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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he prevalence of Barrett’s esophagus might also be changing
along with changes in the epidemiology of GERD, and the incidence of Barrett’s
cancer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linicopathologic features and outcome of the patients with Barrett’s cancer and
who were seen at a single institution over a period of 13 years.
Methods: The records of 39 patients with the esophageal adenocarcinoma and who
were treated at Samsung Medical Center from January 1995 to August 2008 were
reviewed. Among them, 11 patients (28%) with histologically-confirmed Barrett’s
cancer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endoscopic
manifestations and treatment outcome were evaluated.
Results: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10：1. The mean age was 64 years. Most of
the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Barrett’s cancer after 2000, and there were three
such patients (27.3%) in 2008. The frequent chief complaints were epigastric pain
(27.3%) and chronic acid reflux symptom (18.2%). Three patients (27.3%) were
detected incidentally during screening endoscopy. The macroscopic types based
on the endoscopic findings were as follows: 4 lesions with a type IIa appearance
(36.4%) and 2 with a type IIb appearance (18.2%). The mean tumor size was 1.2
cm at the longest dimension and 0.8 cm at the shortest dimension. Tumor was
located in the mucosal layer in six cases (54.5%) and the 5 cases (45.5%) showed
submucosal invasion. Lymph node metastasis was found in one case (9.1%). All the
cases underwent surgery, except one case for which the tumor was removed by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There was no recurrence during the follow up
period.
Conclusions: As the incidence of Barrett’s cancer is increasing, a standard surveillance program that includes the endoscopic biopsy method, the grading system for
the dysplasia and the treatment modality should be established.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9;38: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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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바렛식도는 식도선암의 전구병변으로서,1,2 영국의 외과의사
인 Norman Barrett이 1950년에 원주상피로 덮여 있는 하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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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궤양을 학계에 보고하면서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점
차 그 의미가 변화하여 현재에는 관상 식도에 배세포를 동반한
특수원주상피가 존재하는 것(“the presence of specialized columnar mucosa with goblet cell metaplasia in the tubular
3,4
esophagus”)으로 정의되고 있다. 바렛식도는 서양과 달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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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11 Patients with Barrett’s Cancer
Sex/
Age

Presenting
symptom

BMI
Smoking
(kg/m2)

M/55

Dysphagia

23.9

Yes

M/64

Epigastric
pain
Epigastric
pain
Weight
loss
Epigastric
pain
Acid reflux
symptoms
None

24.8

Yes

21.4

No

23.9

Yes

21.7

Yes

25.4

No

21.7

No

29.9

Yes

M/36

Acid reflux
symptoms
None

20.7

No

M/72

Indigestion

16.3

No

M/68

None

21.0

No

M/76
M/64
M/56
F/54
M/67
M/38

Tumor
location

Gross
type

35 cm
from UI
34 cm
from UI
40 cm
from UI
35 cm
from UI
Cardia

I

40 cm
from UI
40 cm
from UI
30 cm
from UI
40 cm
from UI
40 cm
from UI
38 cm
from UI

IIb

IIb
IIb+IIc+IIa
IIa+IIc
IIb+IIc

IIb+IIc
IIa
IIa
IIa
IIa

Type of
operation

Size
(cm)

Dep.

LNM

Stage

FU
(years)

Tansthoracic
esophagectomy
Transhital
esophagectomy
Transthoracic
esophagectomy
Transthoracic
esophagectomy
Total
gastrectomy
Total
gastrectomy
Proximal
gastrectomy
Transthoracic
esophagectomy
Total
gastrectomy
Total
gastrectomy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2.1

SM

0/20

I

8

1.5

IM

0/15

I

5

7.2

IM

0/8

I

2

3.5

SM

0/60

I

4

1.2

SM

0/39

I

4

0.4

IM

0/21

I

3

0.9

SM

0/5

I

2

2.2

SM

1/32

IIB

2

0.8

IM

0/22

I

0

0.4

IM

0/36

I

0

0.5

IM

-

I

0

BMI, body mass index; UI, upper incisor; Dep., depth of invasion; IM, intramucosal; SM, submucosal; LNM, lymph node metastasis; -, no lymph
node dissection; FU, follow-up.

