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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편평상피세포 이형성의 진단과 임상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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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and Clinical Management of Esophageal Squamous Dys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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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 is the seventh most common cancer and the sixth most common cause of cancer death 
worldwide. Esophageal squamous dysplasia is the only histopathology that predicts the development of 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 It is difficult to identify esophageal squamous dysplasia by conventional endoscopy; however, Lugol chromoendoscopy 
is useful for the diagnosis of such a lesion. In addition, advance endoscopic detection techniques, such as image-enhanced endos-
copy (especially, narrow-band imaging), magnifying endoscopy, and endocytoscopy, are helpful in detecting esophageal squamous 
dysplasia. Similar to the treatment for early esophageal cancer, endoscopic resection such as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and en-
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is the choice of treatment for esophageal squamous dysplasia. This review discusses esophageal 
squamous dysplasia in detail, especially in terms of endoscopic diagnosis and clinical management.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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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도암은 전 세계적으로 일곱 번째로 흔한 악성 종양이고 여

섯 번째로 흔한 암 관련 사망 원인으로, 2008년에는 약 50만 

명이 사망하여 전체 암 사망의 5.3%를 차지하고 있다.1 식도암

에는 선암(adenocarcinoma)과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두 가지 주요 조직병리학적 유형이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는 식도암의 약 90% 이상이 편평세포암종이다. 2015년 

한국중앙암등록사업(Korean Central Cancer Registry)에 따르

면 1년간 2,420명에서 식도암이 발생하였으며, 연령 표준화 발

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명이었다.2,3

식도 편평상피세포 이형성(squamous dysplasia)은 식도 편

평세포암종의 발생을 예측하는 유일한 조직병리학적 소견으로, 

상피 이형성의 정도가 심할수록 편평세포암종의 위험이 증가된

다고 알려져 있다.4 1987년 중국 Linxian 지역에서 682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한 3.5년간의 전향적 관찰 연구에 의하면, 식도

암 발생의 비교 위험도는 경도(mild) 이형성의 경우 2.2 (95% 

신뢰구간 0.7~7.5), 중등도(moderate) 이형성의 경우 15.8 (95% 

신뢰구간 5.9~42.2), 중증도(severe) 이형성의 경우 72.6 (95% 

신뢰구간 29.8~176.9)으로 나타났다.4 최근 이들 환자를 대상

으로 13.5년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저도 이형성 환자군의 

24%, 중등도 이형성 환자군의 50%, 중증도 이형성 환자군의 

74%에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하였다.5 하지만 아직까지 편평세

포암종의 전암성 병변인 식도 이형성이 발견될 때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본고에서

는 식도 편평상피세포 이형성의 진단 및 향후 처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식도 편평상피세포 이형성의 병리 진단

1990년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분류에서 편평상피세포의 이형성은 구조적(architectural), 세포적

(cytological)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전암성 병변으로 기술하였다.6 

전통적으로 편평상피세포 이형성은 경도, 중등도, 중증도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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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 Histopathologic findings of 
esophageal squamous dysplasia. (A) 
Low-grade dysplasia (H&E, ×100).
(B) High-grade dysplasia (H&E, ×100).

Conventional endoscopy NBI Lugol chromoendoscopy ME-NBI

 A

 B

 C

Fig. 2. Representative cases of (A) low-grade dysplasia, (B) high-grade dysplasia, and (C) early esophageal cancer. NBI, narrow-band imaging; 
ME-NBI, magnifying endoscopy with narrow-band imaging.

었다.7,8 경도 이형성은 이형성 세포가 기저층에서 1/3 미만을 차지

하는 것, 중등도 이형성은 이형성 세포가 기저층에서 1/3에서 2/3

를 차지하는 것, 중증도 이형성은 이형성 세포가 기저층에서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9,10

그러나 2000년도 WHO 분류에서는 이형성을 암이라고 판정

할 수 없는 상피내 종양(intraepithelial neoplasia)으로 정의하

고, 경도와 중등도 이형성을 저도 상피내 종양(low-grade intra-

epithelial neoplasm)으로, 중증도 이형성과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을 고도 상피내 종양(high-grade intraepithelial neo-

plasm)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11 WHO 분류는 표층으로

의 세포 분화의 이상이 진단 및 이형성 정도 구분의 주축이 되고 

있다. 즉, 종양성 이형성 세포가 상피의 거의 전 층을 치환한 경우

(표층 분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상피내암으로, 저도 이형성은 

이형성 세포가 상피 심층 1/2 이하를 차지하는 경우로, 고도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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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

Type II

IPCL type Pathology Management

Type III

Type IV

Type V1

Type V2

Type V3

Type Vn

Normal

Inflammation

Inflammation/LGD

HGD/CIS

M1 cancer

M2 cancer

M3-SM1 cancer

SM2 or deeper cancer

Follow up/EMR

EMR/ESD

ESD/surgery

Surgery

Fig. 3. Classification of intraepithelial papillary capillary loop pattern for esophageal lesions. IPCL, intraepithelial papillary capillary loop; LGD, 
low-grade dysplasia; HGD, high-grade dysplasia; CIS, carcinoma in situ;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Adapted from the article of Inoue et al. Stomach Intestine 2007;42:161-171, with permission.21

