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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하 종양 형태로 나타난 표재성 식도암의 점막하 침윤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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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ficial Esophageal Cancer with Deep Submucosal Invasion Misdiagnosed as a
Subepithelial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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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is commonly used to detect the depth of cancer invasion in the preoperative stage.
Intrapapillary capillary loop (IPCL) patterns observed in magnification endoscopy with narrow band image are also known to well
demonstrate cancer invasion depth. Here, we report a case of superficial esophageal cancer with massive submucosal invasion,
which presented as a superficial esophageal cancer confined to the mucosal layer and with a coincidental hypoechoic submucosal
tumor under EUS and IPCL evaluatio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9;19: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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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재성 식도 편평상피세포암종(superficial 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은 조기위암에 대응하는 식도암의 분류로
서 림프절 전이의 위험이 충분히 낮은 경우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
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을 근치적 치료
1,2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재성 식도편평상피세포암종의 침범
깊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시경 초음파 검사(endoscopic ulrasonography, EUS)와 확대-협대역 내시경을 이용한 유두내 모세
혈관 고리(intrapapillary capillary loops, IPCLs) 패턴 관찰법이
3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는 약 90%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한
4
해 동안 452건의 식도 점막하 박리절제술이 시행되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내시경 검사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식도암의 조기 진단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표재성
식도편평상피세포암종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평가를 위한 경험
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특이한 증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협대역 내시경(narrow band imaging)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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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피암 또는 고유판에 국한된 표재성 식도암의 특성을 보이며
초음파 내시경에서 식도벽의 층별 구조와 연속성에 단절이 없었지
만, ESD 결과 점막하층에 현저한 침윤으로 덩어리를 이룬 점막하
침윤 표재성 식도암 1예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8세 남자가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식
도의 표재성 병변과 동반된 상피하 종양에 대하여 의뢰되었다.
남자는 5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 현성 흡연자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하는 약
물은 없었다. 삼킴 곤란이나 체중 감소 증상도 없었다. 활력징
후는 정상 범위에 있었으며 신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혈액학 검사와 혈액화학 검사의 결과는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결과 종축이 약 2 cm 길이인 지도
모양의 표재성 편평형 발적을 띄는 병변을 절치 아래 31~33 cm
위치에서 확인하였다(Fig. 1). 표재성의 편평형 발적 병변은 표
면이 미세한 과립상으로 거친 질감이었다. 병변의 근위부쪽은
편평하였지만 원위부쪽은 불쑥 튀어 올라 상피하 종양의 동반
을 시사하였다. 루골액을 도포하였을 때 표재성의 편평형 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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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Endoscopic findings. Endoscopy shows a 2 cm sized superficial flat erythematous area with a geographical pattern. The lesion has a
fine granular-irregular surface and the contour looks flat on the proximal side and round-heaped up in the distal direction. (B, C) On iodine staining,
a pink color sign is observed on delayed imaging. Two discrete lesions are identified just adjacent to each other. (D) High-definition endoscopy
with narrow band imaging shows a definite demarcation line encircling the lesion. The surface microvascular pattern inside the demarcation line
reveals prominent and scattered intrapapillary capillary loops (IPCLs). The pattern was compatible with IPCL type B1 of the Japanese Endoscopy
Society classification.

A

병변은 연분홍색으로 변색되는 두 개의 구별되는 병변이 서로
인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해상도 근접 협대역 영상에서 두 개
의 병변은 각기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으며, IPCLs은 비
정상적으로 확장되고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둥근 점으로 나타나
일본내시경학회(Japanese Endoscopy Society, JES) 분류 B1형
으로 판단하였다.
병변의 원위부에 위치한 상피하 병변에 대하여 EUS를 시행
하였다. 식도벽의 층 구조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고 각 층의 연
속성의 단절은 보이지 않았다. 상피층은 고에코의 1층으로 관
찰할 수 있었는데 병변의 위치에서 층의 두께 변화나 단절은
없었다. 병변의 원위부에서 0.9 cm 크기의 점막하 균질한 저에
코 종괴를 확인하였다. 종괴는 경계가 명료하였고 상피층과 고
유근층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점막근층 기원의 평활근종으로
판단할 수 있는 EUS 소견이었다(Fig. 2).
상부위장관 내시경 겸자 생검 결과 중등도 분화를 보이는 편
평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하였다. 흉부와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에서 식도벽의 암은 구별되지 않았으며 주변의 림프절이나 원
격 장기의 전이는 없었다. 내시경 검사와 협대역 영상, EUS,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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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B) EUS findings. The layered
structure is well maintained for the
lesions as well as for the adjacent normal
esophageal mucosa (arrows). Epithelial
thickening of the cancer areas is
negligible. EUS for the distal side of the
lesion showed a submucosal hypoechoic
mass with a size of 0.9 cm in diameter.
The homoge- neously hypoechoic mass
has a definite outline and looks separated from the epithelial layer and proper
muscle layer. Leiomyoma arising in the
muscularis mucosae is the most probable diagnosis.

