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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 벽외성 압박의 위치에 따른 임상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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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nical Significance of Extraluminal Compressions According to the 
Site of the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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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It can be difficult to differentiate an extraluminal compression 
from a true submucosal tumor (SMT) in the stomach. The best method for 
differentiating an extraluminal compression from a true SMT is 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Extragastric compression is frequently observed, but its 
clinical significance has rarely been reported on. We evaluated the clinical findings 
of extraluminal compression according to the site of the stomach. 
Methods: Ninety-one patients were diagnosed by EUS as having extragastric 
compressions from January 2006 to July 2008. Abdominal sonography or com-
puted tomography was performed in some cases.
Results: The causes of normal structures (64 cases) were the vessels, spleen, in-
testine, gallbladder, liver, mesentery, pancreas and kidney. The causes of pa-
thologic lesions (27 cases) were hepatic cyst, distended gallbladder with sludge, 
splenic cyst, hepatic hemangioma, polycystic hepatic and renal disease, pancreatic 
cyst, renal cyst, calcified lymph node and hepatocelluar carcinoma. The great 
curvature of the fundus was the most frequent site of extraluminal compressions. 
The lesions in the anterior wall of the body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pathologic lesions than did those lesions in other sites. 
Conclusions: EUS is useful for finding the causes of extragastric compression. 
Careful evaluation is needed because many lesions in the anterior wall of the body 
of the stomach were due to pathologic causes.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9;39: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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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중 점막하 종양 형태의 병변은 흔

히 관찰되며, 이중 진성 점막하종양과 벽외성 압박의 감별은 

임상적 접근에 있어 중요하다. 이를 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시경 검사 중 환자 체위의 변동이나 공기량의 가압 및 감압, 

겸자로 눌러 보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낮은 특

이도를 보인다. EUS는 점막하 종양 형태의 병변에서 병변의 발

생층과 인접장기의 관찰을 통해 벽외성 압박을 진단하는데 있

어 매우 유용하다.1,2

위 내 점막하종양 형태의 벽외성 압박은 흔히 관찰되는 병변

으로, 정상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과 병적 병변에 의한 

압박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 벽외성 압박에 대한 EUS의 

진단적 유용성 및 그 원인에 대한 보고는 있어 왔으나 위 내 

부위에 따른 임상적인 의미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본 연구에

서는 위 내 점막하종양 형태의 병변으로 EUS를 시행하여 벽외

성 압박 병변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본 

뒤, 이를 위 내 부위에 따라 분석하여 임상적 의미를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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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Gender (male/female)
Age (years, mean±SD)
Location of extraluminal compression

Causes of extraluminal compression

      26/65
    50.9±14.1
Fundus (33)
Body (38)
  Upper body (15)
  Midbody (12)
  Lower body (11)
Antrum (20)
Normal structures (64)
Pathologic lesions (27)

Table 2. Causes of Extraluminal Compression by Normal 
Structures

Location Causes Number (%)

Fundus

Body

Antrum

Spleen
Vessel
Vessel
Intestine
Liver
Spleen
Pancreas
GB
Intestine
GB
Mesentery
Kidney

16 (25.0%)
 8 (12.5%)
11 (17.2%)
 6 (9.4%)
 3 (4.7%)
 2 (3.1%)
 2 (3.1%)
 2 (3.1%)
 7 (10.9%)
 4 (6.3%)
 2 (3.1%)
 1 (1.6%)

Total 64 (100%)

Table 3. Causes of Extraluminal Compression by Pathologic 
Lesions

Location Causes Number (%)

Fundus

Body 

Antrum 

Hepatic cyst 
Cyst or lymphangioma on spleen 
Liver hemangioma 
Pancreatic cyst 
Hepatic cyst 
Distended GB with sludge 
Pancreatic cyst 
Renal cyst  
Calcified lymph node 
Hepatocellular carcinoma 
Distended GB with sludge 
Polycystic hepatic and renal disease 

 3 (11.1%)
 3 (11.1%) 
 2 (7.4%) 
 1 (3.7%) 
 4 (14.8%) 
 3 (11%) 
 2 (7.4%) 
 1 (3.7%) 
 1 (3.7%) 
 1 (3.7%) 
 4 (14.8%) 
 2 (7.4%) 

Total 27 (100%)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

서 위 점막하종양 형태의 병변으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EUS를 

시행한 뒤, 벽외성 압박 병변으로 진단된 91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남자는 26명, 여자는 65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0.9±14.1세였다.

