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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stemicReviewofStudiesforTraditionalChineseTreatmentofIntestinalMetaplasia
-ResearchusingCNKI

Bo-ramLee,Won-illKim

Dept.ofKoreanInternalMedicine,CollegeofKoreanMedicine,Dong-Eui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ThepurposeofthisresearchistoinvestigaterecentclinicalstudiesofIntestinalMetaplasia(IM)basedona

searchoftheChinaNationalKnowledgeInfrastructure(CNKI).
Methods:WeinvestigatedrecentclinicalstudiesofOrientalmedicinetherapiesintraditionalChinesemedicaljournalsfor

IM throughaCNKIsearch.20clinicalarticlespublishedfrom2010to2016wereanalyzed.Thisstudyexaminedtheauthors,
publicationyears,typesofstudies,criteriafordiagnosisandevaluation,periods,purposesofstudyandarticlesclassifiedby
methodsoftreatment.
Results:Mostofarticleswereclassifiedasrandomizedcontrolledtrial.IM wasdiagnosedusinggastroscopy,pathological

examinationandclinicalsymptomsinahighproportionofarticles.Thecriteriaforevaluationmostfrequentlyusedwerethe
effectiveratiosofclinicalsymptoms,gastroscopyandpathologicaltests.ThemethodsoftreatmentinallstudieswereChinese
herbmedicine.Acupuncture,acupointinjectiontherapy,andembeddingtherapywerealsousedinseveralstudies.
Conclusion:Inthisstudy,theChinesetreatmentforIM wasmarkedlyeffective.ToimprovethetreatmentofIM inKorea,

manyclinicalstudiesandcasereportsarerequired,basedonChinesemedicine.

Keywords:intestinalMetaplasia,CNKI,traditionalChinesemedicine,metaanalysis

Ⅰ.서 론

국내 암의 발생 빈도는 연간 약 3만명으로 발

생률이 13.4%이며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에

발생 1 에 해당한다.성인 남성에서 발병 1 이며

성인 여성의 경우도 상 5 암 하나로 분류된

다
1
. 암의 원인으로는 식생활 습 ,환경 인 요

인,사회경제 요인 외에 Helicobactorpylori(이하

H.pylori)감염,만성 축성 염,장상피화생 등

의 기 질환을 들 수 있다
2,3
.1965년 Lauren.P가

암을 장형(intestinaltype)과 미만형(diffusetype)

으로 구분한 이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암의

험도가 높은 동양에서는 장형 암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고
4
,장형 암은 장상

피화생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5
.

장상피화생이란 한 종류의 성숙한 세포에서 다른

종류의 성숙한 세포로의 가역 변화로 열악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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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세포 형태로의 응 치환을

말하며, 장의 장상피화생이란 막의 상피세포

가 배상세포(globletcell),흡수세포(absorptivecell),

Paneth세포 다양한 내분비 세포를 포함하는 소장

혹은 장형의 상피세포로 치환되는 것을 의미한다6.

장상피화생은 암의 요한 구병변으로 알려

져 있다.Bonne등이 처음 장상피화생과 암의

계를 보고
7
한 이후로 암의 발생과정에서 장상

피화생의 련성에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H.pylori감염에 의한 표재성 염에서

만성 축성 염,소장 화생, 장 화생,그리고

이형성의 암 단계를 거쳐 선암종으로 발 한

다는 연구가 보고8된 바 있다.

장상피화생에 한 치료는 임상 증상에 따른 증

치료를 시행하거나 H.pylori의 제균 치료에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뚜렷한 치료법이 부재한 상황이

다. 한 국내에서 진행된 장상피화생에 한 한의학

연구도 무한 실정으로 만성 염,만성 축성

염에 한 증례 보고가 각각 1편씩 있으나 장상피

화생에 한 연구나 증례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자는 2010년 이후 장상피화생과 련된

최신 임상 연구 분석을 통하여 장상피화생에 한

한의학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연구의 방법을 분

석하여 향후 국내에서의 장상피화생에 한 한의

학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Ⅱ.연구 상 방법

1.논문의 검색과 선별

국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국지식기 시

설공정(中國知識基礎施設工程,http://www.cnki.net)

에서 장상피화생의 임상치료에 한 논문을 조사

하 다.검색범 를 의학, 약학, 서의결합(中

醫學,中藥學,中西醫結合)으로 설정하 고,최신

임상 연구 동향을 악하기 해 2010년 이후로 발

표된 임상 논문을 상으로 하 다.Searchfield에

서 Title을 ‘肠上皮化生’으로 검색하 으며 총 41개

의 논문이 검색되었다.검색된 논문 치료와

련된 임상 연구가 아닌 논문,사람을 상으로 하

지 않은 연구이거나 장상피화생과 련 없는 임상

연구, 복된 연구를 제외한 20편의 논문을 록과

원문을 분석하여 최종 으로 선별하 다.

2.연구 방법

선별된 논문에 하여 논문의 발표 년도,임상

연구 디자인,진단 평가 기 ,연구 상 수

연구 상의 특성,치료 기간,연구의 질을 분석

평가하고 각 연구에서 사용된 치료법에 따라 연구

를 체계 으로 분석하 다.선별된 논문 조

임상 연구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해 JadadQuality

AssessmentScale을 사용하 다.Jadadscale은 무

작 배정 순서의 생성과 배정,이 맹검,탈락자

보고 여부에 한 3가지 항목에 해 0,1,2 으로

평가하여 무작 조군 임상시험을 평가하는 도

구로,총 0~5 의 범 에서 평가한다.3 이상이

면 질 높은 연구로,2 이하일 경우는 연구의 질

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Fig.1.Flowdiagrampreferredreportingitemsfor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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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과

1.발표 연도

발표 연도는 2016년에 2편9,10,2015년에 2편11,12,

2014년에 각 4편
13-16
,2013년에 4편

17-20
,2012년에 2

편21,22,2011년에 4편23-26,2010년에 2편27,28씩이었다

(Table1).

2.임상 연구 형식

총20편의논문 무작 조군시험(RCT)
9-15,18-28

이 18편,비 조군 시험16,17이 2편이었다.

Title Institute
Published
year

Clinicalresearchofluoyinghuazhuojieduformulainthetreatment
ofchronicatrophicgastritiswithintestinalmetaphase

9 河北医科大学 2016

香砂温中汤治疗慢性萎缩性胃炎伴肠上皮化生32例
10

河南省漯河 召陵区人民医院中医科 外 2016

ClinicalObservationonXiaopiYuweiDecoctionwithWeifuchun
TabletsintheTreatmentof64casesofChronicAtrophic
GastritiswithIntestinalMetaplasiaorDysplasia11

瑞安 中医院 2015

柴芍消痞汤治疗慢性萎缩性胃炎伴肠上皮化生效果研究
12

齐齐哈 中医医院 2015

消痞愈萎汤治疗萎缩性胃炎伴肠上皮化生40例观察
13

浙江省瑞安 中医院 2014

柴芍消痞汤治疗慢性萎缩性胃炎伴肠上皮化生的临床研究
14

佛山 南海区第二人民医院中医科 2014

TheeffectofYiqiHuashengdecoctiononthetreatmentof
intestinalmetaplasiaofgastricmucosa

15 上海 普陀区中医医院中医内科 外 2014

AClinicalResearchofShenqiDecoctiontoTreatChronicAtrophic
GastritiswithIntestinalMetaplasia16

