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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작은 위 상피하 병변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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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ic subepithelial lesions (SELs) are often detected incidentally during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Although most SELs 
are benign, endoscopic differentiation between malignant and benign lesions is important. Endoscopy is useful to determine the lo-
cation, color, consistency, mobility, surface characteristics, and approximate size of gastric SELs. EUS can distinguish between in-
traluminal lesions and extraluminal compression and confirm the exact size, layer of origin, echogenicity, and homogeneity of SELs.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endoscopic and EUS features of gastric SELs is useful to effectively design an appropriate manage-
ment plan and thereby minimize the rate of unnecessary surveillance or overtreatment.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3;2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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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는 내강

으로 돌출된 융기 병변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

는 점막하 종양(submucosal tumor)으로 불렸지만, 이러한 소

견은 점막하층뿐만 아니라, 근육층 또는 외부 장기에 의한 압박

으로도 관찰될 수 있는 병변으로 최근에는 상피하 병변(subepi-

thelial lesion)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 8만여 명의 건

강검진 내시경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위 상피하 병

변의 유병률은 0.74~1.99%, 평균 크기는 8.7~13.2 mm, 내시

경 초음파(EUS)를 시행한 빈도는 27.4%로 보고되었다.1,2 대부

분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

되는 경우가 많고, 정상 점막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검

사를 하더라도 진단 정확도가 낮다. 특히 크기가 작은 경우 자

연 경과 역시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

사 또는 치료의 필요성이나 추적 관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크기가 작은 2 cm 미만의 위 상피

하 병변에 대한 접근으로 진단법과 추적 관찰에 대하여 기술하

고자 한다. 

본 론

위 상피하 병변은 백색광 내시경, 내시경 초음파, 조직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적 관찰

할 수 있다.

1. 백색광 내시경

위 상피하 병변을 발견하였을 때, 병변의 위치, 색조, 표면 

변화, 경도, 이동성, 크기를 확인하여 병변을 면밀하게 관찰하

는 것은 향후 추적 관찰이나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

다. 외부 압박에 의한 병변의 경우에는 공기를 흡인하거나 송기

하면서 병변의 위치나 크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1) 위치

상피하 병변은 종류에 따라 호발 부위가 다르다. 위장관간질

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은 위저부와 체부, 

평활근종(leiomyoma)은 위저부와 분문부, 신경초종(schwan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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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부에 호발하며,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도 체부와 위저부에서 주로 관찰된다. 전정부에는 이소성 췌장

(ectopic panacreas), 지방종(lipoma), 염증성 섬유양 용종(in-

flammatory fibrinoid polyp), 사구종양(glomus tumor)이 흔

하게 관찰된다. 외부 압박의 경우 주변 장기의 위치에 따라 추

정할 수 있으며, 간에 의한 압박은 상체부 전벽과 소만으로, 비

장 압박은 위저부 대만, 췌장 압박은 체부 후벽과 대만에서 관

찰된다.

2) 색조

대부분의 상피하 병변은 주변 정상 점막과 유사한 색조를 보

인다. 특히 고유근층에서 기원하는 종양은 정상 점막의 색조를 

띄는데, 사구종양과 같은 과혈관성 종괴는 다소 푸른빛을 보이

기도 한다. 점막근층이나 점막하층과 같이 위벽의 표층에 위치

한 병변들은 특징적인 색조를 보여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지

방종은 황색조를 띄며, 단순낭종(cyst), 림프관종(lymphangioma), 

심재성 낭종성 위염(gastritis cystica profunda)과 같은 낭성 

병변들은 투명하게 보인다. 혈관종(hemangioma)이나 정맥류

(varix)와 같은 혈관성 병변은 푸른색으로 관찰된다. 

