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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조직검사의 목적 

1. 암의 확정진단 

2. 암의 침윤범위 결정 

3. 암의 조직형 결정 

4. 양, 악성의 감별진단 

5. 양성 병변의 병리학적 진단 

6. Helicobacter pylori의 진단 

7. 위축, 장상피화생 등의 진단 

8. …. 



내시경 조직검사 금기 

1. 위 정맥류 

2. Vascular ectasia and GAVE 

3. Visible vessel 

4. 위 게실 

5. …. 

검사 후 대출혈이 발생하거나, 천공될 가능성이 있는 병변  



Pancreas cancer with gastric varix 
- bleeding after a forcep biopsy  spontaneously stopped 



위암 

• 암과 비암의 경계부가 이상적 

• 백태가 부착된 부위는 좋지 않다.  

• 작은 위암: 첫 조직검사가 가장 중요 

• 확실한 암부위만?  

–암일 가능성이 있는 부위 

–암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위 

• 정확한 targeting (sampling error) 

• 위음성: 함요형, PW, Borrmann type IV, 
antrum/angle (>cardia/body), <4개 

 



 



안재홍. 대한 Helicobacter 및 상부위장관 연구학회지 2009;9:47-51 

Diagnostic yield by the biopsy site 



 



암의심 병소의 첫 조직검사 음성의 전략 
- 내시경 육안소견이 가장 중요하다 

암 의심 

수술 
ESD 

즉시 
조직검사 
재검 

6-12  
개월 후 
내시경 

2달 후 
내시경 



원경, 중경, 근경을 찍고 위치표시 



조직검사 (직전과) 직후에 사진촬영 



Atypia (cells and glands) & 
regenerative atypia 

• 내시경 육안소견이 가장 중요하다. 

• Atypia 80% 이상은 위암 또는 선종.  

• Regenerative change가 있으면 암 위암이 상대
적으로 낮음. 염증 소견이 강한 경우에는 염증의 
호전 후에 다시 조직검사 하는 것도 좋겠음.  

• 결국 추적관찰이 매우 중요. 

–양성으로 보일때: 재생검(바로 또는 2개월 후) 

–악성으로 보일때: ESD 또는 재생검(바로) 

 



 

Kim SI, et al. Dig Liver Dis 2013;45:573-577 

EGC or adenoma : 92% 



Multiple gastric polyps / erosions 

• 5-6개 이상 폴립이 있을 때는 큰 폴립, 형태가 이
상한 것, 표면의 불규칙한 것 

• Fundic gland polyp이 확실하면 큰 것 한 두 개 

 

• 미란성 위염은 단발이 경우 주의가 필요, 상대적
으로 크거나 형태가 이상하면 조직검사 



이렇게 모두 조직검사 해야 할 것인가? 



선종이라고 듣고 ESD 받았는데 암? 

 

Lee JH, et al. Surg Endosc 2016;30:3987-93 



 

Kim YJ, et al. Endoscopy 2010;42:620-626 



Risk factor for upgraded diagnosis 

 

Kim YJ, et al. Endoscopy 2010;42:620-626 



 

[BSG and ESGE guideline] Endoscopy 2016;48:385-402 



EGD Biopsy Forceps 

품명 : BIOPSY  FORCEPS 

규격 및 코드 :  

    FB-19K-1 / 525777258 

    FB-24K-1 / 525777250 

    FB-25K-1 / 525777251 

      Forceps width/channel ø/length       

      - 19K : 5mm / 2mm / 155cm 

      - 24K : 8mm / 2.8mm / 155cm   

                             ( needle  + )  

      - 25K : 6mm / 2.8mm  / 155cm 
 

제조사명 : OLYMP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