南京中医药大学 2014

半夏泻心汤加味治疗肠上皮化生65例
17

徐州 中医院 2013

EffectofDecoctionforNourishingStomachCombinedwith
AcupointInjectiononChronicAtrophicGastritisAccompanied
withIntestinalMetaplasia,AReportof56Cases

18
陕西中医学院 2013

ClinicalEffectsof“ChanghuaRecipe"inTreatingChronic
AtrophicGastritiswithIntestinalMetaplasia

19 上海中医药大学附属曙光医院消化科 2013

TheClinicalStudyontheEfficacyofWeikangDecoctionon
CAGwiththeIM

20 河北医科大学 2013

补泻萎愈汤配合针刺治疗慢性萎缩性胃炎伴肠上皮化生42例
21

南阳医学高等专科学校中医系 外 2012

ClinicalObservationonTherapeuticEffectofHuazhuojiedufang
onChronicAtrophicGastritiswithIntestinalMetaplasia

22 河北大学 2012

中药汤剂治疗慢性萎缩性胃炎伴肠上皮化生的临床观察23 新疆医科大学第五附属医院 2011

四合汤合穴位埋线治疗慢性萎缩性胃炎伴肠上皮化生60例
24

广西武鸣县中医医院消化内科 2011

中西医结合治疗萎缩性胃炎肠上皮化生临床观察
25

解放军第九四医院消化科 2011

活胃治萎汤治疗慢性萎缩性胃炎伴肠上皮化生疗效观察
26

新疆医科大学第六附属医院中医科 外 2011

ClinicalResearchofQilianShupiGranuleintheTreatment
ofChronicAtrophicGastritiswithIntestinalMetaplasia

27 山东省中医药大学附属医院 外 2010

化 解毒益气法治疗慢性萎缩性胃炎伴肠上皮化生的临床研究28 北京中医药大学 2010

Table1.SortsofStudiesbyTitle,Institute,Publishe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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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 평가 기

장상피화생의 진단 경 (輕重)에 한 단

은 내시경검사와 병리조직검사를 통해 이루어졌

으며 질환의 경 을 의학 증상과 변증에 따라

진단하는 연구도 있었다.서양의학 진단의 문헌

기 으로는 ≪中国慢性胃炎共识意见≫
29
을 근거

로 하는 논문이 4편9,10,14,16,≪慢性胃炎的内镜分型分

级标准及治疗的试行意见≫
30
을 근거로 하는 논문이

3편11,13,20이었으며 이 외에 ≪慢性胃炎的中西医结合

诊治方案≫
31
,≪胃腸病学≫

32
,≪2000年全国井冈山会

议制定的慢性胃炎标准≫,≪中医消化病诊疗指南≫33,

≪中国常见恶性肿瘤诊治规范≫
34
등의 문헌이 서양

의학 진단의 근거로 활용되었다.임상 증상에 의

해 진단한 1편의 연구
12
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에서

모두 서양의학 진단 기 에 따라 내시경검사

와 병리조직검사를 통해 장형화생이 진행된 표면

상피세포 혹은 장의 내분비선의 면 이 막

체의 1/3이하일 경우 경도(經度),1/3-2/3에 해

당할 경우 도(中度),2/3이상에 해당할 경우

등도(重度)로 진단하여 장상피화생의 경 을 진단

하 다. 의학 진단 기 은 ≪中药新药临床研究

指导原则≫
35
을 근거로 하는 논문이 8편

11,14,18,20,21,23,26,28
,

≪慢性萎缩性胃炎中医诊疗共识意见≫36을 근거로 하

는 논문이 5편
9,11,13,16,19

이었으며 각각의 논문에서 胃

脘疼痛,痞滿,噯氣,反酸 脇肋脹痛 등의 증상에 따

라 변증 질환의 경 을 단하 다(Table3).

치료 후에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해 사용된

기 들을 살펴보면 모든 연구에서 내시경과 병

리조직 검사 결과의 호 정도를 등 화하여 유

(全癒), 효(顯效),유효(有效),무효(無效)로 나

어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 다. 내시경과 병리

조직검사 결과를 평가하는 기 이 되는 문헌에는

≪慢性胃炎的中西医结合诊治方案≫31,≪中国慢性胃

炎共识意见≫
29
,≪中药新药临床研究指导原则≫

35
등

이 제시되었다. 의학 임상 증상에 한 평가는

증상을 수화하여 치료 후 수의 총 합을 비

교한 뒤 유(全癒), 효(顯效),유효(有效),무효

(無效)로 나 어 호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

행되었으며 총 13편의 연구
9,10,14-16,20-24,26-28

에서 ≪中

药新药临床研究指导原则≫35을 문헌 근거로 제시

하 고,총 2편의 연구
11,13
에서 ≪中医病证诊断疗效

标准≫에 따라 임상 증상과 내시경과 병리 조직

검사 결과를 같이 비교하여 증상의 호 정도를

평가하 다.그 외에 H.pylori감염의 호 정도를

비교한 논문이 6편
9.11,15,20,23,25

,Pepsinogen의 변화를

찰한 연구가 1편20,삶의 질을 수화하여 함께

비교한 논문이 1편
19
이었다(Table4).

DiagnosticCriteria Number(%)

ChinesePatternIdentification+
ExaminationofWesternMedicine

13(65%)

ExaminationofWesternMedicine 6(30%)

Clinicalsymptom 1(5%)

Table2.DiagnosticCriteria

EvaluationCriteria
Number
(%)

Gastroscopy
&

Pathological
test

only 2(10%)

+Chinesesymptom 11(55%)

+Chinesesymptom,
H.pyloriinfection

5(25%)

+Chinesesymptom,
QualityofLife(QOL)

1(5%)

+Chinesesymptom,
H.pyloriinfection,
Pepsinogenchanges

1(5%)

Table3.EvaluationCriteria

4.연구 상 수 평균 유병기간

20편의 논문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연구 상

수는 최소 38명에서 최 114명으로 연구 상 수

가 30-60명인 논문
16,20,26

이 3편,61-90명인 논문
9,10,13,14,17,19,21,28

이 8편,91-120명인 논문
11,12,15,18,22-25,27

이

9편이었다.피험자의 평균 유병 기간이 표시된 논

문
9,11,13,14,18,19,21-24,26,28

은 총 12편으로 평균 유병 기간

은 약 4.32년에서 11.9년으로 다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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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치료 기간

20편의 논문에서 조사한 치료기간은,기간이 명

시되지 않은 연구12가 1편(10%),8주 이하의 치료18,21

가 2편(100%),9주-12주간의 치료
9,11,13-15,17,19,24-26

가

10편(45%),13주-24주간 치료10,16,20,23,27,28가 6편(30%),

25주 이상
22
이 1편(5%)으로 확인되었다.

6.연구의 질 평가

20편의 연구 조임상연구 논문 18편의 연구

질 평가를 해 JadadQualityAssessmentScale을

사용하 다. 조임상연구 18편 모두가 무작 배정

을 명기하 으며,이 11편
9,11,14,15,18,19,21,22,24,25,28

에서

난수표를 사용하여 무작 배정순서를 생성하 다

고 언 하 다.탈락과 도 포기를 기재한 논문은

없었으며,참여자 연구자의 가림에 해 기술

한 논문
20
은 1편이었다.Jadad 수는 5 만

1편20이 3 으로 비교 연구의 질이 높은 편이었

으며 11편
9,11,14,15,18,19,21,22,24,25,28

이 2 이었고,나머지 6

편10,12,13,23,26,27이 모두 1 이하로 연구의 질은 체

로 낮았다.