3) 표면 변화

상피하 병변은 대부분 매끈한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다. 하지

만 일부에서는 개구부(opening), 함몰(dimpling), 미란(erosion), 

궤양(ulcer)과 같은 표면 변화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소성 췌장

은 표면에 개구부, 함몰이 동반된 경우가 많으며, 심재성 낭종

성 위염에서도 크기가 작은 개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면에 

미란이나 궤양이 있을 경우 악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표면 구조와 미세 혈관의 형태 변화가 동반되었다면 신경내분

비종양, 상피하종양 형태의 위암(subepithelial tumor-like car-

cinoma), 림프종(lymphoma), 전이암(metastatic cancer), 위

장관간질종양의 감별을 위한 내시경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4) 경도 

생검 겸자를 이용하여 상피하 병변을 눌러서 단단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병변의 중심부를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며 

모양이 변하는 경우(cushion sign 또는 pillow sign)에는 액체

나 지방과 같은 부드러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지방종, 단순낭종, 심재성 낭종성 위염, 림프관종과 같

은 양성 병변을 시사한다. 하지만 병변이 푸른색을 띄면서 정맥

류나 혈관종이 의심된다면 출혈 위험성을 고려하여 겸자로 누

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 

5) 이동성

생검 겸자를 이용하여 병변의 변연부를 밀어서 움직이는 소

견(rolling sign)을 확인하여 이동성 평가가 가능하다. 부드럽게 

밀린다면 병변이 점막근층이나 그 아래에서 기원하는 상피하 

종양임을 의미하지만 종양이 고유근층에 넓게 부착된 경우에는 

음성 소견을 보인다. 또한 병변이 상피에 가까운 점막고유층에

서 기원하여 상피하 병변의 형태를 띄는 신경내분비종양, 상피

하종양 형태의 위암, 림프종, 염증성 섬유양 용종에서는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생검 겸자로 상피 부분을 잡아 올렸을 

때, 상피와 종양이 분리되는 소견(tenting sign)도 병변이 점막

근층이나 그 아래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병변이 궤양 또는 

섬유화를 동반하거나 점막고유층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6) 크기

내시경과 병변과의 거리, 송기량의 차이 및 시야각으로 인해 

같은 병변이라도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다. 이때 생검 겸자를 

이용하여 크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생검 겸자는 닫으면 

대략 2 mm, 최대한 열었을 때는 제품마다 차이는 있으나 5~7 

mm 가량이다. 병변이 상체부나 분문부에 위치할 경우 내시경

을 반전하여 내시경 직경과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벽외 압박과 벽내 병변을 구분할 수 

있으며, 벽내 상피하 병변의 기원층(originating layer), 에코의 

균질성(homogeneity), 에코의 반향 정도(echogenicity), 크기, 

모양, 경계 등을 확인하여 상피하 병변을 진단하는 최적의 도구

이다. 내시경 초음파의 진단 정확도는 비교적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지방종이나 정맥류에서 43~67%, 신경내분비 종양에서 

50~100%, 이소성 췌장에서 57~61%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3-5 

고유근층에 위치하는 저에코성 병변은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감별진단이 어렵다. 고유근층의 대표적인 저에코 종양에는 평

활근종, 신경초종, 위장관간질종양이 있는데 이 중 악성인 위장

관간질종양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활근종은 고유근층과 

같은 에코 반향 정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에코는 균

질하고 일부는 내부에 석회화(calcification)를 동반한다. 또한 

타원형이거나 길쭉한 소엽 모양(lobulated contour)이라면 평

활근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경초종은 고유근층보다는 다

소 저에코를 보이며, 변연부에 가느다란 저에코 테두리가 강조

되는 소견(marginal halo)이 보인다. 위장관간질종양은 고유근

층보다 고에코로 관찰되고 내부의 에코가 불균질하며, 악성도

가 높아질수록 병변 내부에 무에코 영역(anechoic area)이나 

고에코 점(hyperechoic foci)이 관찰될 수 있다(Table 1).6 이

렇듯 내시경 초음파는 위 상피하 병변을 감별진단하는 데 유용

하게 쓰일 수 있지만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진단 정확도에 

차이가 크며, 특히 크기가 작은 상피하 병변에서는 내시경 초음

파의 진단 정확도가 45.5~48%로 낮게 보고되었다.7 따라서 크

기가 작은 경우 백색광 내시경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거나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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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tial Diagnosis of an EUS Documented Hypoechoic Gastric Subepithelial Tumor Originating from the Muscularis Propria

Schwannoma Leiomyoma GIST

Location Body Cardia Body

Fundus

Homogeneity Slightly heterogeneous Homogeneous Heterogeneous

Echogenicity 

(compared to muscle layer)

Hypoechoic Same Hyperechoic

Characteristics Marginal halo Oval or lobulated 

Calcification

Hyperechoic spot 

Anechoic area

EUS finding

EUS, endoscopic ultrasonography; GIS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화를 시사하는 표면의 점막 변화가 없다면 내시경 초음파를 이