산화단층촬영 그리고 내시경 생검 병리 진단을 종합하여 식도
의 병변은 상피 또는 고유판에 국한된 표재성 식도편평상피세
포암종으로 판단하였고, 식도 ESD를 계획하였다. 병변의 원위
부에 있는 상피하 종양도 상부의 편평상피세포암종과 함께 일
괄 절제하기로 하였다.
ESD는 좌측와위로 전신 마취 하에 진행하였으며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일괄 절제로 완료하였다(Fig. 3). 절제술 후 회복은 양호
하였으며 48시간 경과 시점부터 정상적인 식이를 시작하였다.
ESD로 절제된 검체에 대한 병리 진단은 절제술 전 임상적
판단과 차이가 있었다. 병변은 각각 분리된 두 개의 종양으로서
근위부는 1.4×1.2 cm 크기의 상피내암이었으며 원위부는
1.7×1.2 cm 크기의 중등도 분화의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상피
층의 기시부는 매우 작았으나 점막하층으로의 광범위 확장이
관찰되었다. 점막하층으로 침윤한 종양의 경계는 침습성보다는
밀어내는 양상을 보이는 덩어리를 형성하여 플라스크 병 모양
의 상피하 종양 형태를 나타내었다(Fig. 4). 동반된 림프관, 혈
관, 신경으로의 침습은 없었다. 절제된 조직의 수평면 변연은
암 조직의 침범이 없었으나 수직면은 암 침범이 존재하여 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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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A) Mucosal defect remained after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for superficial esophageal squamous
cell cancer at the at mid-esophagus. (B) The gross specimen after formalin fixation. A discrete and round submucosal mass with white hue is seen
on the distal side of the specimen. (C) Inverted view of the resected specimen also shows a protruded submucosal mass at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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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logical findings. (A) Carcinoma in situ at the oral side (H&E, ×200). (B) Moderately differentiated squamous cell carcinoma with
extensive submucosal invasion of the distal side (H&E, ×10). (C) The superficial portion of the squamous cell carcinoma is very tiny, but the
submucosal expansion is large with a pushing margin rather than an infiltrative margin, which presents a flask-like appearance in the vertical section.
Despite a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cancer, the lymphatic-vascular-neural invasion is not present (H&E, ×200).

치적 치료로 판정하였다. 환자의 나이와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
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식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로 절제
된 조직에서 총 14개의 림프절이 수거되었다. 수술 조직에 대
한 조직 검사에서 잔존하는 암 조직이나 림프절 전이는 없었으
며, ESD로 인한 반흔만 남아 있었다. 환자는 식도 절제술 후 경
과 양호하며 1년 6개월째 재발이나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
이다.

고

찰

식도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45만 명에서 발생하고 있
5
으며, 그 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도암은 기원 조직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종과 선암종(adenocarcinoma)으로 구별
한다. 서구에서는 위식도 접합부의 바렛식도에서 기원한 식도
선암종이 주로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편평상피세포