7.연구 설계 치료 방법별 논문 분석

20편의 논문에서 사용한 치료 방법으로는 한약

투여,한 양약 병용투여,한약과 침,약침,매선 치

료 등의 병행,기타 치료법을 이용한 연구 등이 있

었다.한약 투여만을 치료 방법으로 사용한 연구가

16편9-17,19,20,22,23,26-28이었고 한,양약 병용투여의 효과

를 비교한 연구는 1편
25
,한약과 함께 침,매선 등

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동시에 시행한 연구는 3편

18,21,24이었다.단일 후비교 임상연구에서는 2편 모

두 한약 투여만을 사용한 연구 으며 조임상연

구 18편9-15,18-28 에서는 한약 투여만을 시행한 연구

는 14편
9-15,19,20,22,23,26-28

,한,양약 병용 투여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1편25,한약과 침,약침,매선 등의

치료를 병행한 논문이 3편
18,21,24

이었다.

1)한약 투여 연구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한약 처

방만을 이용하여 실험한 연구는 총 16편이었다.

탕약을 상으로 한 연구는 총 15편
9-17,19,20,22,23,26,27

,

한약 제제는 1편27이었다.탕약은 증상에 따라 기본

처방에 가감한 연구도 있었으나 기본 처방에 한

약재만을 분석하 다.한약 처방의 경우 消痞愈萎

湯과 柴芍消痞湯을 활용한 연구가 각각 2편
11-14
이

고 나머지 처방은 각 1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Table4).탕약을 이용한 RCT연구에서 조군

으로 많이 사용된 WeifuchunTablet(胃复春)은 약

명이 胃复春片(胡庆余 )이며 红参,香茶菜,麸炒

枳壳으로 구성되어 있고 健脾益气,活血解毒의 효

능으로 축성 염,胃癌의 암병기이거나 암수

술후에 다용하는 성약으로,임상에서 빈번하게

H.pylori의 제균에 단독 는 삼제요법에 병행하

여 처방되거나 만성 염의 치료에 한 효과가 확

인되어 조군으로 활용되었다.한편 단일약재로는

半夏와 白花蛇 草의 사용 빈도가 각각 10회로 가

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黃蓮이 8회,甘草가 7회,

白朮,砂仁,黨蔘,莪朮이 각각 6회 사용되었다

(Tabl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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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Type
of
study

Treatment
(A)Treatmentgroup Evaluation

criteria
Results

(B)controlgroup

Wang
LY9

RCT

(A)Luoyinghuazhuojiedufomula
(罗英化浊解毒方):2time/day,
3months(n=45)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3months(n=45)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H.pylori
infection

1.Aftertreatment,thesymptomsuchaspain,belching
pointsdecreased significantly in treatmentgroup
thanthecontrolgroup(P<0.05).

2.Effectiverateofgastroscopy:(A)72.09% (B)48.78%,
significantlyhigherintreatmentgroup(P<0.05)

3.Effectiverateofpathology:(A)58.14% (B)36.59%,
significantlyhigherintreatmentgroup(P<0.05)

4.EffectiverateofH.pyloriclearance:(A)70.58%
(B)41.93%,significantlyhigherintreatmentgroup
(P<0.05)

Sun
LB

10 RCT

(A)Xiangshawenzhongtang(香砂温中
汤):2time/day,6month(n=32)

(B)Maluodannongsuowan(摩罗丹
浓缩丸):2times/day,6month
(n=30)

Gastroscopy
Pathology

1.ClinicalEffectiveratio:(A)90.62%,(B)43.33%.
significantdifferencesbetweenthetwogroups(P<0.01).

Zheng
FM11

RCT

(A)XiaopiYuweiDecoction(消痞愈
萎湯)+ WeifuchunTablet(胃
复春):3time/day,12weeks
(n=64)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12weeks(n=5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H.pylori
infection

1.TheClinicaleffectiverate:(A)92.2% (B)72%.
Therearesignificantdifferencesbetweentwogroup
(p<0.05).

2.Intreatmentgroup,allclinicalsymptomsareimproved
(p<0.01).butincontrolgroup,gastricinflationand
dietdonotimproved(p>0.05).

3.EffectiverateofH.pyloriinfection:(A)46.9%
(B)16.7% Therearesignificantdifferencesbetween
twogroup(p<0.05).

Liu
XL

12 RCT

(A)Chaishaoxiaopitang(柴芍消痞湯)
:2times/day(n=50)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n=5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ClinicalEffectiveratio:(A)84.0%,(B)60.0%.There's
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group(P<0.05)

Zheng
FM

13 RCT

(A)XiaopiYuweiDecoction(消痞愈
萎湯):2time/day,12weeks
(n=40)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12weeks(n=4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1.ClinicalEffectiveratioin(A)95.0%,(B)77.5%.
There'ssignificantdifferencebetween two group
(P<0.05).

2.Clinicalsymptomsarealsoimprovedsignificantly
betterintreatmentgroup(p<0.05).

Lin
LQ

14 RCT

(A)Chaishaoxiaopitang(柴芍消痞湯)
:2time/day,90days(n=40)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90days(n=4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1.ClinicalEffectiveratio(A)95.0%,(B)77.5%.There's
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group(P<0.05).

2.Clinicalsymptomsarealsoimprovedsignificantly
betterintreatmentgroup(p<0.05).

3.Effectiveratioofgastricatrophy:(A)77.5% (B)
55.0%
Effectiveratioofintestinalmetaplasia:(A)80.0%
(B)57.5%.significantlyhigherintreatmentgroup
(p<0.05).

Table4.SummaryofStudiesUsingHerbs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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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AM

15 RCT

(A)YiqiHuashengtang(益氣化生湯)
:2time/day,3month(n=110)

(B)PantoprazoleSodiumEntericcoated
CapsulesandHydrotalciteTablets
:3time/day,3month(n=11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H.pylori
infection

1.Theeffectivenesstogastratrophy,gastrectasia,stomachache,
acidregurgitation,belch,bloating,feeble,anorexia,
H.pylori,chronic inflammatory and intestinal
metaplasia werealsoimproved in thetreatment
group(P<0.01orP<0.05).

2.TheeffectiveratioofIM reversal:(A)75.5% (B)
32.7%.There’ssignificantdifference(P<0.01).

3.TheratioofH.pylorieradication:(A)73.6% (B)
62.7%
TheratioofIM reversal:(A)47.3% (B)10.9%

Liu
YM

17 CS
(A)Banxiaxiexintang(半夏泻心汤):

90days(n=65)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1.ClinicalEffectiverate:86.15%
2.Theclinicalsymptomssuchasstomachache,bloating,
eructationareimprovedsignificantlythanthosebefore
treatment(p<0.05or0.01).

Feng
DQ

19 RCT

(A)Changhuarecipe(腸化方加减):
2time/day,12weeks(n=35)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12weeks(n=35)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Qualityof
life(QOL)

1.TheClinicaleffectiverates:(A)91.43% (B)65.71%,
There’sstatisticaldifferencebetweenthetwogroups
(P<0.01).

2.Thesymptomsofstomachache,stomachbloating,
eructation,tirednessandsleeplesswereobviously
improvedintreatmentgroup(P<0.05).Thesymptom
ofeructationwasimprovedincontrolgroup(P<0.05).

3.Thetotalscoresofgastricmucosapathologywere
markedlydecreasedinbothgroups(P<0.01,P<0.05),
andthetotalscoresoftreatmentgroupwerelower
thanthoseofcontrolgroup(P<0.01);theatrophy
andintestinalmetaplasiaofgastricmucosawere
improvedintreatmentgroup(P<0.01).

