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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하 종양의 형태로 나타난 조기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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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Early Gastric Adenocarcinoma Resembling Subepithelial Tumor

Hye In Kim, Ki-Nam Shim, So Yoon Yoon, Eun Mi Song, Won Young Cho, Seong-Eun Kim, Hye-Kyung Jung, Sung-Ae Ju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wha Medical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Gastric cancer resembling subepithelial tumor is rare. It comprises approximately 0.5% of all resected gastric cancer cases. The fea-
tures of gastric carcinoma resembling subepithelial tumor are erosion, erythema and central umbilication. Because only a small 
amount of cancerous tissue is present at the mucosal layer,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subepithelial tumor and gastric cancer re-
sembling subepithelial tumor is difficult. EUS is recommended to identify the origin and echogenicity of the lesion, characteristic 
features, and accurate size. We report a case of early gastric cancer misdiagnosed as a subepithelial tumor on the basis of standard 
endoscopy and EUS findings in a 63-year-old woman. The patient received endoscopic resection and additional surgical operation 
was performed to achieve complete resectio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3;13: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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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finding. An elevated mass was noted at the greater
curvature of antrum, and the overlying mucosa was intact. It showed
smooth surface with focal erythematous change. 

서    론

위암은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빈도가 

높으며 위암 중에도 위선암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

다. 위암은 상피 종양으로 위점막 고유층에서 발생하여 융기형

부터 표면형, 함몰형, 궤양형, 궤양침윤형, 미만형까지 다양한 

육안적 소견을 보이나, 내시경 소견에서 변연의 융기, 성상과 

색조의 변화 등으로 주변 점막과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상피하 종양과 감별이 어렵지 않다. 감별이 어려운 경우

가 드물게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암은 조직검사를 한다

고 해도 점막 표면에 암세포 노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1 따라서 상피하 종양은 내시경초음파를 통

해 기원하는 층과 에코상, 형태적 특징, 크기를 관찰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2 저자들은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와 내시

경초음파검사로 위전정부의 상피하 종양으로 판단하여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에서 점막하까지 침습한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어, 추가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조직에서 잔여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던 1예를 보고한다.

증    례

63세 여자가 지역 병원에서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상부위장

관 내시경검사에서 위전정부 전벽에 1 cm 크기의 상피하 종양

이 발견되어 본원 소화기 내과에 내원하였다(Fig. 1). 환자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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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US finding. It showed inhomogenous, hyperechoic mass in 
the second and third layers of the greater curvature of antrum.

Fig. 3. Microscopic findings. (A) It showed adenocarcinoma with moderate differentiation which extended to the submucosa (H&E, ×40). (B) 
It showed lymphoid stroma consistent with lymphoepithelioma like-carcinoma (H&E, ×100). And there was no lymphovascular tumor emboli.

형 간염 보균자로 간경변 Child-Pugh Class A이었으며 그 외

의 병력은 없었다. 3년 전에 외부에서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상

부위장관 내시경검사 소견은 정상이었다.

환자는 신체 검진에서 혈압 100/60 mmHg, 맥박수 70회/분, 

체온 36.5oC였으며 급성 병색은 없었다. 복부 진찰 소견에서 장

음은 정상적으로 들렸으며, 만져지는 종물은 없었고 압통이나 

반발통도 없었다.

일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5,200/mm3, 혈색소 12.0 g/dL, 

혈소판 151,000/mm3이었다. 혈청 생화학검사에서 알부민 3.9 

g/dL, AST 25 IU/L, ALT 15 IU/L, ALP 220 IU/L, 총빌리루빈 

0.8 mg/dL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순 흉부 

및 복부 엑스선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에서 원형의 융기형 병변이 전정부에 관찰되었고 내시경초음파

검사에서는 직경 9.8 mm의 비균질한 내부 에코를 보이는 혼합 

음영의 병변이 제2층과 제3층에서 관찰되었다(Fig. 2). 유암종, 

평활근종, 과립종 등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한 소견이었다. 환자

는 상피하 종양으로 진단하고 내시경적인 제거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점막하층 하부 1/3까지 침범한(SM3) 중등도 분

화 위암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점막의 상피는 보존되어 있

었으며 림프관이나 혈관 침습 소견은 없었고 림프구성간질이 

풍부한 소견을 보였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림프절 전이 

소견이 없었고 내시경 절제 표본에서 변연부까지 완전히 절제

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암 전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환자

에게 추가 위수술을 권유하였다. 퇴원 후 9개월째 외래 추적 관

찰하다가 복강경하 위부분절제술 및 림프절곽청술을 시행하였

다. 수술 조직에서 잔여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    찰

일본에서 2003년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외과 위수술 표본 

4,743예를 검토한 결과에서 상피하 종양 모양의 암은 22예로 

0.5%를 차지했으며,3 다른 연구에서도 상피하 종양과 유사한 

형태의 위암의 빈도는 위암 수술 표본의 0.1∼0.62%를 차지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4 스웨덴의 연구에서도 검진 목적으로 

15,104명의 환자에게 내시경검사를 시행했을 때 상피하 종양

이 발견된 비율을 0.36%로 보고하고 있고, 그 중 조직검사 후 

암으로 진단된 경우는 절반 이하라고 보고하였다.5 즉, 상피하 

종양 형태의 암은 빈도가 매우 낮다.