양에선 그 빈도가 흔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나,5-7 최근 식생활
이 서구화되면서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국내에서도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식도 선암의 발생률은 여타의 암
8-12
미국의 경우 현재 전체 식
종보다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13
도암의 가장 흔한 형태가 선암이다. 바렛식도에서 암 발생율
은 매년 대략 1년에 0.5%로 정상인에 비하여 30∼100배 위험
14
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서구에서 식도 선암은 진행이
빠른 암종으로, 진단이후 5년 생존율이 15% 미만으로 보고되
15,16
하지만, 바렛식도에 병발하는 식도 선암, 즉 바렛
고 있다.
식도암(Barrett’s cancer)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산발적인 증례보
17-20
이에 저자들은 단일 기관에서 식도암
고들만 있을 뿐이다.
으로 내원하여 조직학적으로 바렛식도암으로 판명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시경 소견과 기타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임상적 특
징을 살펴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식도 선암
으로 진단받은 환자 39명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소견과 외과적
절제술 혹은 내시경으로 얻은 조직병리검사에서 바렛식도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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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11 Patients with Barrett’s
Cancer
Values

Barrett’s cancer (N=11)

Age at diagnosis, years
Gender, n (%)
Male
Female
BMI, kg/m2
Smoking history, n (%)
Presenting symptom, n (%)
Aymptomatic, for health check-up
Epigastric pain
Acid reflux symptoms
Dysphagia
Indigestion
Weight loss
Type of operation, n (%)
Total gastrectomy
Transthoracic esophagectomy
Proximal gastrectomy
Transhital esophagectomy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Follow up periods, years

64 (36~76)
10 (90.9%)
1 (9.1%)
21.7 (16.3~29.9)
5 (45.5%)
3
3
2
1
1
1

(27.3%)
(27.3%)
(18.2%)
(9.1%)
(9.1%)
(9.1%)

4
4
1
1
1
2

(36.4%)
(36.4%)
(9.1%)
(9.1%)
(9.1%)
(0~8)

Values are medians (ranges) or number (pro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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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ndoscopic findings. (A) On the 40 cm from upper incisor, about 1.5 cm sized linear shallow ulcerative leison with
white exudate in the very long Barrett’s esophagus is noticed. (B) On the 35 cm from upper incisor, about 2.0 cm
sized geographic shaped nodular surfaced superficial elevated lesion with central deprresion in the very long Barrett’s
esophagus is noticed. (C) On the cardia, about 1.0 cm sized triangle shaped hyperemic superficial flat lesion with central
whitish depression is noticed. (D) Near the endoscopically suspected for short segment of Barrett’s esophagus, about 0.5
cm sized ill defined hyperemic superficial flat lesion just above the GE junction is noticed. (E) Near the endoscopically
suspected for short segment of Barrett’s esophagus, about 1.0 cm sized ill defined nodular surfaced hyperemic superficial
flat lesion with tiny depression is noticed. (F) On the 30 cm from upper incisor, about 2.0 cm sized well demarcated
ovoid shaped whitish superficial elevated lesion with friability in the very long Barrett’s esophagus is noticed. (G) On the
top of encircling endoscopically suspected for short segment of Barrett’s esophagus, about 0.8 cm sized well defined comma
shaped superficial elevated lesion with friability is noticed. (H) Just above the endoscopically suspected for ultra short
Barrett’s esophaugs, about 1.0 cm sized ovoid superficial elevated lesion with central hyperemia is noticed. (I) On the
top of encircling endoscopically suspected for ultra short segment of Barrett’s esophagus, about 0.5 cm sized ovoid
hyperemic superficial elevated lesion is no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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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ndoscopic and Pathologic Features of 11 Patients
with Barrett’s Cancer
Values

Barrett’s cancer
(N=11)

Tumor location, cm from
40 (30~40)
upper incisor
Gross type by the Paris classifcation, n (%)
I
1 (9.1%)
IIa
4 (36.4%)
IIb
2 (18.2%)
Mixed
4 (36.4%)
Size, cm
1.2 (0.4~7.2)
Depth of invasion, n (%)
Intramucosal
6 (54.5%)
Submucosal
5 (45.5%)
Lymph node metastasis, n (%)
Absence
10 (90.9%)
Presence
1 (9.1%)
Values are medians (ranges) or number (proportions).