4.ThetotalscoresofQOLscalesignificantlydecreased
inbothgroups(P<0.01,P<0.05),andthetotalscores
oftreatmentgroupwerelowerthanthoseofcontrol
group(P<0.01).

Song
ZY

22 RCT

(A)Huoxuejiedufang(活血解毒方):
3time/day,3months(n=50)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3months(n=5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ClinicalEffectiverate:(A)90.00%,(B)66.00%(p<0.01).
Gastroscopy statement and gastric pathology was
significantlyimprovedintreatmentgroup(p<0.01).

Wang
N26

RCT

(A)Huoweizhiweitang(活胃治萎汤)
:2time/day,90days(n=38)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90days(n=43)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1.Effectiverateofclinicalsymptom:(A)92.11% (B)
65.12%,There's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
group(p<0.01).

2.Effectiverateofgastroscopy:(A)77.14%,(B)53.85%,
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group(p<0.01).

3.Effectiverateofpathology:(A)71.43%,(B)46.15%,
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group(p<0.01).

Cao
ZQ
27 RCT

(A)Qilianshupigranule(芪莲舒痞
颗粒,QLSP):3time/day,6
month(n=37)

(B1)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6month(n=29)

(B2)Vitacoenzyme:3time/day,6
month(n=26)

Gastroscopy
Pathology

1.Theeffectiverates:(A)92%,(B1)72% (B2)50%
2.InGroup(A),PathologicalIM scoresbeforetreatment
was2.76aftertreatmentwas1.22.Thatindicated
statisticalsignificantdifference(P<0.01).

3.ThescoresofpathologicalIM aftertreatment:(A)
1.22(B1)2.61(B2)2.18.Thatindicatedstatistical
significantdifferencerespectively(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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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MF22

CS
(A)ShenqiDecotion(参芪方):

2time/day,6months(n=6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1.Thetotaleffectiverate:93.33%
2.Theallclinicalsymptomswereobviouslyimproved.
Therearesignificantdifferencesofintegralcomparison
ofsymptoms(P<0.01).

3.Thepathologicaleffectiverate:68.33%
4.ThescoreofIMbeforetreatment:2.12,aftertreatment
:1.55.andThescoreofgastricatrophybeforetreatment
:2.22,aftertreatment:0.98.There’sobviouslystatistic
significant(P<0.01).

Song
ZY

23 RCT

(A)Huazhuojiedufang(化浊解毒方):
2time/day,180days(n=63)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180days(n=45)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H.pylori
infection

1.Thescoresoffullness,stomachache,belching,anorexia
intwogroupsweredecreasedaftertreatment,compared
towhichbeforetreatment(P<0.05),andthetreatment
groupwassuperiortocontrolgroup(P<0.05).

2.Theeffectiverateofgastroscopy:(A)84.13% (B)
66.67%,thetreatmentgroupwassuperiortocontrol
group(P<0.05).

3.Theeffectiverateofpathologicaleffect(A)82.54%
(B)60%,thetreatmentgroupwassuperiortocontrol
group(P<0.05).

4.TheeffectiverateofH.pyloriremoval:(A)81.82%
(B)74%,therewasno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
(P>0.05).

Zhang
NN

20 RCT

(A)Weikangdecoction(胃康煎劑):
2time/day,24weeks(n=30)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24weeks(n=3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H.pylori
infection
Pepsinogen
changes

1.Thesymptomsaboutstomachache,heartburn,belching,
stool,upperabdominaltendernesshavesignificantly
differencebetweentwogroup(P<0.05)，treatment
groupwassuperiortocontrolgroup,exceptgastric
distention.

2.EffectiverateofTCM syndromes:(A)90.00%,
(B)83.33%.Treatmentgroupwassuperiortocontrol
group(P<0.05).

4.Totaleffectiverateofgastroscopegland’ssigns(A)
93.33% (B)76.67%,treatmentgroupwassuperior
tocontrolgroup(P<0.05).

5.Thetotaleffectiverateofgastricmucosa(A)90.00%
(B) 63.33%.Treatmentgroup was superiorto
controlgroup(P<0.05).

6.Thetotaleffectiverateofintestinalmetaplasia’
efficacy(A)82.61%,(B)30.00%,treatmentgroup
wassuperiortocontrolgroup(P<0.05).

7.H.pyloriclearancerate(A)78.26%,(B)57.14%
There’snosignificantdifference(P>0.05).

8.(A)PGⅠ 92.03±4.82,PGⅡ 13.43±4.5,PGⅠ/PGⅡ
7.13±2.78;(B)PGⅠ 75.23±4.98,PGⅡ 13.27±3.86,
PGⅠ/PGⅡ 5.53±2.36.Thetwogroups’integration
havesignificantlydifferencebeforetreatm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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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u
Y28

RCT

(A)TCMTherapiesofDissolvingBlood
Stasis,DetoxicationandSupplementing
Qi(化 解毒益氣處方):3time/day,
6month(n=50)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6months(n=3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1.TheeffectiveratioofTCM syndrome:(A)92.0%
(B)67.66%.There’ssignificantdifferencebetween
twogroup(P<0.01).

2.Theeffectiveratioofgastroscopy:(A)74.0% (B)
53.33%.There’s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
group(P<0.05).

3.Theeffectiveratioofpathology:(A)68.0% (B)
46.67%.There’s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
group(P<0.05).

CS:caseseries,RCT:randomizedcontrolledtrial,IM :intestinalmetaplasia

Frequency HerbalMedicine

2 XiaopiYuweiDecoction(消痞愈萎湯),Chaishaoxiaopitang(柴芍消痞湯)

1

Luoyinghuazhuojiedufomula(罗英化浊解毒方),Xiangshawenzhongtang(香砂温中汤),Yiqi
Huashengtang(益氣化生湯),Banxiaxiexintang(半夏泻心汤),ChanghuaRecipe(腸化方加减),
Huoxuejiedufang(活血解毒方),Huoweizhiweitang(活胃治萎汤),Qilianshupigranule(芪莲舒痞颗粒),
ShenqiDecotion(参芪方),Huazhuojiedufang(化浊解毒方),WeikangDecoction(胃康煎劑),TCM
TherapiesofDissolvingBloodStasis,DetoxicationandSupplementingQi(化 解毒益氣處方)

Table5.FrequencyofHerbalMedicine

Frequency Herbalname

10 PinelliaeRhizoma(半夏),HedyotidisDiffusaeHerba(白花蛇 草)

8 CoptidisRhizoma(黃蓮)

7 SalviaeMiltiorrhizaeRadix(丹蔘),GlycyrrhizaeRadix(甘草)

6
AtractylodisRhizomaAlba(白朮),AmomiFuctus(砂仁),CodonopsisPilosulaeRadix(黨蔘),
ZedoariaeRhizoma(莪朮)

5
PoliaSclerotium(茯笭),ScutellariaeRadix(黃芩),Taraxacumplatycarpum(蒲公英),Notoginseng
Radix(三七)

4
PaeoniaeRadixAlba(白芍藥),MagnoliaeCortex(厚朴),GalliStomachichum Corium (鷄內
金),AstragaliRadix(黃芪)

3
CitriReticulataePericarpium (陳皮),AurantiiFructus(枳殼),ZingiberisRhizomaRecens(生
薑),ZizyphiFructus(大棗),CorydalisTuber(延胡索),HordeiFructusGerminiatus(麥芽)