용한 감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3. 조직학적 검사 

위 상피하 병변은 상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직 생검 겸자

를 이용하여 진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작은 상피하 

병변의 경우 대부분이 양성 병변이기 때문에 악성화를 의심하

게 하는 표면 구조의 변화나 미란 또는 궤양이 동반되지 않았

다면 조직학적 진단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백색광 내시

경이나 내시경 초음파에서 악성 병변이 의심되거나 또는 양성 

병변과의 감별이 어렵다면 조직학적 진단을 고려해야한다. 일

반 조직 생검 겸자 대신 큰 생검 겸자를 이용하여 같은 부위에 

반복 생검하는 bite-on-bite 방법이 있으나, 정확도가 17~40%

로 낮으며 출혈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점막절개 보조생검,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세침 조직 검사, 또

는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1) 점막절개 보조생검(mucosal incision-assisted biopsy, 

MIAB)

내시경 절개도를 이용하여 병변 표면을 절개 후 조직 생검을 

하는 방식이다. 점막절개 보조생검으로 2 cm 가량의 314개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진단 정확도는 86.9%였으며, 시술로 인한 

천공이나 지연성 출혈과 같은 합병증은 0.3% 발생하였다.8 몇몇 

연구에서는 2 cm 미만의 내강으로 자라는(intraluminal grow-

ing) 형태의 병변에서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세침 조직 검사보

다 진단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9 하지만 시술 부위의 

섬유화로 인하여 추후 내시경 절제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2)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세침 조직 검사(EUS guided-fine 

needle biopsy)

내시경 초음파 유도 하에 병변에 시침을 삽입하여 조직 절편 

검체(core tissue specimen)를 얻는 방법이다. 최근 보고된 메

타분석에서는 59.9%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으나, 시술자의 숙련

도에 따라 38~87%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출혈이나 천공

과 같은 합병증은 잦은 편으로 보고되었다.10 길고 굵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2 cm 미만의 크기가 작은 병변, 특히 rolling 

sign이 있는 단단한 병변에서는 정확한 targeting 및 충분한 조

직 채취가 어려우며, 또한 내시경이 꺾이는 부위에서는 검사가 

용이하지 않다.

3) 내시경 절제술 

무증상의 크기가 작은 양성 위 상피하 병변에서 절제가 필요

한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2 cm 이상의 경

우, 2 cm 미만에서는 악성화 위험도가 높을 때 절제를 권고하

고 있다.11-13 따라서 내시경 절제술은 병변의 크기, 크기 증가 

여부, 표면 구조의 변화, 초음파 내시경 소견, 악성화 위험도, 

절제 위험도, 내시경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사례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유근층에서 기원한 위상피하 병변 중 GIST

가 의심될 경우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종양 전체를 제거하게 되어 진단율을 높일 수 있

고, 명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피하 병변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ndoscopic sub-

mucosal dissection, ESD)의 완전 절제 빈도는 73~94%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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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I  J  K  L

Fig. 1. Endoscopic features of small gastric subepithelial lesions (<2 cm). (A) Images showing ectopic pancreas compressing the antrum, (B) 

inflammatory fibrinoid polyp, (C) cyst, (D) lipoma, (E) leiomyoma, (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 schwannoma, (H) glomus tumor, (I) 

neuroendocrine tumor, (J) subepithelial tumor-like carcinoma, (K)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and (L) metastatic carcinoma.

위가 넓고, 천공과 같은 합병증의 빈도도 6~19.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점막하 터널 내시경 절제술(submucosal tunneling en-

