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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피하 종양의 내시경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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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ic Treatment of Gastric Subepithelial Tumor

Moon Kyung Joo, Jong-Jae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Most of subepithelial tumor (SET) in stomach is incidentally found during esophagogastroduodenoscpic examination. Even small 
gastric SETs less than 2.0 cm might have malignant potential, thus ambiguous cases should be removed and pathologically con-
firmed for optimal diagnosis and treatment. As endoscopic techniques are developed, endoscopic removal of gastric SETs has been 
reported increasingly. The endoscopic procedures for resection of gastric SETs include classic methods such as snare polypectomy 
or incisional enucleation, and more progressive and standard technique such as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For gastric SETs 
originated from deeper layer including muscularis mucosa, novel procedures such as endoscopic submucosal tunnel dissection and 
endoscopic full-thickness resection (EFTR) are now being introduced, and cooperation with laparoscopic approach such as laparo-
scopy-assisted EFTR might be an alternative option to overcome shortcomings of endoscopic procedures only and ensure more safe 
and complete resectio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5;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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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 상피하 종양(subepithelial tumor, SET)은 상부위장관내

시경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정상점막으

로 덮여 있는 종괴나 돌출의 형태로 관찰된다.1 위의 SET는 주 

병변이 점막층보다 하층에 존재하고 주위 점막과 같은 점막으

로 덮여 있으면서 반구형 또는 구형으로 위 내강에 돌출한 병

변이기 때문에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만으로는 그 기원이나 원

인을 알 수 없고 때로는 벽외성 압박과 감별하기가 어렵다. 위

의 SET에는 위 점막 상피세포에서 근원한 상피종양을 제외한 

모든 간질조직, 혈관, 신경조직 등에서 근원한 종양들과 전이성 

종양이 포함된다. 즉 평활근종, 낭종, 섬유종, 지방종, 혈관종, 

림프관종 등의 양성 종양과 평활근육종, 림프종, 섬유육종, 악

성흑색종 등의 악성종양이 이에 포함된다. 위 SET의 상당수는 

양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종양, 특히 고유근층에서 기

원하는 SET의 경우 악성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위장관 간

질 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은 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벽내 상피하 종양으로 약 10∼30% 정도에서 

생물학적으로 악성화의 성질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또한, 최근의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

이드라인에서는 GIST 중 장축의 길이가 2.0 cm 이하이면서 내

시경 초음파(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상 불규칙한 

경계, 궤양, 비균질성 등의 악성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면 6

∼12개월 간격으로 내시경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

으나,5 실제로는 2.0 cm 이하이면서 EUS 상 양성을 시사하는 

병변이라도 절제 후 조직학적 검사에서 유사분열지수(mitotic 

index)가 높아 악성화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진되는 경우

가 3.7%까지 보고된 바 있다.6,7 그러므로 위의 SET 중 고유근

층에서 기원하는 경우 비록 크기가 작은 경우라 할지라도 내시

경 혹은 EUS 검사상 lipoma 등의 양성 종양이 확실히 감별되

지 않는다면 병변을 절제하여 조직학적으로 확진하는 것이 적

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위의 SET은 개복술 혹은 복강경하 쐐기 절제술 등

의 외과적 수술로 절제하였으나, 근래에 내시경 기구 및 술기의 

발달로 인하여 내시경적 방법으로 절제하는 증례들이 다수 보

고되고 있다.8-10 

이러한 내시경적 술기로는 snare polypectomy (올가미 절

제술), incisional enucleation (절개 핵적출) 등의 고전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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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내시경 점막 절제

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등의 보편적 술기를 거쳐 endoscopic submucosal 

tunnel dissection (ESTD, 내시경 점막하 터널 절제술), endo-

scopic full-thickness resection (EFTR, 내시경 전층 절제술) 

등의 최신의 방법들로 진화되어 왔다. 이에 본 고에서는 위 

SET의 내시경적 치료 방법의 발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론

1. Snare polypectomy 

통상적인 위장관 용종의 내시경적 제거에 흔히 사용되는 방

법으로 생리식염수와 에피네프린 혼합액을 점막하에 주사 후 

올가미를 이용하여 절제한다. 크기가 비교적 작은 병변이나 초

음파내시경 검사에서 점막 및 점막하에 위치한 병변이 적응증

이 된다. 