2

CoicisSemen(薏苡仁),OryzaeFructusGerminiatus(穀芽),RaphaniSemen(蘿蔔子),Bupleuri
Radix(柴胡),AgrimoniaeHerba(仙鶴草),Citrusmedicavar.sarcodactylus(佛手),Artemisiae
CapillarisHerba(茵陳),EupatoriiHerba(佩蘭),ButhusmartensiKarsch(全蠍),Agastachis
Herba(藿香),AucklandiaeRadix(木香),DendrobiiHerba(石斛),ErinaceusamurensisSchrenk
(刺蝟皮),Scutellariabarbata(半枝蓮)

1

CyperiRhizoma(香附子),CinnamomiRamulus(桂枝),LinderaeRadix(烏藥),Millettiae
Caulis(紅藤),CurcumaeLongaeRadix(鬱金),LiriopesRadix(麥門冬),ParadisRhizoma(蚤
休),LigustrilucidiFructus(女貞子),SalviachinensiaBenth(石見穿),FritillariaThunbergii
Bulb(貝母),CrataegiFructus(山楂),MassaMedicataFermentata(神麯),TrichosanthisSemen
(瓜蔞仁),AaurantiiImmaturusFructus(枳實),DioscoreaeRhizoma(山藥),ManitisSquama
(穿山甲),ChaenomelisFructus(木瓜)

Table6.FrequencyofHerbsin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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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양약 병용 투여 연구

한약 처방과 더불어 양약을 함께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총 1편이었다(Table7).

幸 등
25
은 Helicobacterpylori제균 삼제 요법과

胃特安(Table8)을 병용하 을 때의 효과를 양약

치료만 시행한 경우와 한약제제만 복용한 경우와

각각을 비교하 다.실험군 총 96명은 H.pylori제

균 치료와 胃特安 복용을 동시에 시행하 다.H.

pylori제균 삼제 요법은 BismuthPotassiumcitrath

Capsules110mg을 매일 4회,Clarithromycin0.25

mg을 매일 2회,Tinidazole0.4g을 매일 2회 복용

하며 2주 치료 후 약을 단하고 BismuthPotassium

citrathCapsules만을 단독 복용하며 3개월간 치료

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胃特安은 매일 3회 5편

씩 복용하도록 하 다.실험 결과 서의 결합 치

료를 시행한 실험군의 임상증상 유효율이 91.7%로

다른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0.05),병리 조직학 변화를 살펴보면 장상피

화생 역 의 유효율이 서의 결합 치료군,양약

치료군, 약 치료군에서 각각 72%,41%,59%로

서의 결합 치료군과 약 치료군의 유효율이 양약

치료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서의결합

치료군과 약 치료군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P<0.05).

H.pylori양성 환자 수는 치료 후 세 군에서 모두

감소하 으나 H.pylori제거율은 서의 결합 치료

군,양약 치료군, 약 치료군에서 각각 57%,51%,

31%로 서의 결합 치료군과 양약 치료군에서

약 치료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First
author

Type
of
study

Treatment
Evaluation
criteria

Result

Xing
J25

RCT

(A)Weitean(胃特安)3time/day+
westernmedicinetripletherapyin
HPeradication,3months(n=96)

(B1)Westernmedicinetripletherapy
inHPeradication(n=90)

(B2)Weitean(胃特安)3time/day,3
months(n=86)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H.pylori
infection

1.Effectiverateofclinicalsymptom :(A)91.7%
(B1)71.1% (B2)69.8%.significatlyhigherin
Group(A)(P<0.01)

2.Effectiverateofgatricatrophy:(A)69.8%
(B1)43.3% (B2)64.0% significatlyhigherin
Group(A)(P<0.01)

3.EffectiverateofIM :(A)75.0% (B1)45.6%
(B2)68.6%.significatlyhigherinGroup(A),
(B2)(P<0.01)

4.EffectiverateofH.pylorieradication:(A)
90.5% (B1)85.0% (B2)53.4%.significatlyhigher
inGroup(A),(B1)(P<0.05)

Table7.SummaryofStudiesUsingHerbMedicineTherapywithWesternMedicine

NameEffectiveness Compositionofherbmedicine

胃特安
建脾益氣
疏肝理氣
清热利湿

AtractylodismacrocephalaeRhizoma(白朮)45g,AtractylodisRhizoma(茯苓)35g,
MassamedicataFermentata(神麯),PinelliaeRhizoma(半夏),AlismatisRhizoma
(泽泻),AstragaliRadix(黄芪)各 30g,AurantiiimmaturusFructus(枳实),Aurantii
Pericarpium(橙皮)各 25g,Kalimerisindica(马兰)20g,CyperiRhizoma(制香附),
TrichosanthisFructus(瓜蒌),ArecaeSemen(槟榔),CnidiiRhizoma(川芎),Atractylodis
Rhizoma(倉朮),SepiaeOs(海螵蛸),PhellodendriCortex(黄柏)各15g,Alpiniaekatsumadai
Semen(草豆蔻),ScutellariaeRadix(黄芩),RaphaniSemen(莱服子),ZingiberisRhizoma
(乾薑),MagnogliaeCortex(厚朴),AucklandiaeRadix(木香)各 10g

Table8.GeneralCharacteristicsofHerbMedicineusedwithWestern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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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복합 치료 련 연구

한약처방 치료와 함께 침,매선 등의 외치법을동반

하여치료효과를확인한연구는총3편이었다(Table9).

洪 등
18
은 장상피화생 진단 기 을 만족한 92명

의 환자를 상으로 滋胃饮과 주사요법의 치

료효과를 양약 치료의 효과와 비교하 다.실험군

56명에게 滋胃饮을 하루 2회 복용하게 하면서 동시

에 양측 足三里(ST36) 에 비타민 B6주사액을

50mg씩 격일에 한 번 주사하 다.실험 결과 양약

을 이용하여 증 치료를 시행한 군 보다 한약 치

료와 주사 요법을 병행한 군에서 치료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P<0.01orP<0.05).

高 등21은 補瀉萎愈湯을 이용한 한약 치료와 더

불어 침 치료를 병행하 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았

다.총 42명의 실험군을 상으로 補瀉萎愈湯을 매

일 2회 복용하게 하면서 양측 脾俞(BL20),胃俞

(BL21),中脘(CV12),内关(PC06),足三里(ST36),

氣海(CV06),三阴交(SP06),豊隆(ST40),血海(SP10)

에 1.5 (寸)길이의 스테인리스 침을 이용하

여 30-40분간 유침하 다.유침하는 동안 10분 간

격으로 염 (捻轉)을 시행하 으며 염 법(捻轉

法)은 평보평사법(平补平泻法)을 따랐다.한약치료

와 함께 매일 1회 침 치료를 병행한 결과 양약 치

료만을 시행한 조군에 비하여 임상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潘 등24은 매선 요법을 병행하여 장상피화생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았다.매선 요법은 실을 특정

내에 매립함으로써 에 장기 으로 정

자극을 유도하여 치료의 효과를 증 시키는 치

료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脾胃升降,疏通氣機의 기

능을 가지는 脾俞(BL20),胃俞(BL21),中脘(CV12)

과 胃經의 合穴로 益氣健脾,和胃消食의 효능이 있

는 足三里(ST36)에 매선을 시행하 다.실험군 60

명을 상으로 百合湯,丹蔘饮,良附丸,失笑散 네

가지 방을 조합하여 만든 四合汤을 복용 하면서

동시에 약 0.5-2cm길이의 매선 실을 이용하여 양

측 에 매선을 시행하 고 15일에 1회 간격으로

총 3개월간 치료를 시행하 다.실험 결과 조군

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임상 증상 장상피화생의

개선 정도의 유효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각 치료에 사용된 처방의 구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Table10).