doscopic resection, STER)과 내시경 전층 절제술(endoscopic 

full-thickness rescection, EFTR)이 적용되고 있다. STER는 

경구내시경 근육절개술(peroral endoscopic myotomy)의 원리

와 마찬가지로 병변에서 3~5 cm 근위부에 점막을 절개한 후 

점막하층 터널을 통하여 병변에 접근하고, 병변이 노출되면 고

유근층을 포함하여 이를 완전 절제, 수거한 후 점막판은 클립을 

이용하여 봉합하는 방법이다. 위식도 접합부와 식도의 상피하 

병변 치료에 대한 후향적 연구에서, STER은 수술과 비교하였을 

때 완전 절제율은 비슷하며, 시술시간 및 입원 기간이 짧음을 

확인하였다.17,18 EFTR은 병변 주위에 원형으로 점막을 절개한 

후 고유근층과 장막층까지 추가로 박리 및 절개를 하여 병변을 

제거하게 된다. 장막층 절개로 인한 천공은 클립이나 박리성 올

가미(detachable snare)를 이용하여 완전 봉합한다. 내시경 시

술로 인해 발생하는 천공이나 출혈, 복강내 감염과 같은 합병증

은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TER이

나 EFTR를 이용한 위장관간질종양의 절제술에서, 시술 후 내시

경상 완전 절제율은 95~100%, 조직병리 검사상 완전 절제율은 

93.3~100%로 ESD와 비교 시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19-21 하지만 다양한 합병증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고도로 숙련된 소화기 내시경 의사가 선택적으로 시술을 해

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추적 관찰

크기가 2 cm 미만의 위 상피하 병변에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면 대부분은 추적 관찰을 하게 된다. 추적 관찰 중 

내시경을 통한 크기나 표면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악성 

종양과 같은 치료가 필요한 병변의 감별에 중요하다. 954개의 

상부소화관 점막하 병변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47.3개월 동

안 3.6%의 병변이 25% 가량의 크기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

다.2 또 다른 연구에서는 989개의 위 상피하 병변에 대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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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gastric SEL (<2 cm)

location

Color

biopsy

Observation
(6 months than 2 years)

Observation
(1~2 years)

Translucent/yellowish/bluish

Cushion sign

(+)

(+)

(+)

(+)

Cyst, lipoma,
or vascular lesion

(-)

(-)

(-)

(-)

Surface erosion/ulceration

Rolling/tenting sign

Size: <1 cm Size: 1~2 cm

Malignant potential

Endoscopic resection or
tissue diagnosis (MIAB or EUS-FNB)

Endoscopic ultrasonography

Fig. 2. Systematic approach for management of small gastric subepithelial lesions (<2 cm). SEL, subepithelial lesion; MIAB, mucosal incision-assisted

biopsy; EUS-FNB, endoscopic ultrasonography guided-fine needle biopsy.

균 24개월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병변의 크기가 1 cm 미만에

서 6.4%, 1~2 cm에서 10.4%, 2 cm 이상에서 9.8%에서 크기 

증가 소견이 있었다. 크기에 따른 크기 증가 속도는 1년에 1 cm 

미만에서 1 mm, 1~2 cm에서 2 mm, 2 cm 이상에서 3 mm 

가량으로 확인되었다.22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크기가 작은 

위 상피하 병변의 추적 관찰 시기는 1~2년 간격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유럽내시경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명확하게 진단되

지 않은 상피하 병변에 대하여 3~6개월 후 추적 검사 내시경을 

시행 후, 1 cm 미만에서는 2~3년 간격, 1~2 cm에서는 1~2년 

간격으로 권고하고 있다. 내시경 초음파의 경우 2 cm 이상의 

병변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23 내시경 추적 관

찰 중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 검사는 악성화 가능성을 고려한 검사이기 때문에, 백색광 

내시경 또는 초음파 내시경을 통하여 평활근종, 지방종, 이소성 

췌장과 같이 명백하게 양성 병변이라고 판단된 병변에 대해서

는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한 내시경 추적 검사를 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결 론

위 상피하 병변은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흔하게 발견

된다. 대부분의 병변은 크기가 작고 양성 병변으로, 내시경 의

사들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병변의 위

치, 색조, 크기, 이동성, 경도, 표면 변화와 같은 특징을 면밀하

게 관찰하고, 크기가 2 cm 미만이면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면 내시경 추적 검사를 고려한다. 표면 점막 구조의 변화가 

있거나 악성 병변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면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고려한다. 내시경 초음파에서의 개별적인 특징을 바탕

으로 악성 또는 악성화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인 조직 진단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크기가 2 cm 

미만의 작은 위 상피하 병변의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Fig. 1)과 

전체적인 접근법(Fig. 2)에 대하여 Fig. 1, 2에 정리하였다. 추

적 관찰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병변의 크기 변화와 표면 구조

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악성화 위험성이 있는 위 

상피하 병변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치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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