암종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중동에서
6
의 편평상피세포암종의 발생은 연간 10만 명당 100명이며 우
리나라의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식도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7
4.9명으로 매년 약 2,5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
표재성 식도편평상피세포암종은 점막과 점막하층에 침범이
국한된 식도암으로서 내시경 절제술의 대상이다. 특히 점막근
층(m3)을 침범하지 않고 상피층과 점막 고유판에 국한된
(m1-m2) 식도암은 림프절 전이의 위험이 1% 미만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근치적 치료로 적용할 수 있다. 점막근층과 점막하층
을 침범한 경우에도 내시경 절제술 이후 5년 암-특이-생존율은
95%로 식도 절제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93.5%와 차이가 없어
2
수술의 고위험군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표재성 식도암
에 대한 ESD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의 진료지침은 상피
층에 국한된 경우(m1)와 고유판에 국한된 경우(m2)를 절대 적
응증으로,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m3)와 점막하층 200 μm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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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3까지 침범한 경우(sm1)를 상대적 적응증으로 분류하고
1
있다.
표재성 식도편평상피세포암종의 침범 깊이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와 협대역 영상을 이용하여 점막의
8,9
미세표면 패턴과 미세혈관 패턴을 분류하는 것이 유용하다.
협대역 영상을 확대 내시경으로 얻는 경우 IPCLs의 형태를 관
찰하여 조직학적 진단과 침범 깊이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분류법이 제안되었으나 JES 분류 기준은 비교적 단순하여
관찰자 간 변이가 적은 장점이 있다. IPCLs이 직경 7~10 μm
의 머리핀 고리 모양을 가지는 정상 패턴인 경우(type A) 상피
내 신생물을 포함하는 이형성증을 시사한다. IPCLs이 머리핀
고리 모양을 유지하되 혈관의 직경이 20~30 μm로 두꺼워지고
염주알이나 구불구불해진 형태로 바뀐 경우(type B1) 상피나
고유판에 국한된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추정할 수 있다. IPCLs
이 고리의 형태를 소실하고 불규칙한 주행과 중층의 배열을 가
지는 경우(type B2) 점막근층 또는 점막하 1/3층을 침범한 편
평상피세포암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보다 침습의 깊이가 깊
은 점막하층 편평상피세포암종은 60 μm 이상으로 두꺼워진
IPCLs 형태를 보인다(type B3). 이렇게 분류하여 예측하는 경우
3
정확도는 80.4~94.1%에 이른다.
식도의 상피하 종양은 병리학적으로는 평활근종이 70~80%
로 가장 흔하며 EUS에서는 저에코성 병변으로 나타난다. 근층
기원의 저에코성 병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장관 기질종양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은 식도에서는 흔하지 않으며
10
다른 악성의 상피하 종양은 극히 드물다. 식도의 평활근종은
대부분 고유근층에서 기원한다. 내시경에서 점막에 고정되지
않고 식도벽에 고정된 양상이며 외연은 매끄러운 원형 또는 타
원형을 띄고 있다. 점막근층에 기원한 평활근층은 상대적으로
드물고 고유근층 기원 평활근종에 비하여 납작한 모양이며, 점
막에 고정되어 생검을 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다. 저자들의 증례
는 비교적 납작한 결절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점막에 고정된 상
피하 종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종괴 상부의 암종을 고려할
때 점막하 침윤을 의심하여야 하나 EUS 소견이 이전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 식도편평상피세포암종이 점막하 침윤을 하여
상피하 종양으로 오인된 증례의 보고가 우리나라와 인도에서
있었으나, 두 증례는 모두 초음파 EUS에서 불균질의 저에코 종
11,12
괴로 나타난 점이 본 증례와 다른 점이다.
저자들은 현성 흡연자인 중년의 남성에서 발견된 식도 편평
형 병변에 대하여 식도 표재성 신생물을 의심하여 협대역 내시
경 검사와 EUS를 시행하였다. 협대역 내시경 검사 결과 IPCLs
패턴이 JES 분류 B1형으로 점막암을 시사하였으며, EUS에서는
균질한 저에코의 경계가 분명한 원형 종괴가 점막하층에 국한
되어 점막근층 기원의 중간엽 종양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196

ESD 후 병리 진단은 점막하 침윤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변경
되었다. 암의 대부분은 점막에 국한된 식도편평상피세포암종이
었으나 항문 측의 일부 암 조직이 플라스크 형태로 점막하층에
침윤하여 종괴를 형성하고 있었다. 식도편평상피세포암종과 점
막하층 침윤암의 종괴는 ESD로 일괄 완전 절제하였으나 근치
적 치료 실패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식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식도편평상피세포암종에 더불어 상피하 종괴가 존재하는 경우
중간엽 종양의 우연한 병발보다는 암의 점막하 침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술 전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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