성은 이형성 세포가 상피 심층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하

고 있다(Fig. 1).12

서구와 일본의 식도 편평세포암종 및 편평상피세포 이형성의 

판정에 대한 기준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11 이는 일본에서 식

도 편평세포암종의 발생률, 특히 조기 편평세포암종의 발생률

이 미국보다 높고, 또한 예후가 좋은 것과 연관이 있다.9,11,12 일

본의 병리의사들은 핵의 확대(nuclear enlargement), 다형성

(pleomorphism), 과염색증(hyperchromasia)과 같은 핵의 소

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11 반면에, 서구에서는 암 진단을 침윤 

소견에 따라 판정하기 때문에 상피 내의 이형성 병변은 핵의 

소견과 상관없이 이형성으로만 진단된다. 여기에는 염증성 이

형성, 재생성 이형성, 종양성 이형성, 양성 및 악성이 불명확한 

병변들이 포함되어 있다.11

2. 식도 편평상피세포 이형성의 내시경 진단

내시경 검사 시 식도 편평상피세포 이형성은 보통 평편한 병

변이나 발적, 결절(nodule), 판(plaque) 또는 미란으로 보인다

(Fig. 2A, B).13,14 일반적으로 식도 편평상피세포 이형성으로 여

겨지는 병변은 통상 내시경 관찰에서는 발견이 어려우며, 주위

의 식도 점막과 유사하게 관찰되는 평활한 표면 점막에서 요오

드 염색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요오드 용액 산포 시 이형

성 영역은 염색이 되지 않는데, 이는 글리코겐(glycogen)이 정

상 식도 편평상피의 심층에 풍부하여 글리코겐을 소실한 점막 

부위에는 염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5,16 IIb 형태의 조기 식도

암이나 고도 이형성 병변의 요오드 염색의 특징은 부정형이고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돌출을 보이는 황색조의 경계가 명료한 

불염대 병변이며(Fig. 2B, C), 염색 후 시간이 경과하면 불염대 

내에 분홍색(salmon pink)의 색조를 나타내는 부분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pink color sign) (Fig. 2C). 이에 비하여 저도 이

형성 병변은 부정형의 요오드 불염 소견을 보이는데, 자세히 관

찰 시 불염부의 표면은 약하게 염색되며 내부에는 좀 더 진하

게 염색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Fig. 2A), 이는 고도 이

형성 병변에 비하여 글리코겐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17

최근 협대역 영상(narrow-band imaging, NBI)과 같은 영상 

강화 내시경(image-enhanced endoscopy, IEE)의 사용이 증

가함에 따라 이전에는 요오드 염색을 시행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병변도 IEE로 발견이 가능해졌다.18 NBI 관찰 시 이

형성 병변은 흔히 다갈색의 영역이 존재하는, 경도의 함요를 나

타내는 병변으로 보이며, 내부에는 상피 유두 내 모세혈관 루프

(intraepithelial papillary capillary loop, IPCL)의 증식이 관찰

되지 않는다(Fig. 2A). 함요를 나타내는 이형성 병변은 IIc형 조

기 식도암과의 감별이 문제가 되는데, IIc형 m1 암의 경우에는 

다갈색의 점막 변화 내에 IPCL 증식, 확장, 사행, 구경부동 등

이 관찰된다(Fig. 2C).18,19 따라서 NBI 관찰 시에 다갈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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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ol unstaining lesion

•

•

• >5 mm

Not clearly unstaining

Pink color sign (-)

Biopsy

F/U after 6 months

LGD

• <5 mm

• Not clearly unstaining

• Pink color sign (-)

F/U after 6~12 months

• >10 mm

• Clearly unstaining

• Pink color sign (+)

HGD/CIS

Biopsy

EMR/ESD

EUS

Fig. 4. Guideline for Lugol-unstained lesions in the esophagus. F/U, follow up; LGD, low-grade dysplasia; HGD, high-grade dysplasia; CIS, carcinoma 
in situ;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막 변화 내에 IPCL 증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암과의 감별에 

도움이 된다. NBI로 발견된 병변을 다시 백색광으로 관찰하면 

옅은 발적을 나타내는 함요성 병변으로 관찰된다. 즉, NBI로 병

변 발견 후에는 백색광 관찰에서도 병변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

나 짧은 시간 내에 식도를 관찰하는 현재의 검사 체계에서는 

백색광 관찰만으로 발견이 어려우므로, 상세한 점막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한 보조 진단법으로 NBI와 같은 IEE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형성을 나타내는 병변에는 발적을 나타내는 함요성 병변뿐

만 아니라 평편한 병변 및 백색 또는 발적을 보이는 융기성 병

변이 있다. 이형성으로 진단되는 융기성 병변(IIa)은 대부분 표

면에 미세한 요철이 발견되는, 전체적으로는 높이가 낮은 융기

로 보인다. NBI 관찰 시 저도 이형성의 경우 IPCL 증식이 관찰

되지 않지만 고도 이형성의 경우는 IPCL 증식이 관찰된다(Fig. 