로 최종 진단된 11예(28%)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양상, 치
료, 병리조직학적 소견, 재발 여부, 생사 여부에 대하여 후향적
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조직병리소견을 환
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한 명의 병리의사가 재차 판정을 시
행하였다. 대상 환자 11예 모두가 재차 바렛식도암으로 판정되
었다.
바렛식도암의 내시경적 육안 분류는 2002년 겨울 Paris에서
일본의 표재성 암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한 Paris 내시경 분류에
21,22
병기 분류는 2002년에 개정된 AJCC
따라 기술하였다.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의 TNM 분류체계에 따
23
랐다. 환자들은 진단 당시에 병기 결정을 위해 내시경,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초음파내시경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들 중
10예는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1예에서는 시술 전 평
가에서 림프절 전이 없는 점막내암으로 판단되어 내시경 점막
하 박리법으로 치료하였다. 치료 후 외래에서 정기적인 진찰과
검사를 통해, 식도암의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 여부를 감시하
였다.
수술 혹은 시술 이후 평균 추적 기간은 2년(범위, 0∼8년)이
었고, 3명의 환자는 추적 기간이 1년 이내로 짧았으며, 1명은 2
년의 추적 기간이후 중도 탈락되어 국소 재발이나 원격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
총 환자수는 11명이었고, 남녀의 비는 10：1로 남자에서 호
발하였고, 진단 당시의 평균 연령은 64세(범위, 36∼7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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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는 21.7 kg/m2 (범위, 16.3∼29.9 kg/m2)였으며, 이
중 1명이 저체중이고 2명이 비만이었다. 흡연력이 있었던 경우
는 5예(45.5%)였다. 진단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9년
이전에는 환자가 없었고, 2000년 이후에 대부분의 환자가 진단
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8월까지 3예(27.3%)가 진단되었다.
주소는 상복부 통증이 3예(27.3%), 건강 검진에서 발견이 3예
(27.3%), 위식도역류 증상으로 내원한 경우가 2예(18.2%), 연
하곤란, 소화불량, 체중감소 등이 각각 1예(9.1%)였다(Table 1,
2).
내시경적 소견상 종양은 절치에서 40 cm(범위, 30∼40 cm)
에 위치하였다. 표재성 식도암에 대한 Paris 분류에 따라 IIa 형
이 4예(36.4%), IIb 형이 2예(18.2%), I 형이 1예(9.1%) 그리고
기타 혼합형이 4예(36.4%)였다(Fig. 1).
외과적 절제술 혹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에 의한 조직병리
검사 소견에서, 종양의 평균 크기는 장경 1.2 cm (범위, 0.4∼
7.2 cm), 단경 0.8 cm (범위, 0.1∼6.8 cm)이었으며, 점막내암
이 6예(54.5%), 점막하 침윤이 동반된 경우가 5예(45.5%)였다.
전체 11예 중 점막하 침윤이 있었던 1예(9.1%)에서 림프절 전
이가 있었다(Table 3). 초음파내시경과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에서 림프절 전이 없는 점막내암이며 1예(9.1%)는 내시경 점막
하 박리법으로 일괄 절제를 시행하였다. 나머지 10예(90.9%)는
수술 전 평가에서 절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외과적 절제
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방식은 경흉부식도절제술이 4예(36.4%),
경열공식도절제술이 1예(9.1%)였으며, 수술 전 진단에서 분문
부 위선암으로 판단되어 하부 식도를 포함한 전위절제술, 근위
부 아전위절제술을 받은 경우가 각각 4예(36.4%), 1예(9.1%)였
다. 수술 당시 주변 장기들로의 국소 침윤을 보인 경우는 없었
다. 조직병리검사상 절제 변연에 잔여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
다. 림프절 전이와 더불어 점막하 침윤이 동반된 1예에서는 수
술 후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화학요법 제제로는 cisplatin과
5-FU의 병합이 사용되었다. 중도 탈락된 1예(9.1%)를 제외하고
는 검사결과에 따라 재발이나 전이의 증거가 없었다.