2. 방법

전처치로 검사 전날 밤부터 8시간 이상 금식 후, 검사 전 

cimetropium bromide 5 mg, midazolam 2.5∼5.0 mg을 정맥 

투여하고, 4년 이상의 EUS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의 술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용한 초음파 내시경은 Olympus사제의 GF-UM 

2000이었고 초음파 주파수는 5 MHz 및 7.5 MHz, 360도 방사

형 주사법을 사용하였다. 검사방법으로는 초음파 내시경을 삽

입하여 병변 부위를 확인한 후 발룬 밀착법(balloon method)이

나 탈기수 충만법(water filled method)으로 검사하였다. 일부 

환자에서 진단의 정확도를 위하여 복부 US 및 CT,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1. 벽외성 압박의 원인 

총 91예 중 64예에서 벽외성 압박의 원인이 정상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한 것이었고 27예는 양성 및 악성 병변에 의한 것

이었다. 부위별로 살펴보면 위저부가 33예로 가장 많았고, 상

부체부 15예, 중부체부 12예, 하부체부 11예, 전정부가 20예였

다(Table 1). 정상 해부학적 구조물은 혈관구조물이 19예로 가

장 많았고 비장이 18예, 소장 및 대장 13예, 담낭 6예, 간 좌엽 

3예, 장간막 구조물 2예, 췌장 2예, 신장 1예의 순이었고, 이를 

부위별로 보면 위저부에서는 비장이 16예로 가장 많았고 체부

에서는 혈관 구조물이 11예, 전정부에서는 소장 및 대장이 7예

로 가장 많았다(Table 2).

병적 구조물로는 슬러지를 동반한 담낭종대와 간 낭종이 각

각 7예로 가장 많았고, 비장 낭종 3예, 간혈관종 2예, 다발성 

신장 및 간 낭종 2예, 췌장 낭종 3예, 신장 낭종 1예, 석회화된 

임파절 1예, 간세포암이 1예였다. 부위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위저부에서는 간 낭종과 비장 낭종 또는 임파관종이 각각 3예

로 가장 많았고 체부에서는 간낭종이 4예, 전정부에서는 슬러

지를 동반한 담낭종대가 4예로 가장 많았다(Table 3).

EUS 시행 후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정상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의 경우 총 64예 중 18예에서 시

행되었고 이중 복부 US가 2예 그리고 CT가 16예에서 시행되었

다.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의 경우 총 27예 중 17예에서 시

행되었다. 복부 US 2예, CT 13예 그리고 MRI 2예에서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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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GD and EUS findings.
(A) Gastroscopy shows 
a mucosal elevated le-
sion in the anterial wall
of upper body. (B) EUS 
shows extraluminal com-
pression by hepatocel-
lular carcinoma.

Figure 1. Causes of extraluminal 
compression. The diag-
ram shows causes of 
extraluminal compres-
s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lesion. GC, 
great curvature; PW, 
posterior wall; LC, less-
er curvature; AW, an-
terior wall.

었고 이중 간세포암에 의한 압박이 의심되어진 경우는 복부 

CT를 시행하였다. 정상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보다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으로 생각되는 예에서 원인을 정확히 규명

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보다 많은 추가

검사가 시행되었다.

2. 병변의 위치에 따른 원인 분석  

위저부 대만이 28예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이중 정상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이 21예로 관찰되었다. 병적 구조

물에 의한 압박을 위치에 따라 살펴보면 전벽인 경우 위저부에

서 1예, 체부에서 9예, 전정부에서 3예가 관찰되었다. 전벽을 

제외한 부위인 경우 위저부에서 8예, 체부에서 3예, 전정부에서 

3예가 관찰되었다. 체부 전벽의 경우 64.3% (9/14), 전벽을 제

외한 체부의 경우 12.5% (3/24)에서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

으로 진단되어 체부 전벽은 그 외의 체부를 모두 합한 것과 비

교해 볼 때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의 빈도가 높았다(Fig. 1).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성 병변 중 최종적으로 2예가 직/간

접적으로 악성 종양과 연관이 있었다. 첫 번째 증례는 상부 체

부 전벽의 병변으로, 간세포암에 의한 벽외성 압박으로 진단되

었다(Fig. 2). 두 번째 증례는 하부 체부 전벽의 병변으로, 슬러

지를 동반한 담낭비대에 의한 벽외성 압박으로 진단되었으며 

간외담관의 폐쇄병변 유무를 위해 십이지장 제2부까지 관찰시 

유두부암이 발견된 예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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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GD and EUS findings.
(A) Gastroscopy shows 
a mucosal elevated le-
sion in the anterior 
wall of lower body. (B)
EUS shows extralumi-
nal compression by dis-
tended GB with slud-
ges. (C, D) Duodenos-
copy shows an ulce-
roinfiltrative mass in the 
ampulla of vater. This 
lesion was histologica-
lly diagnosed adeno-
carcinoma.