2B). 그러므로 IIa형 m1 암과 편평유두종(squamous papil-

loma)과의 감별을 위해서는 요오드 염색이 유용하다. IIa형 암

은 황색조의 불염대 병변으로 보이고, 편평유두종은 표면이 진

하게 염색된다. 반면 이형성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불염대 소견

을 보이나 표면은 약하게 염색되고, 불염대 곳곳에 진하게 염색

되는 부분들이 관찰된다.20

최근 고해상도 확대 내시경의 등장으로 편평상피 영역에서 

IPCL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조직의 이형성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21 여기에 NBI와 같은 IEE의 등장으로 갈색 고리 모양의 

점들로 나타나는 IPCL을 더욱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상피내암에서는 요오드에 염색되지 않는 부위(불염대)에서 IPCL

의 변화인 ‘확장, 사행, 구경부동, 형상 불균일’의 4개 요소가 발견

되는 경우가 많다.22 IPCL 패턴은 type I (정상 점막)에서 type 

V까지 나뉘어진다(Fig. 3). Type II는 염증에 해당하고 type III는 

염증이나 저도 이형성, type IV, V는 고도 이형성이나 편평세포암

종에 해당한다. Type V1은 m1 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조직의 구조 이형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편평한 작은 병변에서 내시경적 이형성의 진

단이 치료의 방침에 반영되는 것으로, type III는 경과 관찰, type 

IV 이상은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등과 

같은 내시경 치료의 대상이 된다.21,23,24 최근 세포내시경(endo- 

cytoscopy)을 사용한 세포 관찰을 통하여 내시경적 이형성의 진

단이 시도되고 있어 장래에 내시경적 이형도의 진단에 상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25

3. 식도 편평상피세포 이형성에 대한 임상적 대응

저자의 이전 연구에 의하면 식도 이형성 및 조기 식도암의 

경우 내시경 생검 결과와 내시경 절제술 후 병리 결과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34.5%이며, 이 중 대부분의 경우에서 조직학

적 등급이 높아졌다.26 그러므로 내시경 검사 시 이형성이나 식

도암 의심 병변을 발견한 경우, 요오드 염색을 시행하여 불염대

의 형태를 잘 관찰하고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치료 방침

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ig. 4).20

1) 크기 5 mm 이상, 경계가 명료한 부정형의 불염대이고,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돌출을 나타내면서 pink color sign 양

성인 요오드 불염대는 암일 가능성이 많으며(Fig. 2C), 크기가 

10 mm를 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암으로 진단될 

경우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다. 만일 이형성으로 진단되어도 

내시경 소견에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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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뒤 전 생검 목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0 mm 이하의 경우에서는 생검을 시행함으로써 병

변의 존재 진단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3개월 후에 다

시 검사를 시행하여 확대 관찰이나 IEE 관찰로 병소 내부의 

IPCL을 확인하고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 생검 목적으로 내

시경 절제술을 시행한다.

2) 크기가 5 mm 이상, 경계가 명료하고 부정형이기는 하지

만 비교적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고, 가장자리도 약간 둥근 느낌

이 있는 불염대이며, 불염대의 표면이 요오드로 담염되는 경우

에는 이형성의 가능성이 많다(Fig. 2A, B). 10 mm를 넘는 증례

는 적으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진단 목적으로 조직을 생검한다. 

이형성으로 진단되어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일부에 암이 포함

되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내시경 절제술이 필요

하다. 하지만 병변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서둘

러 치료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크기가 5~10 mm, 불염대 

표면이 약하게 염색되는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실

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지적된 요오드 불염대의 존재 부위를 확

실히 기재해둔다. 재검 시에는 확대 관찰이나 IEE 관찰을 시행

하고, 병소 내부의 IPCL의 유무를 확인한다. 내부에 IPCL의 증

식이 관찰되는 경우에 암이 의심되면 전 생검 목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다. 재검 시에 빈번하게 요오드 염색을 시행하

면 요오드에 의한 식도 점막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요오드 염

색에 의하여 식도 점막 상피가 박리되고, 이후 재생 상피가 형

성되어 일시적으로 병변의 형태 및 경계가 변화되어 존재 진단

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결 론

임상적으로 내시경을 통하여 식도에서 암이나 이형성으로 의

심되는 병변을 발견하였을 때에 병리 진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요오드 염색, IEE, 확대 내시경과 같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보

다 정확한 내시경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작은 생검 조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

라 적극적으로 전 생검 목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하여 조

직 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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