위암과 상피하 종양은 기원하는 층이 다르고 형태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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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 Reports on Gastric Carcinoma Presenting as Subepithelial Tumor in Korea

Case Sex/age Location Size (cm) EUS (depth&echogenicity) Treatment Pathologic diagnosis

Hwang et al.14 Female/44 Low body 3 Not done Laparoscopic
  wedge resection 

EGC, adenocarcinoma, moderate 
differentiated

Lee et al.15 Male/75 Mid body 2 Submucosal layer, hypoechoic, 
homogenous

Subtotal
  gastrectomy

EGC, adenocarcinoma, highly 
differentiated

Hong et al.16 Male/58 Antrum 3 Not done Subtotal 
gastrectomy

AGC, lymphepithelial cancer

Hong et al.16 Male/64 High body 4 Not done Total gastrectomy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Kim et al.17 Male/74 Antrum 4 Serosa invasion, inhomogenous Subtotal 

gastrectomy
Adenocarcinoma, highly differentiated

EGC, early gastric cancer; AGC, advanced gastric cancer.

있기 때문에 내시경검사로 감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되나 실제로는 육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피하 종양 모양

의 형태를 가진 위암이 존재하고, 이 중에는 위선종, 유암종, 악

성 림프종, 평활근종 등과 같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

인 암들이 포함되어 있다.1 상피하 종양 모양의 암은 병변이 깊

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1 

따라서 여러 논문에서 이러한 사례와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과 일반 내시경 외의 진단 방법을 소개하

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Table 1).

상피하 종양 모양 위암의 내시경 소견과 상피하 종양의 내시

경 소견을 비교해보면 상피하 종양은 표면에 미란, 발적이 동반

되지 않으며, 종양 내부에 함몰이 있어도 그 변연이 편평해서 

동일 부위까지 정상점막에 싸여있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상

피하 종양 모양 위암은 상피성 종양의 특징을 보인다. 즉, 경계

가 선명한 부정발적, 부정미란, 부정함몰, 변연에 있는 백태를 

종양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진단의 감별점이 된다.6,7 

상피하 종양 모양 위암을 11예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형태의 

특징으로 종양 융기 내의 함몰, 발적, 백태부착부의 위치가 종

양 중앙부에서 치우쳐 있는 것을 특징으로 꼽으며 상피하 종양 

모양의 융기성 병변을 관찰할 때에는 종양기부의 솟아오른 성

상과 혈관투과상의 변화 유무, 종양 표면에서는 발적, 함몰의 

위치 및 상피성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가가 암의 감별진단에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3 본 증례에서는 종양 표면에 부종과 경

도의 발적만이 관찰되어 이전 상부위장관 내시경 후의 변화로 

생각하고 점막층이 보존된 상피하 종양으로 진단하였다. 

내시경 진단은 점막과 주름에 대한 관찰에 기반하고 있어서 

점막하병변은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조직검사로도 진단율

이 낮다. 왜냐하면 점막하조직이 충분히 포함되게 조직검사하

는 경우가 낮기 때문인데, 스웨덴에서 시행한 연구의 보고에 따

르면 상피하 종양 모양의 암에서 점막하병변이 충분히 포함되

게 조직검사가 된 경우는 전체 조직검사 시도의 35%에 불과했

다. 따라서 점막하병변이 의심되면 확실한 진단을 위해 다른 방

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내시경초음파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8 

상피하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위암의 내시경초음파 소견은 

다음과 같다. 점액암은 제3층에 경계가 분명한 고에코성 종양

을, 림프구성간질을 동반한 위암은 제3층에 경계 분명한 균일

한 저에코성 종양을 보이며, 상피하 종양 모양의 암은 위벽 제4

층에 연속하고 명료한 균일한 저에코를 나타낸다.9 본 증례의 

경우는 제2층과 제3층에서 비균일한 혼합 에코성 종양을 보여 

림프구성간질을 동반한 위암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며 확진과 치

료 목적으로 내시경적인 절제를 시행하였다.

