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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ic Cancer Accompanying Plummer-Vinson Syndrome

Ho Joon Im1, Sung Eun Kim1, Moo In Park1, Seun Ja Park1, Won Moon1, Jae Hyun Kim1, Kyoungwon Jung1, Jung Gu P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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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mer-Vinson syndrome (PVS), also called sideropenic dysphagia or Paterson-Kelly syndrome, is a condition characterized by 
a triad of chronic iron-deficiency anemia, esophageal webs, and dysphagia. This syndrome is considered as a precancerous condition 
due to the occurrence of squamous cell carcinoma in the hypopharynx, upper esophagus and oral cavity. Although exact data on 
the prevalence of the syndrome are not evidently available, physicians need to recognize this rare syndrome. Most of the patients 
are elderly Caucasian women aged 40 to 70 years, but cases in children, adolescents, or men have also been described. At present, 
the prevalence of PVS is decreasing due to improvement in nutritional habits and intake of iron supplements. Therefore, the syndrome 
accompanied with gastric cancer is even more uncommon. We report a case of a 61-year-old woman with PVS who was diagnosed 
with gastric cancer and improved after treatment.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0;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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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lummer-Vinson syndrome (PVS)은 만성 철결핍성 빈혈, 

삼킴곤란, 식도 막(esophageal web)의 3개 요소가 동반되는 

특징을 가지는 증후군으로, 다른 용어로는 철결핍성 삼킴곤란

(sideropenic dysphasia) 또는 Paterson-Kelly syndrome으로

도 불린다. 유병률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40세에서 70세 사이의 백인 여성에서 많

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상대적으로 소아, 청소년, 남

성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이다.1 근래에 들어와서는 전반

적인 경제학적 발전으로 인하여 영양 상태가 호전되고 철분 공

급이 원활해지면서 그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의들이 PVS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PVS 환자의 약 10%에서 하인두, 상부식도 그리고 구강 

내 편평상피세포암이 발생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이기 때문이

다.2 하지만 PVS가 위암과 같이 발견된 경우는 매우 드문데, 저

자들은 PVS를 동반한 위암이 있는 61세 여성에서 수혈 및 항

암 치료 후 식도 막이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

자 한다.

증 례

61세 여자가 3개월간 지속된 소화불량, 전신 위약감, 체중 

감소, 삼킴곤란으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신체 검진에서 혈압

은 110/60 mmHg, 맥박수는 82회/분, 체온은 36.5℃, 호흡수

는 20회/분이었다. 전신 상태는 만성 병색을 띄고 있었으며, 결

막은 창백하였고 공막에 황달은 없었다. 환자는 5년 전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후 synthyroid 0.15 mg을 하루 한 번 

복용 중이었고, 당시에도 빈혈 소견은 있는 것 같다고 들었으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외의 다른 병력 및 음주력, 

흡연력은 없었다. 계통 문진에서 내원 당시 체중은 47 kg으로 

3개월 동안 6 kg의 체중 감소 및 전신 위약감이 있었다. 삼킴

곤란은 2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불편할 때에는 

죽 같은 것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하였고, 다른 특이 증상은 관

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지금까지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상부위장관 조영술은 3년 전에 받았

다고 하였다. 신체검사에서도 저명한 특이 소견은 없었다.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고 총혈구검사에서 백혈구 7,890/mm3, 혈소판 

608,000/mm3, 혈색소 5.9 g/dL, 적혈구 용적 18.9%, 평균 혈

구용적 66.4 fL로 소구성 및 저색소성 빈혈 소견을 보였다. 총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20.0002&domain=pdf&date_stamp=2020-06-10


160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Vol 20, No 2, June 2020

 A  B

 C  D

Fig. 1. Endoscopic findings. (A) Glossitis.
(B) Esophageal web. (C, D) Advanced 
gastric cancer occurring from the lower 
body to the proximal antrum.

Fig. 2. Esophageal web in a barium esophagogram (arrow).