2. Incisional enucleation 

절개 핵적출술을 시행할 경우 종양의 표피 점막을 박리하기 

위하여 침형 절개도 또는 용종절제용 올가미를 사용하며, 표피 

점막의 절제는 기저부가 노출될 때까지 충분히 시행한다. 다음

으로 주위조직으로부터 종양을 박리하여야 하며, 이때는 파악

겸자, 용종절제용 올가미 선단, flex 절개도, insulated tip (IT) 

절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파악겸자는 주위조직과 분리가 잘 되

는 종양에서 주로 사용되고 천공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용종절제용 올가미 선단은 올가미의 선단을 sheath 바깥

으로 조금만 내밀어 침형 절개도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flex 절

개도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침형 

절개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출혈 및 천공의 위험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IT 절개도를 이용하여 박리하는 방법도 있다. 다

음으로 종양 기저부를 박리하기 위하여 기저부에 생리 식염수

를 주입하여 절제술을 시행한다.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

증으로는 출혈과 천공 등이 있으나, EUS 상에서 부드럽고 명확

한 경계부위를 가지며 고유근층과 좁게 연결되는 소견이 관찰

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11

3.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조기위암의 표준 치료방법 중 하나로서 확립된 ESD 술기를 

위의 SET 병변에 응용하여 성공적으로 절제하는 증례가 최근 

다수 보고되어 왔다. 이 때 표준적인 ESD 술기를 이용하는데, 

즉 종양의 주위를 점막 하층까지 원형으로 절개하고 점막 하층

에 노출된 종양 바로 하단부위를 직시하면서 차례로 박리하면 

병변을 성공적으로 일괄 절제하고 검체를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다.12 그러나 SET가 고유근층에서 기원할 경우 기술적으로 

완전 절제가 쉽지 않으며 천공의 위험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들에 의하면 고유근층에서 기원한 위 SET를 

ESD 방법으로 절제하였을 때 약 73∼94%의 완전 절제율을 보

였으나 천공의 비율은 15%까지도 보고된 바 있다.13-15 그러므

로, 향후에 ESD 술기는 위의 SET의 대안적인 치료 방법의 하

나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성공적이고 안전한 절

제를 위해서는 다수의 ESD의 경험을 보유한 숙련된 내시경의

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Endoscopic muscularis dissection 

SET가 고유근층에서 기원할 경우, ESD 술기를 이용하더라도 

실제로는 근육층을 박리하게 된다. Liu 등16은 이를 내시경 근

육층 박리술(endoscopic muscularis dissection, EMD)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술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표준적

인 ESD 술기와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종양을 덮고 있는 점막층

을 종양의 원형 둘레 대신 종축으로 절개하고, 둘째, 전기 혹은 

무딘 박리를 이용하여 종양을 점막하층과 고유근육층으로부터 

완전히 박리하며, 셋째, 클립을 이용하여 점막층을 봉합하는 점

이다. Liu 등16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식도와 위의 SET를 절제

한 치료 성적을 발표하였는데, 완전 절제술은 97%로 매우 높았

으나, 13%의 비교적 높은 천공률이 동반되었다. 그러나 천공된 

예는 모두 보존적인 처치로 치료되었고, 점막을 종축으로 절개

함으로써 종양의 박리 이후에 점막 결손의 완전 폐쇄가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다.