First
author

Type
of
study

Treatment
(A)Treatmentgroup Evaluation

Criteria
Results

(B)controlgroup

Hong
WH18

RCT

(A)DecoctionforNourishingStomach
(滋胃饮);2time/day+Acupoint
injection;1time/2days:60
days(n=56)

(B)Westernmedicine:60days
(n=36)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1.TotalEffectiverate:(A)91.07% (B)69.44%.There
wassignificantdifferencebetweenthetwogroups(P<0.01).

2.Aftertreatment,theimprovementofintestinalmetaplasia
andatrophyinstomachmucosawasbetterintreatment
groupthanthatincontrolgroup(P<0.05).

Gao
Z21

RCT

(A)Buxieweiyutang(補瀉萎愈湯);
2time/day+Acupuncture;
1time/day:30days(n=42)

(B)Westernmedicine:30days
(n=36)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1.TheeffectiveratioofClinicalsymptoms:(A)92.9%
(B)69.4%.Therewassignificantdifferencebetween
thetwogroups(P<0.01).

2.Aftertreatment,theimprovementofintestinalmetaplasia
andatrophyinstomachmucosawasbetterintreatment
groupthanthatincontrolgroup(P<0.01).

Pan
WB24

RCT

(A)Sihetang(四合汤);3time/day
+EmbeddingTherapy;1time/15
days:3months(n=60)

(B)WeifuchunTablet(胃复春):
3time/day,3months(n=40)

Clinical
symptom
Gastroscopy
Pathology

1.TheEffectiverateofClinicalsymptom:(A)93.33%
(B)65.0%.Therewassignificantdifferencebetween
thetwogroups(P<0.01).

2.Aftertreatment,theimprovementofintestinalmetaplasia
andatrophyinstomachmucosawasbetterintreatment
groupthanthatincontrolgroup(P<0.01).

Table9.SummaryofStudiesUsingHerbMedicineTherapywithOther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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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Effectiveness Compositionofherbmedicine

滋胃饮
养阴生津
滋胃

Pseudostellariaheterophylla(太子蔘)30g,RehmanniaeRadix(生地)20g,Dendrobii
Herba(石斛),PolygonatiodoratiRhizoma(玉竹),AngelicaegigantisRadix(當歸),
PaeoniaeRadixAlba(白芍藥)各 15g,LiliiBulbus(百合),AnemarrhenaeRhizoma
(知母)各 12g,LiriopisTuber(麥門冬)10g,GlycyrrhizaeRadix(炙甘草)3g

補瀉萎愈湯
补氣养阴
活 通络
化痰行氣

Pseudostellariaheterophylla(太子蔘),SalviaemiltiorrhizaeRadix(丹蔘)各 20g,
AstragaliRadix(黄芪),AdenophoraeRadix(沙蔘),PaeoniaeRadixAlba(白芍
藥),MumeFructus(乌梅)各 15g,LiriopisTuber(麥門冬),PinelliaeRhizoma
(法半夏),TsaokoFructus(草果),Fingeredcitron(佛手)各 12g,Atractylodis
macrocephalaeRhizoma(白朮 炒),ZedoariaeRhizoma(莪朮),Alliimacrostemi
Bulbus(薤白),AurantiiFructus(枳壳),GlycyrrhizaeRadix(炙甘草)各 10g,
NotoginsengRadix(三七)6g

四合汤
能祛邪
能益人

LiliiBulbus(百合),SalviaemiltiorrhizaeRadix(丹蔘)各 30g,LinderaeRadix
(乌药),TrogopterorumFaeces(五靈脂)各 9~12g,AlpiniaeofficinarumRhizoma
(高良姜),CyperiRhizoma(制香附),TyphaePollen(蒲黄)各 6~10g,Santali
albaeLignum(檀香 (後下)),AmomiFructus(砂仁 (後下))各 6g

Table10.GeneralCharacteristicsofHerbMedicineusedwithOtherTherapy

Ⅳ.고 찰

암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발생률

이 가장 높은 암 하나로 암 련 사망률은 폐암

다음으로 높다. 암은 미만형과 장형으로 나뉘는

데 미만형 암은 은 사람에게 흔하고 장상피화

생과 련이 없으며 유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장형 암의 경우 주로 Correa의 가

설
38
에 따라 설명하는데 이는 암 발생을 다단계

과정으로 제시하여 기 단계로 만성 염과 선

축, 간단계로 장상피화생,그리고 최종단계로 소

장형 장형 장상피화생을 거쳐 이형성에서

암으로 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상피화생은 막이 장 막으로 치되는 것

으로
39
Correa의 가설에 따라 암 병변의 하나로

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상

이 된다. 장상피화생이 암의 구 병변일 것

으로 추론하는 이유는 축성 염 환자들에게서

주기 인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막이 장

형의 세포들로 변형되는 것이 찰되었고 이에 따

라 장상피화생은 만성 염과 축성 염에 이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며 장상피화

생이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흔히 발견되므로 이

것이 만성 염의 한 형태학 표 으로서 암종

의 발생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는 보

고도 있다
40
. 한 암 주변 조직에서 다른 병변보

다 범 하게 존재하며 발암 물질을 약하게 투여

하면 선암종 발생에 앞서 장상피화생이 먼 생기

는 것으로 미루어 암 병변으로 의심할 수 있으

며, 한 장상피화생은 막 조직검사에서 흔히

발견되고 이것이 암종 발생의 간 단계라는 보

고도 있다
3
.국내에서는 김 등

41
의 보고에 따르면

암 환자 70명과 만성 염 환자 70명을 상으로

장상피화생과의 계를 조사하 는데 암에서 장

상피화생의 빈도가 71.4%로 높게 나타났고 장상피

화생의 정도도 더 심하게 나타나 암과 장상피화

생의 련성을 보여주었다.

장 막은 술잔세포(gobletcell)의 유무로 쉽게

감별할 수 있다.장상피화생은 3가지 아형으로 나

어지며 제 1형 장상피화생은 막이 술잔세포,

호산성과립세포(panethcell),흡수세포(absor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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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을 포함하고 있는 완 한 소장 막으로 치

된 경우를 말하고 제 2형과 제 3형 장상피화생은

불완 장상피화생으로,술잔세포가 형 액세포

(gastrictypemucincell)사이에 흩어져 분포되어

있으며 술잔세포가 산성의 sialomucin을 분비하는

것이 제 2형,sulfomucin을 분비하는 것이 제 3형으로

분류된다42.제 2형 혹은 제 3형 장상피화생이 있는

환자의 암 발생 상 험도는 20배로 상당히 높

으며 이 에서 특히 장형 황화 액(sulphomucin)

을 가진 제 3형 장상피화생이 장형 암을 일으키

는데 여한다는 보고가 있으며43,44제 3형 장상피

화생 환자에서 5년 이내 추 찰 결과 조기 암

이 42%의 환자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45.

재 서양의학 으로 장상피화생 치료에 해

유효한 치료방법이나 치료 기 에 한 연구가 미

흡한 상태이다.장상피화생의 원인 하나로 의심

되는 H.pylori의 감염은 스스로 소멸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세균이 막에서 수년간 혹은 수

십년간 활동성으로 존재하여 막의 축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장상피화생이 발생하게 된

다46.따라서 장상피화생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 다양한 약제를 이용한 H.pylori의 제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H.pylori제균은 막의

염증을 이고 DNA의 손상을 막으며 막의 과증

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47H.pylori제

균 치료와 비타민 등 항산화제 치료가 장상피화생

에 해 가지는 유용성을 밝히는 연구가 꾸 히

시행되고 있고,H.pylori제균과 항산화제 치료 후

장상피화생의 발생면 이 감소하거나 진행이 멈추

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제균 후에도 장상피화생이

호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지 않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48
.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수 논문에서는 장상피화

생을 胃痞,胃脹,胃脘痛 등의 범주로 분류하 다.