단백질 6.5 g/dL, 알부민 3.6 g/dL였으며 간기능 및 신장기능, 

전해질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범위 내 수치를 보였다. 추가적으

로 시행한 빈혈검사에서 혈청 ferritin은 3.7 ng/mL, iron은 

18.5 ug/dL로 감소되어 있었고 총철결합력(total iron binding 

capacity)은 300 ug/dL로 정상 범위였다. 철결핍성 빈혈로 진

단한 후, 빈혈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우선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내시경을 진입할 때 혀의 표면에서 설염

(glossitis)이 보였으며(Fig. 1A), 앞니로부터 10 cm 위치인 상부

식도 괄약근 직하방에 식도 막이 관찰되었다(Fig. 1B). 성인 위

장관 내시경으로는 식도 막이 통과되지 않아 소아 위장관 내시

경으로 위 내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위 전정부와 체부 소만

에 보만 3형 진행성 위암이 관찰되었다(Fig. 1C, D). 조직검사에

서 저분화선암종(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으로 진

단되었으며 신속요소분해효소검사(rapid urease test) 결과는 

음성이었다. 식도 막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식도 조영술을, 

위암의 진행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검

사를 시행하였다. 식도 조영술에서 제4경추 위치에 막 모양

의 음영 결손이 관찰되었고(Fig. 2),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에서는 위벽의 비후 및 종괴, 위 주위 림프절의 전이 소견이 확

인되었다(Fig. 3). 환자는 우선 수혈 및 영양 집중 지원팀

(nutritional support team)의 협조를 통하여 영양 공급을 진행

하였고, 위암에 대해서는 일반외과와의 협진 후 탐색 수술

(surgical exploration)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술 소견에

서 위암의 췌장 및 횡행결장간막 침범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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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dominal CT findings. (A) Advanced gastric cancer in the gastric antrum (arrow). (B) Lymph node metastasis in the perigastric area 
(arrow).

암의 근치적 수술은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고려되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향후 위암으로 인한 악성 

위 출구 폐쇄(gastric outlet obstruction)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자 설명 후 위공장우회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환자는 항암화학치료(folinic acid, fluorouracil, oxaliplatin)를 

시작하였다. 수술 후 9개월 뒤인 16차 항암화학치료 당시 환자

의 혈색소는 10.1 g/dL, 적혈구 용적 30.7%, 평균 혈구용적 

90.5 fL였고 체중은 54 kg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호

소하던 삼킴곤란 증상은 내원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되어 

일반 식이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시행한 위내시

경에서 식도 막은 성인 위장관 내시경으로 통과될 수 있을 정

도의 호전 양상을 보였다.

고 찰

PVS는 만성 철결핍성 빈혈, 삼킴곤란, 식도 막의 3개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다. 대부분은 무증상이나 식도 막으로 

인한 삼킴곤란, 전신 쇠약감과 체중 감소가 동반될 수 있으며 

손발톱의 변화, 설염, 비장비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912년 Plummer는 해부학적으로 협착이 없는 식도의 미만

성 이완 소견을 가진 삼킴곤란 환자들을 원인 미상의 히스테리 

또는 신경증이라 보고하였고, 이들 환자에서 철결핍성 빈혈과 

비장비대가 동반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 후, 1919년에 Vinson

은 빈혈, 삼킴곤란 그리고 위축성 설염의 3가지 특징과 삼킴

곤란 그리고 식도의 막 형성 사이의 연관 관계를 보고하였고, 

1926년 Aurhut Hurst는 유사한 증례들을 모아 PVS라 명명하

였다.1,3 

PVS는 또한 Paterson-Kelly syndrome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1919년에 독립적으로 이 증후군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연구 