5. Endoscopic submucosal tunnel dissection

표준적인 ESD 혹은 이를 응용한 EMD 술기를 이용하여 위

의 SET 병변을 성공적으로 절제할 수 있으나 근육층에서 기원

하는 SET의 경우 천공과 같은 주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식도 이완불능증의 내시경적 치료 술기로

서 경구내시경 근육절개술(peroral endoscopic myotomy, 

POEM)이 도입되었는데, 하부 식도 괄약근의 근위부에 점막하

층에 터널을 생성하여 이 층을 통하여 윤상 괄약근까지 접근하

여 근육층을 절개하는 방법이다.17 이러한 POEM 술기를 근육

층에서 기원하는 심층부 SET의 절제에 응용한 것이 ESTD 술기

이다. 즉, 병변에서 약 5.0 cm 근위부에 점막 절개한 후 점막

하층으로 터널을 생성하여 종양부위까지 접근하고, 종양이 노

출되면 IT 절개도 등을 이용하여 종양을 완전 절제, 수거하고 

점막판은 클립을 이용하여 봉합하는 방법이다(Fig. 1). 이 술기

는 우선적으로 식도나 위 들문부의 SET 병변에 도입되었는데, 

Inoue 등18은 근육층에서 기원하고 식도 혹은 들문부에 위치하

는 SET를 ESTD 술기로 절제한 9예를 최초 보고하였고,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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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submucosal tunnel dissection (ESTD) of gastric subepithelial tumor (SET). (A) A large (about 2.5×2.0 cm) and round SET 
was found on the upper antrum, posterior wall side. (B) An endoscopic ultrasonography showed a hypoechoic, heterogenous and partially 
exophytic mass originated from muscularis propria layer. (C) A computed tomography scan also showed a partially exophytic, well-defined and 
round mass. (D∼F) For ESTD, a mucosal entry was made at 4.0 cm proximal from SET, and submucosal tunnel was made using insulated-tip (IT)
knife. (G∼I) After tunneling, mass was exposed at muscularis propria layer, dissected using IT knife under direct visual control and removed using
snare. (J, K) After removal of SET, closure of mucosal entry was performed using endoscopic hemoclips. (L) A round and smooth-surfaced mass 
was measured 2.5 cm in the longest diameter. Final pathologic report was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with intermediat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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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60 mm 이상의 거대 병변 2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

적으로 완전 절제되었으며 천공 등의 주요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Gong 등19은 역시 식도 혹은 위 들문부의 

근육층 기원 SET를 ESTD 방법으로 절제한 12예를 보고하였는

데, 병변의 크기는 모두 40 mm 이하(범위 10∼40 mm), 일괄 

절제율은 83.3%였고 두 예에서 기흉, 피하 기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보존적 처치로 치료되었다. 

최근에는 위에 위치한 근육층 기원 SET에도 ESTD 술기가 

도입되어 보고된 바 있다. Lu 등20은 하부식도 부위에서부터 점

막하 터널을 생성하여 들문부를 지나 궁륭부의 종양부위까지 

접근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18예의 궁륭부 SET를 절제하였는데, 

평균 크기는 21 mm (범위 8∼50 mm)였고 모든 예를 완전 절

제 하였으며 1예에서 천공에 의한 기복증이 발생하였으나 보존

적 치료로서 회복되었다. 필자는 최근 위의 유문부와 분문부에 

위치한 고유근층의 돌출형 SET를 ESTD 방법으로 제거한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총 6예에서 모두 일괄 절제가 가능

하였고 이중 한 예를 제외하고는 주요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제거하였다.21 그러나 개체 수가 작고 아직 장기적인 치료 성적

이 알려지지 않아 추후 더 많은 임상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6. EFTR with or without laparoscopic assistance

전술한 바와 같이 고유근층에서 기원하는 위의 SET의 근치

적 절제를 위하여 ESTD와 같은 새로운 방법들이 도입되었으나, 

크기가 큰 SET의 제거에는 일정 정도 한계점이 있다. 이에 또 

다른 대안적 술기로서 EFTR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과거

에 Ikeda 등22은 돼지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복강경의 도움 

없이 EFTR 술기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종양을 제거하고 위벽 

결손 부위를 봉합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임상적 적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복강경의 도움 없이 내시경 단독으로 