임상 증상으로 미루어 보아 장병이 제 로 낫지

않고 반복 으로 발생하여 변되는 것으로 그 병

정이 오래된 병증에 해당하므로 병의 근본이 脾胃

氣虛,脾胃虛弱에 있다고 보았다.병리 기 에 따

라 升淸降功能失常으로 中焦氣機不暢을 래하게

되며 나아가 肝의 疎泄기능에도 향을 미쳐 肝의

疎泄失常을 일으킨다고 하 다
49
. 한 脾氣虛와 胃

陽虛로 인해 유발된 氣滯,濕熱,血 등으로 인하

여 본 병이 발생하는데 그 에 氣滯血 가 가장

요한 요인으로,맵고 자극 인 음식을 먹고 의

津液이 손상되어 의 經絡이 濡潤을 잃게 되고

血行이 阻滯되어 血이 생기거나 情志失調하여

肝의 疎泄기능이 실조되어 中焦氣機가 실조되고

氣滯血 가 생기며,生冷物을 먹어서 脾陰이 不進

해지고 運化기능이 실조됨에 따라 水濕을 運化시

키지 못하고 이에 따라 濕阻血 가 발생하게 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19,24
.이를 종합해보면 만성 인

脾胃虛弱으로 인해 氣滯血 가 유발되고 이에 따

라 막의 염증, 축이 발생하고 나아가 장상피

화생으로 발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治法은 補虛瀉實로 補虛는 益氣養陰을 주로 하

고 瀉實은 除痰活 通絡을 주로 하 다21.

장상피화생에 한 국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무작

조군 시험(RCT)연구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에

한 연구나 한의학 임상 증례 한 찾아보기 힘

들다.이 등
50
이 만성 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화 1호(胃火 1號)약침을 사용하여 임상 증상

조직 병리상태를 개선시킨 증례 2례를 보고하

고 윤 등51이 만성 축성 염이 동반된 악성 빈

을 한의학 치료방법으로 개선시킨 증례 1례

보고가 있으나 장상피화생 여부에 한 언 이나

보고는 없었으며 증상의 호 주로 치료를 평가

하 다.장상피화생은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암

병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상피화생

을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느끼는 기감은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한 한의학 임상 증례

보고나 련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이에 국에서의 장상피화생에 한 치료 연구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추후 국내에서 진행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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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상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CNKI검색

을 통하여 2010년 이후 발표된 장상피화생 련 임

상 논문 한의학 치료를 시행한 20편을 선별하

다.선별된 논문들의 연구 상,치료 방법,치료

평가 수단과 치료 결과를 분석하 으며 20편의 논

문들을 발행 연도,연구 형식,진단 평가 기 ,

치료 기간,치료법별로 분류하 다. 한 연구 형

식 무작 조 연구(RCT)로 분류된 연구에

한해서는 Jadadscale를 이용하여 연구의 질을 함

께 평가하 다.

논문들의 발행 연도를 살펴보면,2011년,2013년

과 2014년에 각각 4편으로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10년,2012년,2015년,2016년에 각각

2편씩 발표되었다.이를 통해 국에서 장상피화생

에 한 임상 연구가 꾸 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 형식의 경우 무작 조군 시험

(RCT)이 총 18편으로 가장 높은 비율(90%)을 차

지하 다.이로써 장상피화생에 한 치료 효과를

객 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치료 기간은 9주에서 12주 동

안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50%)연구 상의 수는 91명에서 120명 사이에

해당하는 논문이 총 9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 다(45%).무작 조군 시험(RCT)과 더

불어 많은 연구 상 수를 확보하여 치료 효과에

한 객 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단과 기 을 살펴보았을 때,다수의 논문이

내시경과 병리 조직 검사 결과 임상 증후를 바

탕으로 장상피화생을 진단하 다. 내시경과 병리

조직 검사 결과의 기 이 되는 문헌은 다양하 으

나 부분의 연구에서 검사 결과 상 장형화생이

진행된 부분이 총 표면 상피에서 차지하는 면

에 따라 경도, 도, 등도로 평가하 다.한편,

장상피화생의 아형을 나 어 비교한 연구는 없었

으며 내시경과 병리 조직검사를 통해 장상피화

생의 경 을 평가하여 치료의 효과를 논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장상피화생의 아형에 따른 비교 연구

도 추가 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평가 기 으로는 내시경과 병리 조직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후 비교와 다양한 의학 문

헌에 따른 의 증후를 수화하여 개선 정도를

평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의 징후를 평가한

모든 논문에서 치료 과 비교하여 치료 후 수

가 개선되었으며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총 5편의 논문에서

는 H.pylori의 감염 정도가 얼마나 호 되었는지

를 비교하여 장상피화생의 호 도와의 상 성을

비교하 으며 Pepsinogen의 변화를 찰하여 장상

피화생과의 연 성을 비교한 연구도 있었다.1편의

논문에서 치료 후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실제

임상에서 의학 치료가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평가하 다.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논문

에서 서양의학 기 에 따라 장상피화생을 진단

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여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장상피화생의 의학 치료효

과를 정하는데 있어서 객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논문들을 치료 방법별로 분석해보면 한약 투여,

한⋅양약 병용투여,한약과 침,매선 등의 외치법

병행 치료로 나 수 있으며 모든 논문에서 한약

치료를 으로 다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침,약침,매선 등의 외치법을 한약 치료와 병행하

여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있었으나 외치법

을 단독으로 시행하 을 때의 치료 효과를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추후 장상피화생 치료의 방법 인

측면을 다양화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한약 에서는 消痞愈萎湯과 柴芍消痞湯이 각각

2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消痞愈萎湯은 補瀉

를 겸하는 처방으로 中氣를 조화롭게 하여 痞滿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11,13柴芍

消痞湯은 健脾益氣,淸熱解毒,養陰益胃의 효능을

바탕으로 장상피화생의 치료에 사용되었다12,14.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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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처방은 각각 1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주로 氣滯血 를 풀어주는 처방들이 주를 이루었

다.한약 처방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약재는 半

夏와 白花蛇 草이고 그 외에 黃連,甘草,白朮,砂

仁,黨蔘,莪朮 등이 있으며,半夏와 白花蛇 草는

가장 다용된 처방인 消痞愈萎湯과 柴芍消痞湯의

구성에도 포함되어 있다.半夏는 消痞散結,燥濕化

痰의 효능을 가지며 抗嘔吐作用 抗癌,抗潰瘍作

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52.서양의학 으로는 거

담 작용을 하는 saponin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53
抗

菌作用이 있는 pinelloside가 함유되어 있어54장상

피화생을 개선시키는데 효과 인 약물로 생각되며,

白花蛇 草는 健脾利濕解毒의 효능을 가진 약재로

서양의학 으로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면서 동시

에 암세포의 괴사를 진시키고 식세포의 활동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55
이

러한 기 에 따라 암 병변으로서의 장상피화생

에 유의한 치료 효과를 가질 것으로 단된다.

