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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위 주름을 보이는 악성질환인 Borrmann 제4형 위암은 점막하층으로 침윤되어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
발적 또는 단순한 염증으로 오인되기 쉽다. 또한 거대 위 주름을 보일 수 있는 양성질환 중 하나로 위장관
벽에 병적인 호산구 침윤을 특징으로 하는 호산구 위염이 있다. 초음파 내시경은 일반적인 진단 내시경으로
정확한 감별진단이 어려운 위장관의 상피하 병변 뿐만 아니라 비후 병변의 감별 진단에도 유용한 검사로
제시되고 있다. 저자들은 거대 위 주름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호산구 위염으로 오인될 수 있었던 병변을
내시경 초음파로 Borrmann 4형 위암을 의심하여 개복술로 확진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색인단어: 호산구 위염, Borrmann 제4형 위암, 거대 위 주름

서

내시경 초음파는 위벽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컴
퓨터 단층촬영보다 좋으며9-11 위 비후를 보이는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5
저자들은 거대 위 주름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호산구
위염으로 오인될 수 있었던 병변을 내시경 초음파로
Borrmann 4형 위암을 의심하여 개복술로 확진된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론

거대 위 주름을 보이는 질환으로 메네트리에 병, 고래
회충유충증과 같은 기생충 감염, 위 림프종 등이 있으
며,1-5 특히 Borrmann 제4형(이하 4형으로 명명함.) 위암
은 다른 종류의 위암보다 예후가 매우 나쁜 것으로 알
려져 있어 반드시 감별해야 될 질환이다.6,7 4형 위암의
진단에서 내시경, 컴퓨터 단층촬영 등이 이용되고 있으
나 한계점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4 진단법의 진전이 요구
되고 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호산구 위장관염은 다
양한 소화기 증상과 위장관의 병적인 호산구 침윤을 특
징으로 하며 드물게는 위장관 종양 등과 감별을 요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8,9

증

례

54세 여자는 1달 전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어 내원하
였다. 환자는 최근 3개월 전부터 식사 후 간헐적인 구
토, 구역과 3개월 동안 4 kg의 체중감소가 있었다. 과거
력에서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물복용 중이며 가족
력과 사회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압은
130/80 mmHg, 맥박 7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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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목이나 액와 주위의 임파선은 만져지지 않았
다. 흉부 청진에서 심음은 규칙적이었고 양측 폐야에 천
명음이나 수포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 검진에서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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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ndoscopic finding. It shows diffuse wall thickening and
erythematous mucosal change with partial large gastric folds from
the proximal antrum to the low body.

Figure 3. EUS Findng. Abnormal thickenings of the second, third,
fourth layers of gastric wall are observed with well preserved
five-layered structure. M, mucosa; sm, submucosa; mp, muscularis
propria.

Figure 2. Abdomen CT finding. Diffuse wall thickening of the
antrum and low body is observed, but no lymphadenopathy is
noted.

의 압통은 있었으나 반발통과 만져지는 종괴는 없었다.
3

내원 당일 시행한 말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4,770/mm
(중성구 38.7%, lymphocyte 37.5%, monocyte 9.5%, 호산
구 14.1%), 혈색소 15.9 g/dL, 헤마토크리트 45.5%, 혈소
3
판 181,000/mm 이었다. 생화학 검사에서 혈액요소질소
14.4 mg/dL, 크레아티닌 0.9 mg/dL, AST 23 IU/L, ALT
29 IU/L, 총 단백 6.4 g/dL, 알부민 3.9 g/dL, 총 빌리루빈
0.9 mg/dL, 젖산 탈수소화 효소 407 IU/L이었다. 소변검
사에서도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대변검사에서도 기생충
란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 바닥

Figure 4. Pathologic finding. Dense infiltration of eosinophils is
observed in the mucosa from a gastric mucosectomy specimen by
a snare (H&E stain, ×100).

(fundus)과 상부 몸통(body)의 큰굽이에 고여 있었다. 날
문방과 하부 몸통의 점막에 발적과 주름의 비후가 있으
나 상대적으로 점막 병변은 보존된 상태이고 경도는 비
교적 단단하지만 어느 정도의 신전성은 유지하고 있었
다(Fig. 1). 진단을 위해 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
며 호산구 침윤이 관찰되었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
서는 위 날문방과 몸통이 광범위하에 두꺼워져 있는 소
견이 있으나 주위의 림프절 비대는 없었다(Fig. 2). 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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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thologic finding. It shows signet ring cell carcinoma
with abundant intracytoplasmic accumulation of mucin (H&E stain,
×200).