증상이 없는 작은 상피하 종양의 경우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

하다는 지침은 없는 상태이고,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복

강경하 쐐기절제술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80%의 

상피하 종양이 양성인 점과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고려하여 

수술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0

그러나 상피하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위암의 경우 유사한 크

기의 일반적인 위암과 비교하여 점막하층의 침윤이 두드러지고 

때로는 더 깊이 침윤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유사한 크기의 일반

적인 위암에 비해 진행되거나 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상피하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위암은 크기가 작더라도 

진행성 위암과 동일하게 치료해야 한다.4

상피하 종양 모양의 암이 나타내는 조직학적인 특징은 종양

의 점막 내 침윤이 적고 조기에 점막하에 침윤하며 점막하층보

다 심부로 경계가 분명한 증식을 보이는 것이다.3 본 증례의 경

우에도 점막하 침윤 깊이가 500 μm 이상이었으나 점막 상피

는 침윤 없이 보존되어 있었고 림프관 또는 혈관 침습이 없었

으며 수술 후 표본에서도 잔여 암이 없었다. 종양세포 주변으로 

림프구성 간질이 풍부한 상태였으며, 위장관암에서 림프구의 

침윤이 많은 것은 일반적인 위장관암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Watanabe 등11의 연구에서 림프구성간질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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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일반적인 위암과 비교하였을 때 침윤 깊이에는 차이가 없

었으나 림프절 전이 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림프구성 간질을 동

반한 조기위암은 모두 림프절 전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림

프구성 간질은 면역 기능에 관여하여 암세포에 대해 숙주 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 일반적으로 조기위암을 내시경

적으로 절제한 후의 림프절 전이의 빈도는 암의 점막하 침습, 

미분화형 위선암, 림프관 또는 혈관 침습 등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졌다.13,14

본 증례에서 추가적인 외과 수술을 시행한 이유는 림프절 전

이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수술 조직에서는 암세포가 

존재하지 않았다. 점막하 침윤 깊이가 500 μm 이상인 조기위

암의 경우 추가적인 외과 절제술의 적응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증례와 같은 작은 크기의 림프구성 간질이 풍부한 점막하 

침윤 위암의 경우 장기적인 내시경 치료 결과가 축적되면 현재

의 치료 지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와 내시경초음파로 위전정

부의 상피하 종양으로 판단하여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하고 조

직검사에서 점막하까지 침습한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어, 추가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조직에서 잔여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던 

1예를 보고한다.

참 고 문 헌

1. Yuki T, Sato T, Ishida K, et al. Clinicopathological and imaging 

features of gastric carcinoma resembling submucosal tumor. 

Stomach Intest 2003;38:1527-1536.

2. Chak A. EUS in submucosal tumors. Gastrointest Endosc 2002; 

56:S43-S48.

3. Ishiguro S, Tsukamoto Y, Kasugai T, et al.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gastric carcinoma with submucosal tumor like appear-

ance. Stomach Intest 2003;38:1519-1526.

4. Ohara N, Tominaga O, Uchiyama M, Nakano H. A case of ad-

vanced gastric cancer resembling submucosal tumor of the 

stomach. Jpn J Clin Oncol 1997;27:423-426.

5. Hedenbro JL, Ekelund M, Wetterberg P. Endoscopic diagnosis of 

submucosal gastric lesions. The results after routine endoscopy. 

Surg Endosc 1991;5:20-23.

6. Fujiyoshi A, Kawamura M, Ishitsuka S. Gastric adenocarcinoma 

mimicking a submucosal tumor: case report. Gastrointest En-

dosc 2003;58:633-635.

7. Melzer E, Fidder H. The natural course of upper gastrointestinal 

submucosal tumors: an endoscopic ultrasound survey. Isr Med 

Assoc J 2000;2:430-432.

8. Strohm WD, Classen M. Benign lesions of the upper GI tract by 

means of endoscopic ultrasonography. Scand J Gastroenterol 

Suppl 1986;123:41-46.

9. Endo T, Okuda H, Arimura Y, et al. A case of early gastric carci-

noma with lymphoid stroma: diagnostic usefulness of endo-

sonography. Dig Endosc 1998;10:240-243.

10. Ryu KJ, Jung SR, Choi JS, et al. Laparoscopic resection of small 

gastric submucosal tumors. Surg Endosc 2011;25:271-277.

11. Watanabe H, Enjoji M, Imai T. Gastric carcinoma with lymphoid 

stroma. Its morphologic characteristics and prognostic correla-

tions. Cancer 1976;38:232-243.

12. Ohtani H, Yoshie O. Morphometric analysis of the balance be-

tween CXCR3＋ T cells and FOXP3＋ regulatory T cells in lym-

phocyte-rich and conventional gastric cancers. Virchows Arch 

2010;456:615-623. 

13. Cho JY, Cho WY. The current status of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8;37:317-320.

14. Hwang EM, Kim JI, Jang EC, et al. A case of gastric adeno-

carcinoma presenting as a submucosal tumor. Korean J Gastro-

intest Endosc 2006;33:368-371. 

15. Lee JH, Shin JE, Kim BH, et al. A case of early gastric ad-

enocarcinoma mimiking a submucosal tumor. Korean J Gastro-

intest Endosc 2007;35:250-253. 

16. Hong CK, Chung WC, Choi HJ, et al. Two cases of advanced gas-

tric carcinomas showing features of submucosal tumors.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7;35:175-180. 

17. Kim JH, Jeon YC, Lee GW, et al. A case of mucinous gastric ad-

enocarcinoma mimicking submucosal tumor. Korean J Gastro-

enterol 2011;57:1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