EFTR을 시행할 경우 복막 감염 등의 합병증이 우려되고 크기가 

큰 위 결손 부위를 내시경 시술만으로 완전히 봉합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23 그러나 Zhou 등24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고유근층에서 기원한 위 SET를 내시경 

단독으로 EFTR 술기를 이용하여 절제한 26예의 치료 성적을 

보고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저자들은 종양 주위에 원형으로 점

막 절개 후 고유근층까지 박리하여 종양에 접근하고 장막층을 

추가 절개하여 천공을 유발한 후 올가미를 이용하여 고유근층

과 장막층을 포함하여 종양을 절개하였다. 이후 천공된 위벽은 

클립을 이용하여 봉합하였다. 평균 28 mm (범위 12∼45 mm) 

크기의 종양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모든 예에서 완전 절제하였

고 주요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보고된 국내 연구에서

도 위의 GIST 등의 SET를 내시경 단독 EFTR 방법으로 제거한 

5예에서 모두 일괄 절제가 가능하였고 수술을 필요로 하는 복

막염 등의 주요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25 그러나 복강경의 

도움이 없는 EFTR은 고난이도의 내시경 기술을 요하며 여전히 

크기가 큰 SET의 제거에는 용이하지 않고 점막 덮개의 봉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술 후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ESD와 복강경하 쐐기 절

제술을 혼합한 방식으로 복강경하 EFTR (laparoscopy-as-

sisted EFTR, LAEFR)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hybrid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surgery (hybrid NOTES)라고 불

리우기도 한다. 즉, 내시경으로 종양 주위를 원형 절개하고 점

막하층을 박리하면서 종양 주위 2/3∼3/4 정도는 고유근-장막

층까지 전층 절개하는 동시에 나머지 1/3∼1/4 부위는 복강경

하에서 절개하고 종양을 제거한 이후에는 복강경 장치로 봉합

한다. 이 방법은 복강경 단독 수술에 비하여 절개선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위식도 접합부나 분문부, 유문륜 등의 접근이 어

려운 부위에 위치한 종양도 치료가 가능하며, ESTD나 내시경 

단독 EFTR에 비하여 크기가 큰 SET의 제거에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다. Hybrid NOTES 술기를 이용한 위 SET의 치료 성적은 

이전에 일본을 중심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위 근위부에 위치하

거나 복강 내 돌출형의 SET를 모두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으며 

수술 후 주요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고 종양의 평균 크기도 

38∼46 mm로 ESTD나 EFTR에 비하여 큰 것으로 알려졌

다.26,27 최근에 국내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도 LAEFR 방법으

로 위 근위부에 위치한 11예의 SET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으

며 특히 분문부에 위치한 SET의 경우에도 시술 후 3개월의 추

적 관찰 기간 동안 위-식도 접합부 협착 등의 후기 합병증이 특

별히 관찰되지 않았다.28 그러나 GIST 등의 종양을 복강경하 수

거할 때에 복막 전이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를 요한다.

결    론

위의 SET는 상부위장관내시경이나 EUS 소견만으로 악성화

의 가능성이 있는 종양을 완전히 감별하지 못하므로, 2.0 cm 

미만의 비교적 작은 크기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절제하여 정

확한 병리학적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유

근층에서 기원하는 SET의 경우 GIST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

치적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시경적 치료

를 위하여 여러 가지 술기들이 도입되어 왔다. 표준적인 ESD뿐

만 아니라 EMD, ESTD, EFTR 등의 기법 등이 시도되고 있으

며, 특히 복강경 시술과 함께 시행하는 LAEFR은 내시경 단독 

시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고려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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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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