경 초음파에서 위벽은 두꺼워져 있었으나 5개 층의 위
벽 구조는 보존되어 있었으며 2층(점막층), 3층(점막하
층)과 4층(고유근층)이 정상보다 두꺼워져 있었다(Fig.
3). 악성종양의 감별을 위해 올가미를 이용한 생검술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호산구 침윤을 동반한 염증
소견 이외에 종양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4). 내
시경 초음파 소견상 위암의 가능성을 환자와 보호자에
게 설명한 후 환자는 외과에 전원되어 수술을 시행하였
으나 진행성의 Borrmann 4형 위암이 복막에 전이된 소
견이 보여 개복술만 시행하였다. 수술시야에서 시행한
조직 검사는 반지세포암종으로(Fig. 5) 환자는 현재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후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본 증례는 내시경에서 거대 위 주름이 보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올가미를 이용한 조직검사에서 조밀한 호
산구 침윤이 보였으나 내시경 초음파에서 4층이 두꺼워
져 있는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수술을 시행 후 4형 위암
으로 확진된 경우이다. 거대 위 주름의 감별진단으로 급
성위점막병변(acute gastric mucosal lesion, AGML), 가스
트린종, 메네트리에 병, 위 림프종, 히스토플라스마증,
3,5,16,17
고래회충유충증, 4형 위암 등
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확한 진단은 환자의 치료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4형
7
위암은 전체 위암의 10∼20%를 차지하며 예후가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시 복막파종이 이미 존재
하거나 악성복수가 있는 경우엔 장기 생존의 예가 없었
6
다고 보고하고 있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근치

적 절제술이 요구된다.
거대 위 주름 진단에 있어 일반적인 내시경 생검법은
표층의 점막조직만을 얻으므로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4
있다. 올가미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심층조직을 얻으
려는 노력이 있으나 출혈, 천공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4
있고 조직검사에서 암의 증거가 없어도 암을 완전히 배
제는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 본 증례는 거대 위 주름에
대한 평가시 복부CT에서 주위 림프선 종대 소견 없이
위벽만 두꺼워져 있었으며 올가미를 이용한 조직검사까
지 시행하였으나 호산구 침윤이 동반된 염증 소견 외에
암의 소견은 없었다.
호산구 위장관염의 일반적인 진단기준은 위장관 증상
과 위장관 조직에서 호산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장관 호산구증가(intestinal eosinophilia)를 일으킬
수 있는 림프종, 기생충감염, 암, 염증성 장질환, 알러지
8,18,19
질환,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등을 감별해야 한다.
20

특히 Talley 등 이 제시한 진단기준은 첫째, 위장관 증
상이 있고, 둘째, 위장관에 대한 조직 생검에서 한 곳 이
상의 호산구 침윤이 있으며, 셋째, 소화기 외에 여러 장
기에 호산구 침윤이 없고, 넷째, 기생충 감염의 증거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여 본 증례도 조직, CT, 임상
소견을 고려하여 호산구 위염으로 의심되었다. 호산구
위장관염의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은 없으나, 일반적으
로 발적, 흰반점, 국소 미란, 궤양, 주름의 비후, 용종, 결
18
절 등으로 다양하며 상당수에서는 정상점막을 보인다.
거대 위 주름을 감별하는데 있어 내시경초음파는 매
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래회충유충증, 메네트
리에 병, 급성위점막병변 등의 양성 병변은 위벽의 층구
조가 보존되고 주로 위벽의 2층, 3층이 두꺼워지고 위
임파종, 4형 위암은 3층과 4층이 두꺼워진다고 보고되고
1-3,5
있어
4층의 두께가 양성과 악성병변을 감별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위벽의 구조가 위 림프종은 파괴되는 경
우가 대부분인데 4형 위암은 66%에서 보존된다고 알려
5
져 있다. 본 증례는 내시경 초음파 소견으로 4층에 비
후와 비교적 위벽의 구조가 잘 유지된 4형 위암에 가능
성이 높아 보여 외과 전원 후 수술하였다. 수술 후 조직
에서는 암이 장막까지 침범된 소견 이었으나 내시경 초
음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호산구 위장관염에서 위
8,19
에 대한 내시경 초음파 소견은 일부 증례 에서 보고하
고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호산구의 장 침범기전은 아직 잘 모르나 과량의 호산
구 축적이 장관상피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20
며, 또한 위암에서 호산구 침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으나 반지고리 위암에서 호산구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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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보고가 있다.
본 증례의 내시경 초음파에서 병변의 2
층도 두꺼워져 있었다. 이는 악성 병변이 원인이라기 보
다는 위암에 의한 2차적인 위장관 호산구 침윤에 의한
염증에 기인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며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증례는 거대 위 주름이 보이는 환자에서 내시경
초음파로 4형 위암을 의심하여 개복술에서 확진된 경우
이다. 내시경에서 거대 위 주름이 보이는 경우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해 내시경 초음파는 매우 유용하며 위벽
의 층이 유지되고 4층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 4형 암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Borrmann type 4 gastric is a malignant disease that
shows enlarged gastric folds, and this is easily mistaken
as a mucosal flare or as inflammation because a third of
these patients show normal mucosa without mucosal
defects and the lesion diffusively infiltrates into the submucosal area. Endoscopic ultrasonography is an effective
tool for making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gastric
subepithelial lesion and hypertrophic gastric fold when
endoscopy is not suitable to use. Eosinophilic gastritis is a
benign lesion with enlarged gastric folds and it shows
pathologic eosinophil infiltration in the walls of the
stomach. We report here on a case that was suspected to
be Borrmann type 4 advanced gastric cancer according to
the endoscopic ultrasonography and this was confirmed by
abdominal operation. Otherwise, this condition would have
been mistaken for eosinophilic gastritis.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8;37:419-423)
Key Words: Eosinophilic gastritis, Borrmann type 4 gastric cancer, Large gastric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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