고찰
2002년 한국 중앙 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서 식도암은 남
자에서 1,557명이 발생하였으며 남녀비는 13：1였다.24 남자
암 발생에 있어 전체 일곱번째(2.8%)로, 남자에서 월등히 많이
24
발생하는 암이다. 당시 식도암 중 선암의 비율은 2.4%로 낮
24
게 보고되었다. 서구에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관심의 증대
와는 달리, 국내연구는 이후 아직까지 대규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단일기관의 지난 30여년간 식도 선암에 대한
빈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
25
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등이 서구화되면서 과거에는 드물었
던 위식도역류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바렛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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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바렛식도암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식도 선암의 전구 병변인 바렛식도에 대한 유병률은 동양에
서는 서양처럼 흔치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단일기
관에서 8년간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한 모든 예를 대상으로
7
바렛식도의 빈도는 0.22%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바렛
식도암은 현저한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최근 8년 이내 진단되었으며, 2008년에는 8월까지 3예(27.3%)
가 확인되었다. 물론, 이러한 단일 기관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전체 바렛식도암의 발생율 추이를 대변할 수는 없다.
바렛식도에서 암 발생율은 대략 1년에 0.5% 정도로 추정되
14
고 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위식도역류가 그 자체로 암 발
생의 위험 인자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실제 식도 선
암 환자의 50% 이상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이 없었다는
10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식도역류 증상은 18.2%에서만
확인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시행한 대규모의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전형적 위식도역류 증상이 식도 선암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증상이 심하거나 20여년 이상 장기간
26
지속되었을 경우에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식도 선암은 백인 남성에서 흔한 질환이며, 식도 편평상피세
27,28
더불
포암의 발생은 흑인 및 아시아인에서 빈도가 더 높다.
어, 인종 차이와 무관하게, 식도 선암은 남성에서 흔한 양상을
28
보였다. 국내 보고에서도 식도암은 13：1의 남녀비를 보였
21
고, 본 연구에서 바렛식도암의 남녀 성비는 10：1로, 남성에
서 우세하였다.
대부분의 식도 선암은 하부 식도나 바렛식도에서 발생한
29,30
하지만, 연어빛 점막과 같은 바렛 식도의 특징적 육안
다.
31
소견은 식도암의 초기 단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바렛식도가 진단되어 암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시행
하는 감시내시경(surveillance endoscopy)에서 발견되는 표재
31
성 식도암은 대개 점막에 미묘한 변화만을 동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도 선암은 진단 당시 병기가 진행된 상태로, 식도
31
벽에 침윤하는 양상으로 궤양형이나 종괴형으로 나타난다. 일
부 진행성 식도암에서는, 종양의 과증식으로 인하여 내시경적
31
으로나 조직학적으로 바렛식도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번 연
구에서도 대상 환자들은 상부위장관내시경 소견과 외과적 절제
술 혹은 내시경적으로 얻은 조직병리검사소견의 후향적 분석을
근거로 하여 바렛식도암으로 판정하였기에, 선암이라 하더라도
진행성 식도암은 바렛식도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
웠다. 그로 인해 대상 환자 전원이 표재성 식도암으로, IIa 형
과 IIb 형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였다. Paris 내시경 분류에
의하면 바렛식도암은 표재성일 경우 II형이 전체의 70%를 차지
18
하나, IIc 형은 드물다. 최근 독일에서 조기 식도암으로 내시
경적 치료를 위해 전원된 바렛식도암 308명에 대한 분석에서도
32
IIa 형이 전체의 38%로 융기형이 많았다.
바렛식도암이 진단되었을 때 표준적인 치료법은 외과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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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절제술이다. 그러나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
에 고도 이형성이나 조기 선암의 경우 내시경 치료를 시도하기
33-38
바렛식도암의 내시경적 치료는 아르곤 플라즈마
도 한다.
응고술이나 광역동치료를 이용한 소작술과 다양한 방법의 내시
경 절제술이 이용되고 있다. 소작술은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남은 바렛상피가 정상 편평상피로 덮이면서 가려질 수 있다는
38
점(“sweeping it under the rug”)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시경 절제술은 치료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천공이나
협착 등의 합병증이 많다는 점, 그리고 넓은 바렛상피를 모두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이다. 최근 Mayo Clinic
에서 고도이형성 199예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광역동
치료를 받은 129명과 외과적 식도절제술을 받은 70명의 사망률
이 각각 9% (11/129)와 8.5% (6/70)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39
다. 미국 북서부지방의 3차 종합병원에서 고도이형성이나 조
기 식도암을 동반한 바렛식도 94예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에서,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 광역동치료나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
술을 시행한 62명의 내시경 치료군에서 중대 합병증 발생률은
8%였고, 게실염과 동반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1예와 출혈 2
40
예가 포함되었다. 4년 생존율은 수술군에서 93%, 내시경 치
료군에서 89%로 차이가 없었으며 식도암과 관련된 사망례는
40
없었다. 내시경 치료군의 6% (4명)에서 암이 발생되었는데 2
명은 점막내암이었으며 2명은 침윤성 식도암이었다.40 이 연구
에서 저자들은 내시경치료가 여전히 질병이 진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요약하면서, 수술적 치료는 비록 고가이지만 대
부분 완치가 가능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는 점도 비슷한 맥락으
40
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바렛식도암의 치료방
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의 90.9%에서 외과적 절제술을 시
행하였고, 1예(9.1%)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행하였다.
내시경적 치료나 외과적 절제술 후 병리소견에 근거한 TNM 분
류체계상 90.9%에서 병기 I로 판명되었고, 1예(9.1%)에서만 림
프절 전이가 동반된 점막하침윤암으로 병기 II로 진단되어 수
술 후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잔여 암이 부
재한 경우에 수술 후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의 근거는 없
41-43
식도 선암은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한 연후에도, 다수의
다.
환자에서 2년 이내 재발하며,44-46 장기 예후가 불량하여 술후 5
47,48
본 연구에서는 진행성 식
년 생존율은 대개 25% 미만이다.
도암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병기 I로, 사망이나 재발의
예는 없었다.
바렛식도암은 국내에선 아직까지 드문 질환으로 진단과 치
료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여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저자들은 지난 13년간 11예의 바렛식도암을 경험하였으며, 최
근에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서구와 같은 폭
발적 증가 이전에 바렛식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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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감시를 위한 내시경적 조직검사 방법이나 이형성 등급
판정의 표준화 그리고 치료방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
각한다.

