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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hoepithelioma-like carcinoma (LELC) of the esophagus is an extremely rare 
tumor and the prognosis is favorable. We present here a case an esophageal LELC 
that showed no definite progression for 5 years. An esophageal tumor was found 
during screening endoscopy for a 72-year-old asymptomatic Korean woman. At first 
the histology showed no abnormal findings. No treatment was done for the lesion. 
Five years later, a follow-up endoscopy showed the same tumor in the esophagus. 
The size and shape of the esophageal tumor seemed unchanged during the 
follow-up. The lesion was a round elevated lesion that measured approximately 2.5 
cm in the lower esophagus. The covering mucosa looked smooth, but there were 
erosions on top of the tumor. Biopsy showed an undifferentiated carcinoma 
associated with a dense lymphocytic and plasma cell infiltration, which are typical 
findings of LELC.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10;41:41-44)

Key Words: Esophageal neoplasm, Esophagus

교신저자.
이준행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삼성병원 

내과학교실
(135-710),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50
전화: 02-3410-3409
팩스: 02-3410-6983
이메일: stomachlee@skku.edu
································································
접수. 2010년  4월 12일
승인. 2010년  6월  6일

서론

림프상피종은 코인두에서 발생하는 림프버팀질(lymphoid 

stroma)이 두드러진 미분화 암으로 1921년 Regaud 등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1 코인두 외 기관에서 발생한 유사한 조직형

을 가진 종양을 림프상피종양 암종(lymphoepithelioma-like 

carcinoma)이라 명명하는데 위, 침샘, 폐에서 비교적 흔하다.2 

드물지만 식도,1 가슴샘,3 갑상샘,4 유방,5 간,6 방광,7 전립샘,8 

자궁목,2 난소,9 피부10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식도의 림프

상피종양 암종은 매우 드물지만 주로 동양에서 보고되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다. 림프상피종양 암종은 미분

화 암이지만 림프구침윤이 없는 다른 조직형의 식도암에 비해

서 예후가 좋다.1 엡스타인바바이러스는 버킷림프종, 호지킨림

프종 및 코인두의 림프상피종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 림프상피

종양 암종도 엡스타인바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되어 있어 발병기

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1 저자들은 5년간 명확히 진단

되지 않은 식도의 종양을 주소로 내원한 77세 한국인 여자에서 

림프상피종양 암종을 진단하여 보고한다.

증례

77세 여자가 여러 차례의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에서 명확한 진단을 얻을 수 없었던 하부식도의 종양을 주

소로 내원하였다. 5년 전 특별한 증상 없이 시행한 상부 위장

관 내시경에서 식도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하부식도에 점막 밑 

종양처럼 보이는 2 cm 정도 크기의 병변이 있었으며 그 외에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조직검사에서는 “점막 상피 탈락을 

동반한 만성 염증”이라고 기술되었다. 6개월 전에 시행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에서도 역시 하부식도의 종양으로 2.5×2.5 cm 

크기의 둥글게 융기된 병변으로 중앙에 얕은 미란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조직검사에서는 “국소적인 이형성”이라고 보고되었

다. 당시 시행한 흉부 전산 단층촬영에서는 식도 벽의 비후 소

견이나 주위의 림프절 종대는 없었다.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로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없었으나 악성종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수술적 진단 및 치료를 권유 받고 내원하였다.

기왕력과 가족력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없었고 삼킴곤란이

나 삼킴통증 등의 증상도 없었다. 신체 검사에서 활력 징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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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ndoscopic finding. There is a 2.5×2.5 cm sized 
elevated lesion covered with normal mucosa on 
the lower esophagus. Central ulcer is seen in the 
center of the lesion.

Figure 2. Histologic finding. A few poorly differentiated car-
cinoma cells with hyperchromatic nuclei on ab-
undant lymphoid background (H&E stain, ×400).

Figure 3. Histologic finding. Immunohistochemistry demons-
trates positive cytokeratin (AE1/AE3) staining in 
epithelial tumor cells (Cytokeratin (AE1/AE3) stain,
×400).

안정적이었고 특이 소견이 없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에서는 

상절치로부터 28 cm 부위 식도에 2.5×2.5 cm 크기의 둥글게 

융기된 병변이 발견되었다. 병변의 중앙에 함몰을 동반하고 있

었고 함몰된 부위 이외의 종양의 표면은 매끄러웠으며 종양 주

변의 정상적인 점막과 부드럽게 이어지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

다(Fig. 1).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통하여 다섯 조각의 조직을 

얻었다. 조직검사에서는 크기가 큰 방추모양의 종양세포들이 

관찰되었으며 종양세포 사이로 풍부한 림프계세포들의 침윤이 

관찰되었다(Fig. 2).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종양세포는 cytoke-

ratin (AE1/AE3) 양성이었으며 주위에 침윤된 림프계세포들은 

cytokeratin (AE1/AE3) 음성이었다(Fig. 3). C-kit는 음성이었고 

엡스타인바바이러스에 대하여 EBV-ISH (in situ hybridization)

