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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의 림프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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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hangioma of the Esophagus
Sae Bom Shin, Jin Il Kim, Dae Young Cheung, Yu Na Jang, Joune Seup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Lymphangioma of the esophagus is a rare submucosal benign tumor. A 49-year-old man was referred because of a foreign body sensation in the esophagus. In endoscopy, a 10.0×1.0-cm longitudinal, translucent, whitish yellow mass covered with normal esophageal
mucosa was found in the lower esophagus. Endoscopic ultrasonography revealed a heterogeneous, mainly hypoechoic, well-circumscribed lesion located in the third layer. Incisional biopsy was performed, and histologic findings showed multiple dilated lymphatic
vessels, consistent with lymphangioma. After 3 months of proton pump inhibitor treatment, the symptom was relieved and the patient is currently asymptomatic and under surveillanc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8;18: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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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림프관종은 림프기관의 발생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드문
양성 종양으로, 림프기관이 풍부한 신체 기관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하다.1,2 대부분은 두경부(75%)와 액와부(25%)에서 발생하
고 위장관에서의 발생은 전체의 1% 미만으로 드물다.3 소화관
중에서도 대장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며 식도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형태학적으로 비특이적인 상피하 종양의 형
태를 가지고 있고 최근 위 내시경검사가 널리 시행됨에 따라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대
부분은 무증상이다. 하지만 림프관종의 발생위치 및 크기, 폐색
유무에 따라 연하통, 연하곤란, 심와부 동통 등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고, 연하곤란과 심와부 동통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4
저자들은 식도 이물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진단한 식도
림프관종에 대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Received: February 24, 2018 Revised: March 21, 2018 Accepted: March 24, 2018
Corresponding author: Jin Il Ki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eouido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0 63-ro, Yeongdeungpo-gu,
Seoul 07345, Korea
Tel: +82-2-3779-1519, Fax: +82-2-3779-1331, E-mail: jikim@catholic.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1-6801-6891

증

례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49세의 남자 환자가 내원 5개월 전부
터 시작된 식도 이물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가족력
및 사회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체중감소 및 복통 등은 없었
으며 내원 당시 진찰소견에서 전신상태는 양호하였고 신체검사
상 이상소견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으로 말초혈액검사에서 white blood cell
6,700/mm3, hemoglobin 13.5 g/dL, platelet 243,000/mm3
였으며 생화학검사에서는 알부민 3.93 g/dL, 총빌리루빈 0.64
mg/dL, aspartate aminotransferase 19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14 IU/L, alkaline phosphatase 209 IU/L, blood
urea nitrogen 10.5 mg/dL, creatinine 0.93 mg/dL였다.
본원에서 시행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에서 절치에서 30 cm
부터 40 cm까지의 중부 및 하부 식도에 10.0×1.0 cm 크기의
종주형의 창백하고 투명한 낭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종괴는 매
끈한 표면의 정상 식도 점막으로 덮여있고 겸자로 눌렀을 때 부
드럽고 변형이 잘 되는 낭종성이었다(Fig. 1). 다른 상피하 종양
과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점막 하에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혼합된 에코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병변
은 다방성의 격벽을 형성한 낭성 병변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고
유근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Fig. 2).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식도 하부에 9.0×3.0 cm 크기
의 식도 내강 내에 약하게 조영 증강되는 병변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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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findings. A subepithelial polypoid tumor is seen in
the distal esophagus.

병변은 경계가 명확하였고, 불규칙한 저음영을 보였으며, 전반
적으로 두꺼워진 식도 벽을 따라 약하게 조영 증강되었다(Fig.
3). 융기성 병변의 표면에 knife를 이용하여 cutting current로
점막을 절개하는 내시경적 절개생검을 시행하였고, 점막 하에
황색의 비교적 경계가 균일한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 겸자
를 이용하여 동일 부위를 반복 생검하였다. 병리학적 소견상 여
러 개의 확장된 림프관이 정상 상피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4). 조직 병리학적으로 림프관종으로 진단하였
다. 내시경적 절개생검으로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추적 내시경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양성자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를 투여한 후 식도 이물감
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외래에서 약물 치료를 지속하며 치료
한 결과 3개월 후 증상이 자연 소실되어 특별한 이상 없이 경
과 관찰 중이다.

