCM:
Oxyntocardiac mucosa; CM: Cardiac mucosa.

H. pylori
infection

Total
Type of cardiac mucosa

CMOCMOM

Absent 53 (72.6%) 11 (15.1%) 9 (12.3%) 73
Present 26 (46.4%) 23 (41.1%) 7 (12.5%) 56
Total 79 34 16 129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nd
the type of gastric cardiac muc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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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위부에 만성 염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보다 위 근위부에서 점액 분비 점막 또는 혼합형 점막이 관

찰되는 경우가 많았다(Table 5, p<0.01).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같

은 연령 군끼리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위 근위부에 창자화생이 있는 경우가 창자화생이 없

는 경우보다 위 근위부에서 점액 분비 점막 또는 혼합형 점막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았다(Table 6, p<0.01).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같은 연령 군끼리의 비교에서는 51-60세 연령 군을 제외하고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위 근위부 점막의 정상적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을 통

Fig. 1. (A) A representative biopsy specimen from the most proximal portion of the stomach shows a pure oxyntic mucosa. (B) The pure
oxyntic mucosa consists of eosinophilic parietal cells and basophilic chief cells.

A B

Fig. 2. (A) A representative biopsy specimen from the gastroesophageal junction. (B) High magnification of the gastric glands in the inset:
Glands are composed of both PAS-positive mucin-secreting cells and parietal cells (periodic acid-Schiff stain).

A B



해 여러 연령층에서 위 근위부 점막 조직 전체를 검사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부검을 통해 채취한 조직에서는 H. pylori가 실제

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관찰할 수가 없다.4 본 연구에

서는 위 근위부의 조직학적 유형과 H. pylori 감염 여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내시경 생검 표본을 연구 재료로 사용하 으

므로 위 근위부 전체를 검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30세 이하

환자 모두에게서 위식도 연결 부위 바로 밑에서 순수한 점액 분

비 점막이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 연령 군에서는 위 근

위부에 순수한 점액 분비 점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소견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연령 군에서 식도의 편평 상피와 위

근위부 점막이 연결되어 관찰된 3예 모두에서 혼합형 점막이 관

찰된 것으로 보아, 내시경 생검 표본 크기 정도의 혼합형 점막이

정상적으로 위 근위부 점막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소견은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슷하다. 즉,

Chandrasoma 등2은 부검을 통해 위 근위부 전체를 검사한 결

과 부분적으로 식도의 편평 상피가 직접 산 분비 점막과 연결된

부위가 있으며, 혼합형 점막은 모든 환자에게서 관찰되지만 56%

에서는 순수한 점액 분비 점막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 다. 점

액 분비 점막과 혼합형 점막의 길이는 개 5 mm 이내 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 길이가 길다고 하 다. 점액 분비 점막과 혼

합형 점막의 길이 5 mm는 내시경 생검 표본 크기 정도이다.

Kilgore 등5은 소아 부검 30예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예에서 위

근위부에서 순수한 점액 분비 점막이 관찰된다고 하 으며, 그

길이는 1-4 mm이고 나이나 성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 다. 여

기에 해 Chandrasoma 등6은 편집자에게 보내는 에서 순수

한 점액 분비 점막의 길이가 1 mm라는 것과 위 근위부 점막이

혼합형이라는 것의 차이는 모호하다고 지적하 다. Kilgore 등5은

점액 분비 점막의 길이와 나이 및 성별은 관계가 없다고 하 는

데, 그것은 그들의 연구 상이 모두 청년기 이하의 연령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모든 예에서 H. pylori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 는데 그것은 부검 표본을 상으로 하 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위 근위부 점막의 유형은 연령과만 관계가 있으

며, 성별, H. pylori 감염 여부, 만성 위염의 정도, 창자화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H. pylori 감염이 있는 경우,

만성 위염이 심한 경우, 그리고 창자화생이 있는 경우에 위 근

위부에서 점액 분비 점막 또는 혼합형 점막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H. pylori 감염률이 높고 이

에 따라서 만성 위염이 심한 경우가 많으며 창자화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7 사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위 근위

부 점막의 염증 정도와 창자화생의 존재 여부는 H. pylori 감염

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 관계가 있었다(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Morini 등8도 위 근위부 점막의 염증이 H. pylori와 관계

있으며 위식도 역류와는 관계없다고 하 다. 그러나 Roger 등9

은 반 로 위 근위부 점막의 염증은 H. pylori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위식도 역류와 관계가 있다고 하 다.

Chandrasoma 등10은 혼합형 또는 점액 분비 점막의 길이가

길수록 창자화생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 으며 혼합형 또

는 점액 분비 점막 자체가 위식도 역류와 관계가 있다고 하 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는 상 환자의 연령이나 H. pylori 감

염과의 관계에 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혼합형 또는 점액

분비 점막이 직접 창자화생이나 위식도 역류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H. pylori 감염을 매개로 하여 관계가 있는지가 분명하

지 않다.

결론적으로 30세 이하에서는 위 근위부에 순수한 점액 분비

점막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거나 드물며, 혼합형 점막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 근위

부에서 혼합형 또는 점액 분비 점막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길이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 근위부 점막의 유형은 성

별, H. pylori 감염 여부, 만성 위염의 정도, 창자화생의 유무와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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