결과로 발표한 Donald Ross Paterson과 Adam Brown-Kelly의 

이름을 딴 것이다.1 이 증후군은 철결핍성 삼킴곤란이라고도 하

며, 이는 삼킴 시 타는 듯한 느낌과 목의 통증을 암시한다. PVS의 

영상의학적 특징은 1939년에 Jan Waldenstrom과 Sven 

Roland Kjellberg에 의하여 객관적인 징후로 보고되었고 영상의

학적 진단의 기초가 되어 Waldenstrom-Kjellberg syndrome이

라고도 한다.4

PVS의 발병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는 것은 철결핍성 빈혈이다. 이 이론의 일

차적인 기초는 PVS에서 나타나는 삼킴곤란이 철분 공급으로 

호전된다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철결핍만으로도 삼킴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철결핍은 철의존성 산화효소

를 빠르게 고갈시켜 소화기관 근육층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이

는 점막의 변성, 근위축, 식도 막을 형성시켜 인두와 상부식도

의 종양성 변화를 야기한다.5 본 증례의 환자는 삼킴곤란으로 

인하여 그동안 일반적인 식이를 진행하기는 어려웠고, 총단백

질 및 알부민 수치가 각각 6.5 g/dL와 3.6 g/dL로 정상 범주이

기는 하나 다소 낮은 편으로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양 부족은 철결핍성 빈혈과 더불어 

PVS를 더욱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PVS의 진단은 철결핍성 빈혈과 삼킴곤란, 식도 막의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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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력 청취, 혈액검사 및 영상학적 혹은 내시

경적 검사가 필요하다. 혈액검사에서는 혈색소, 적혈구 용적, 

평균 적혈구 용적, 혈청 ferritin의 감소 및 총철결합력의 증가 

소견을 보이고,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소구성 저혈색소성 빈

혈이 관찰된다.5 삼킴곤란 및 식도 막의 확인을 위하여 내시경 

및 바륨 식도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내시경은 양성 

협착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영상의학적 방법이 식도 질환을 진

단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6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특징적인 3가

지 임상 양상인 철결핍성 빈혈, 삼킴곤란 그리고 바륨 식도 조

영술 및 내시경을 통한 식도 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PVS의 치료는 철분의 공급과 철결핍성 빈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식도 막은 철결핍성 빈혈이 치료되면 호전되지만 내시경

적 확장술 및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7 PVS의 

예후는 양호하나 약 3~15%에서 편평세포암종이 발견되며 15세

에서 50세의 여성에서 호발한다.1 암의 발생 기전은 빈혈이 상피세

포의 위축 및 점막 회복 능력의 감소를 야기하고 이는 발암물질이 

구강과 식도에 침착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6 그러므로 PVS가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내시경을 시행하여 종양성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내시경적 확장술을 시행한 PVS 증례7-11 

및 크론병과 연관된 증례 보고가 있었다.12 그리고 PVS가 인두암

이나 식도암과 동반된 경우는 보고된 바가 다수 있으나 본 증례와 

같이 위암을 동반한 경우는 드물다.13-20 PVS와 인두암 및 식도암

과의 연관성은 위축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한 인과

관계가 정립된 것은 아니다. PVS와 위암과의 연관성은 증명된 

것이 없으나 철결핍성 빈혈 및 영양 결핍으로 인하여 PVS가 유발

되고, 동시에 점막의 위축성 변화는 전암성 병변으로 작용하여 

위암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위암이 진행되면

서 철결핍성 빈혈 및 영양 결핍이 발생하고 이것이 PVS를 유발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환자에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Helicobacter pylori 양성인 환자들에서는 Helicobacter pylori 

감염이 철결핍성 빈혈 및 위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 및 영양 결핍이 PVS를 발생시켰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과 기간이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만성적인 빈혈 상태에서 위암이 발생하였고, 위암으로 인

한 지속적인 출혈이 철결핍성 빈혈을 더욱 야기시킴으로써 삼킴곤

란 및 식도 막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저자들은 위암이 동반된 PVS로 진단된 환자에서 항암화학치료 

및 수혈 등의 치료를 시행한 이후 9개월 뒤의 추적 관찰 검사에서 

식도 막이 호전된 것을 관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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