한약과 양약을 병용하여 치료한 경우를 한약 혹

은 양약을 단독으로만 투여하 을 경우와 비교하

여 치료 효과를 평가한 논문은 총 1편으로 병용 투

여 시에 치료 효과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Correa가설38에 따라 H.pyloir의 감염이

막 축,장상피화생 나아가 암으로 발 할 수

있음을 근거로 H.pylori의 제균 치료로 장상피화

생의 개선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한약을 복용하

여 한⋅양약을 병용하 을 때의 시 지 효과를 확

인하 다.이 연구에서는 한약재 黃連,半夏 등

의 서양의학 으로 H.pylori제균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양약 치료

를 병행하 을 때 H.pylori제균율이나 장상피화

생의 호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H.pylori의 제균 치료와 장상피

화생 사이의 유의한 상 성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상피화생 치료에 사용된 외치법으로는 침,매

선,약침 치료가 있으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는 足三里(ST36)이다.이 외에 脾俞(BL20),胃

俞(BL21),中脘(CV12)이 자주 사용되었으며 内关

(PC06),氣海(CV06),三阴交(SP06),豊隆(ST40),

血海(SP10)등의 도 사용되었다.足三里(ST36)

는 足陽明胃經의 合穴이면서 下合穴로 胃腑의 병

증을 치료하는데 우선 으로 고려되는 이고,

脾俞(BL20),胃俞(BL21),中脘(CV12)은 脾胃經의

募穴로 비 의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

는 이다56.

高 등
21
이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양약 복용 군과 비교하여 치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상피

화생의 치료 방법 침 치료에 한 연구가 1편에

불과하며 침 치료 단독의 효과를 보는 연구는 없

었다.향후 침 치료의 효과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洪 등18의 연구에서 주사 요법에 사용된 비

타민 B6주사액은 止嘔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이

를 바탕으로 비 병증에 다용하는 足三里(ST36)에

비타민 B6주사액을 주입하여 비 의 기능을 개선

시켰다.한약 치료와 더불어 주사 치료를 통

해 막에 액 공 을 원활히 하여 막의

회복 능력을 증강시킴에 따라 막 축과 장상

피화생을 호 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실제 국내 임상에서 비타민 B6주사액을

신하여 비 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침 제재를 활용하여 장상피화생의 치료에 용

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매선 요법은 실을 에 매립하여 실이 액화되

어 흡수되는 과정에서 지속 으로 에 양성 자

극을 유도하고 의 효능을 증강시켜 치료 효과

를 극 화시키는 치료 요법 하나이다.따라서

매선 요법은 장기간의 留針을 필요로 하는 제반

질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내과 만성질환

에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장상피화생

은 최근 여러가지 가설에 따라 H.pylori의 지속

인 감염과 그로 인한 염의 반복 인 재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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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발병되는 만성 질환으로 임상에서 장상피

화생에 매선 요법을 용하는 것이 효율 이고 경

제 인 방법일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치료의 효과는 총 19편의 논문에서 유효율로 평

가하 는데 총 유효율,병리 조직 상태 유효율,임

상증후 유효율 등을 비교하 다.총유효율을 평가

한 논문은 총 11편으로 총유효율은 84-95% 으며

조군이 설정된 9편의 연구 모두에서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 다(P<0.05).총

유효율은 임상 증후의 개선 정도와 병리 조직 상

태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측정되었다.임상 증후

는 胃脹,腹痛,心煩(heartburn),反酸,大便異狀,

上腹部壓痛 등으로 각각의 증상을 수화하여 개

선 정도를 평가하 다.총 19편의 논문에서 임상

증상의 호 정도를 평가하 으며 그 임상 증

후의 유효율을 평가한 논문은 총 6편으로 유효율

은 90-93.33%으로 모두 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P<0.05).임상 증후 유효율을 표시

하지 않은 13편의 논문에서도 임상 증후는 치료

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조군을 설

정한 11편의 논문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

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H.pylori제균 치

료의 유효율을 비교한 논문은 총 5편이고 유효율

은 46.9-90.5%로 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개선을

보인 연구는 총 3편이었으며 그 1편의 연구에서

도 한 양약을 병용하는 군과 양약을 복용한 군에

서만 유의한 효과를 보 고 한약 단독복용 군에서

는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그 외 삶의 질

(QOL)을 평가한 논문과 Pepsinogen의 변화를

찰한 논문이 각각 1편씩 있었다.冯 등
19
의 연구에

서 삶의 질(QOL) 수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

서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실험군에서 치료 후

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P<0.01).이상 의학

논문을 살펴본 결과 한의학 치료를 통하여 장상

피화생의 임상 증후와 병리 상태를 효과 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고 H.pylori제균 효

과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국에서는 여러가지 한약 처방과 침,

매선,약침 등의 다양한 치료법을 장상피화생 치료

에 용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으며,무작

임상 연구를 비롯하여 비무작 임상 연구,증례

보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반면,국내에서는 장상피화생에

한 한의학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련

된 임상 연구는 무한 실정이었다.본 연구에서

활용된 한약,침,매선,약침 등은 국내 한의계 임

상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므로 본 연구

의 결과가 향후 장상피화생에 한 한의학 치료

연구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의 장상피화생 치료 연구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고 장상피화생에 한

의학 치료가 병리 상태나 임상 증상을 개선

시키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

러나 고찰한 논문들의 다수가 논문의 질이 낮은

편이었고 추 조사가 시행된 연구는 무하 으며

논문을 CNKI검색으로 한정하 다는 과 최신

경향에 치 하여 2010년 이 의 연구 경향을 살펴

보지 못한 은 한계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장

상피화생의 아형을 나 어 비교한 논문은 없었으

며 내시경과 병리 조직검사를 통해 장상피화생

의 경 을 평가하여 치료의 효과를 논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장상피화생의 아형에 따른 비교 연

구도 추가 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한계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장상

피화생에 한 향 ,후향 연구가 모두 무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진행될

다양한 임상 연구의 기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최근 국가 조기암검진사업 하나로 내시경

을 통한 암 검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만성 염과 장상피화생과 같은 암

병변에 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고염식의 자

극 인 음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식습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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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활 습 상 한국인의 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장형 암이 빈발하는 동양에서는 장

상피화생이 암 병변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장상피화생에 한 환자들의

심도 높아지고 있으므로,국내에서도 이에 련

한 한의학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고 단된다.침과 처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치료법을 한의학 치료 범주에 포함하여

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요하다.서양의학

의 증 치료나 H.pylori제균 치료 등과 함께 한

의학 치료를 병행하는 연구도 발 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련 연구와 실험을 지속

으로 실행해나감으로써 장상피화생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암 등의 다양한 질환에서 한의학 치료

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Ⅴ.결 론

장상피화생에 한 한의학 치료 방법의 국

내 최신 동향을 악하기 해 CNKI에서 ‘肠上皮

化生’을 검색하여 2010년 이후 발간된 임상 논문들

한의학 치료를 시행한 총 20편의 논문을 선별

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에서 장상피화생에 한 한의학 치료 방

법 연구가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주로 무작

조군 임상 시험(RCT)의 형태로 연구가 시행

되었음을 확인하 다.

2. 국에서 장상피화생의 치료 방법으로는 주로

탕약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탕약과 양약을 병용

하 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탕약과

침, 주사 요법,매선 등을 병용하여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시행되었다.탕약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消痞愈萎湯과 柴芍消痞

湯이었고,처방된 탕약 다용된 약재에는 半

夏,白花蛇 草 등이 있었다.

3.치료 후의 효과는 주로 임상 증후, 내시경과

병리 조직 검사상 막의 상태로 평가하 으

며 그 외에 H.pylori제균 정도,삶의 질(QOL)

수,Pepsinogen의 변화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

다.총 20편의 연구 모두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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