고

찰

림프관종은 림프기관의 발생학적 이상으로 림프관의 비정상
적인 확장을 야기하고, 낭종성 종괴 형태로 발생하는 양성 종양
으로 전신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위장관의 경우는
주로 소장에서 발생하고 점막층 또는 내강에서 다양한 크기로
발생한다. 식도의 림프관종은 드문 질환으로 1934년 WatsonWilliams5가 식도의 림프관종을 처음 보고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4예의 보고가 있다.6
병리학적으로 다방성 종양으로 림프관성 내피세포 및 점액성
간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단순모세관성(simple capil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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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doscopic ultrasonography findings. A submucosal tumor
with heterogeneous echogenicity containing a multicystic pattern is
observed within the third layer.

낭종성(cystic), 해면성(cavernous)으로 나눌 수 있다.7 단순형
림프관종은 작고 얇은 벽과 연부조직기질이 포함되어 있고 주
로 피부에 표재성으로 발생하고, 해면상 림프관종은 확장된 림
프 통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낭종성 림프관종은 가장 많은 형으
로 단일성 또는 다발성의 낭성 종양으로 구성되고 경부, 액와
부, 대퇴부, 서혜부 등에서 발생하며 위장관에서 호발한다.8,9
본 증례에서 관찰된 유형은 해면성이었다.
형태학적으로 식도의 림프관종은 비특이적 상피하 종양의 형
태를 가지며 내시경에서 대부분 우연히 발견된다. 내시경검사
에서 점막은 주위 점막과 유사하며 투명감이 있고, 색조는 약간
의 황색, 분홍색 색조를 띠는 경우도 있다. 겸자로 누르게 되면
모양이 쉽게 변형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내시경 소견만으
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내시경 초음파로 좀더 특이적 진
단이 가능하다. 내시경 초음파 상 특징적으로 점막 하에 국한된
여러 개의 격벽으로 나누어진 무에코 또는 저에코의 낭포로 관
찰되며, 식도 근층까지 침범하였는지,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한
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10 하지만 림프관종의 구조가 확
장된 림프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전형적 내시경
초음파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내시경 초음파,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해 종괴의 성상, 크기, 침윤 정도 등을
파악한 후, 확진은 조직학적 검사로 이루어진다. 림프관종은 표
면 상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단순 조직검사만으로 진단하기는
힘들며, 절제생검을 시행해 조직병리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하
다.6 조직생검으로 점막이 파열되면 림프액이 배출되어 진단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는 다른 질환과 림프관종을 감별하는 중
요한 소견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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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A low-density fungating mass is
observed in the lower esophagus.

Fig. 4. Histologic findings (H&E, ×40).
Many irregular, dilated lymphatic
vessels suggest lymphangioma.

본 증례에서는 절제생검 시 림프액 배출소견은 없었고 황색
의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병변이 관찰되었다. 절개생검 이후 병
변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PPI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이는 환자가 호소하던 증상의 원인
이 림프관종이 아니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혹은 역류성
인후두염과 같이 PPI로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을 환자가 동반하
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림프관종은 주로 점막하층에 발생하나 드문 경우 점막층까지
침범되는 경우도 있다. 혈관종, 지방종, 평활근종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감별진단 중 일부 질환은 악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감별진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림프관종은 증상이 없고, 드물게는 자연 퇴화된 보
12
고도 있으므로,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이후에는 치료가 필요하
지 않다. 크기가 크고 연하곤란, 식도폐쇄, 통증 등이 있거나 위
선암, 림프종 같은 심한 궤양을 동반한 내장형 종괴를 보이는
경우, 즉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때는 수

술적 절제가 추천된다. 최근에는 내시경 시술의 보편화와 술기
13
의 발달로 내시경적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 내시경적 점막 절
제술으로 2.5 cm 이하의 병변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절제할
14,15
수 있다.
시술에 따르는 출혈은 대부분 적고 식도 협착 등
16
의 합병증도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후는 좋은 편이어
서 식도 림프관종의 경우 완전 절제 후에 재발은 보고된 증례
가 없으며, 현재까지 악성으로의 변화도 보고된 적이 없다.
본 증례는 식도 이물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발견된 식
도 상피하 종양을 내시경 초음파,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절개
생검으로 식도 림프관종으로 확진하였고 PPI 투여로 환자의 증
상이 호전되었던 드문 증례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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