요약
목적: 위식도역류질환이 흔해지면서 바렛식도의 증가가 예견
되며, 이와 더불어 바렛식도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기관에서 바렛식도암으로 판명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시경 소견과 기타 임상 소견을 살펴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8월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에서 식도 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9명 중 조직병리검사에서
바렛식도암으로 최종 진단된 11예(28%)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
상 양상, 치료, 병리조직학적 소견, 재발 여부, 생사 여부에 대
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바렛식도암은 남녀의 비는 10：1이었고, 평균 연령은
64세였다. 2000년 이후에 대부분의 환자가 진단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8월까지 3예(27.3%)가 진단되었다. 주소는 상복부
통증이 3예(27.3%), 건강 검진에서 발견이 3예(27.3%), 위식도
역류 증상으로 내원한 경우가 2예(18.2%)였다. 내시경적 소견
에서 모두 조기식도암이었으며 IIa 형이 4예(36.4%), IIb 형이
2예(18.2%)였다. 종양의 평균 크기는 장경 1.2 cm, 단경 0.8
cm이고, 점막내암이 6예(54.5%), 점막하 침윤이 동반된 경우가
5예(45.5%)였다. 림프절 전이는 1예(9.1%)에서 확인되었다. 내
시경 점막하 박리법으로 치료한 1예(9.1%)를 제외하고, 나머지
환자들은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중도 탈락된 1예(9.1%)
를 제외하고는 재발이나 전이의 증거가 없었다.
결론: 저자들은 지난 13년간 11예의 바렛식도암을 경험하였
으며, 최근에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서구와
같은 폭발적 증가 이전에 바렛식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
키고 체계적인 감시를 위한 내시경적 조직검사 방법이나 이형
성 등급 판정의 표준화 그리고 치료방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리라 생각한다.
색인단어: 바렛식도, 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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