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이었다. 하부식도의 림프상피종양 암종으

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증상이 뚜렷하

지 않고 고령인 관계로 추가 검사 및 수술을 거부하였다. 진단 

후 1년 동안 특별한 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찰

림프상피종양 암종은 코인두의 림프상피종과 조직학적으로 

동일한 종양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발생한다. 그 중 식도에서 

발생한 림프상피종양 암종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대

부분의 증례들은 아시아의 국가들에서 보고되었다. 현재까지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에서 보고된 식도의 림프상피종양 암종은 

17명으로 그 중 15명이 아시아 국가의 환자들이었다.
1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식도의 림프상피종양 암종이 보고된 적은 

없다.

앞서 보고된 17명의 식도의 림프상피종양 암종 환자들에서 

진단 당시 가장 흔한 증상은 삼킴곤란이었고 3명의 환자에서는 

본 증례의 환자와 같이 증상이 없었다. 남자 환자가 더 많았으

며 54세부터 79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중부식도에서 10

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6명의 환자에서는 하부식도에서 

발생하였다. 육안적으로는 본 증례와 같이 중앙에 함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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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을 동반한 점막 밑 종양의 형태가 가장 흔하였다. 동반된 

함몰 또는 궤양으로 악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궤양이나 용종 모양의 병변으

로 나타나거나 점막의 색조변화만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

다.1,11-20

림프상피종은 코인두의 상피에서 기인하며 풍부한 림프구와 

형질세포의 침윤이 특징인 미분화 암으로 이는 식도에서 발생

한 림프상피종양 암종에서도 동일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인다. 

종양 세포는 분화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주로 방추모양이나 타

원모양이고 종종 풍부한 핵인(nucleoli)과 수포성 핵을 가지며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종양 세포들이 둥지(nest)를 이

루고 있는데 이러한 종양 둥지의 내부나 주변으로 풍부한 림프

구와 형질세포의 침윤이 있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특징적인 

림프상피종양 암종의 소견을 보였던 증례에서도 수술 전 내시

경을 통하여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는 미분화된 편평상피암 또는 

미분화암으로 보였던 증례들이 있었다.1,11,16 그러므로 식도 종

양의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림프구의 침윤이 동반된 미

분화 암이 발견된다면 림프상피종양 암종을 감별진단에 넣어야 

할 것이다.

엡스타인바바이러스는 림프친화성 헤르페스바이러스로 림프

세포증식질환과 종양의 발병에 관여한다. 식도의 림프상피종양 

암종에서 엡스타인바바이러스의 감염을 보고한 증례는 현재까

지 3개로 2개의 증례에서 EBV-ISH를 이용하여 EBER-1 (EBV- 

encoded small RNAs-1)의 양성을 보고하였고19,20 1개의 증례에

서는 ISH를 이용한 EBER-1은 음성이었으나 PCR-ISH를 이용하

여 바이러스의 디엔에이를 검출하였다.1 엡스타인바바이러스 

감염과 코인두의 림프상피종과의 연관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

으나 식도의 림프상피종양 암종은 이에 비하여 엡스타인바바이

러스 감염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고된 모

든 증례에서 엡스타인바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검사 방법의 민감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 본 증례에서는 EBV-ISH는 음성으로 보고되

었고 PCR-ISH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식도의 림프상피종양 암종은 미분화 암이지만 다른 조직형

의 식도암에 비해서 종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치료 후 생존

율, 재발률이 낮아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림프

계 세포들의 인접한 종양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에 의하여 종양

의 성장을 억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1,19 본 증례

의 환자도 5년간 치료 받지 않았으나 현저한 병변의 진행이 없

었다.

요약

식도의 림프상피종양 암종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미분화 암

이지만 다른 조직형의 식도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 저자들은 

5년간 뚜렷한 진행이 없었던 식도의 림프상피종양 암종을 진단

하였다. 72세 여자 환자로 5년 전 증상 없이 시행한 상부 위장

관 내시경에서 하부식도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첫 조직검사에

서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

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5년 후 시행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에

서도 식도 종양이 발견되었고 크기 및 모양에 현저한 변화는 

없었다. 하부식도의 약 2.5 cm 크기의 둥글게 융기된 병변으로 

종양의 표면은 매끄러웠으나 중앙에 미란을 동반하고 있었다. 

조직검사에서 림프상피종양 암종의 특징적인 소견인 풍부한 림

프계세포들의 침윤이 동반된 미분화암의 형태를 보였다.

색인단어: 식도암,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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