고찰

EUS는 점막하 종양의 병변의 발생층을 규명하고 조직학적 

진단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

다.3-6 또한 기존의 내시경 검사 시 병변이 발견되었을 때 겸자

구에 세경 탐촉자를 삽입하여 내시경 초음파검사가 가능하므로 

기구의 변동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악성 병변의 

경우 세침흡인 검사를 통한 조직 검사가 가능하므로 암 병기에

도 유용성을 지닌다.7,8

EUS가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나타나는 벽외성 압박과 진성 

점막하 종양의 감별진단에 100%의 특이도를 보인다는 보고들

이 있다.3,9,10 또다른 연구에서 EUS로 진단한 벽외성 압박의 위

양성을 EUS나 EGD로 평균 14개월을 관찰한 결과, 진성 점막

하 종양을 벽외성 압박으로 오인한 위양성은 전혀 없었다.11 벽

외성 압박 병변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로는 US, CT, MRI, 혈

관 촬영술, 조직검사 및 수술 등의 방법이 있으나 병변의 크기

가 작은 경우에는 복부 US 또는 CT로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은 악성 종양을 제외하고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12,13 

본 연구에서도 벽외성 압박과 진성 점막하종양을 감별에 

EUS는 100%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벽외성 압박으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추가적인 복부 US, CT 또는 MRI를 시행한 예가 다

수 있고 이중 간세포암에 의한 압박이 의심되어 복부 CT를 시

행한 바 있다. 악성질환을 포함한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원인적 진단을 명확하게 

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상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보다는 추적관찰

이 필요하다.

위 내 벽외성 압박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과 

양성 질환 및 악성 질환에 의한 병적 구조물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비장 혈관에 의한 위저부의 압박에 있어 EUS의 유용

성을 보고한 예가 있으며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한 압

박의 원인으로 비장 및 비장 동맥이 많다.
14

 본 연구에서도 비

장과 혈관 구조물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

장, 소장, 담낭 및 간좌엽의 순이었다. 양성 질환으로는 간 낭

종 및 간 혈관종, 비장 및 췌장 낭종이 많으며,
15

 본 연구에서도 

간 낭종 및 간 혈관종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비

장, 및 췌장 낭종 그리고 신 낭종이 원인이었다. 또한 슬러지를 

동반한 담낭종대가 본 연구에서는 많이 관찰되었다. 악성 질환

의 원인으로 간세포암 및 전이성 간암, 췌장의 낭종성 선암 및 

비장에 발생한 림프종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술로 진단한 신

경인성 종양도 보고되었다.
11,15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 1예가 

벽외성 압박의 원인이었다.

벽외성 압박의 위 내의 위치에 따른 빈도를 보면 위 하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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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부에 많으며, 본 연구에서도 위저부에서 가장 많이 발견

되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체부 전벽에서는 총 14예 중 9예에서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을 보여 그 외의 체부를 합한 것과 비

교하여 높은 빈도를 보였다. 체부 전벽의 병적 구조물로 관찰

된 9예를 살펴보면 간낭종 4예, 슬러지를 동반한 담낭종대 3예, 

석회화된 임파절 1예, 간세포암에 의한 압박 1예가 있었다. 이

중 하부 체부 전벽에 슬러지를 동반한 담낭종대가 방견되어 간

외 담관의 폐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유두부암을 발견한 예

도 있었다. 간 및 담낭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 체부 전벽

에 점막하 종양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 점막하 종양의 형태의 벽외성 압박 병변은 임상에서 

EGD 중에 흔히 발견되며, EUS는 벽외성 압박과 진성 점막하

종양을 감별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하다. 벽외성 

압박이 정상적인 구조물에 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상부 위장

관 검사의 추적 관찰로 충분하며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원인을 명확히 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

해 복부 US 및 CT 등의 추가검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담낭 종대와 같이 폐쇄성 병변의 동반여부를 조사하는 경

우나 간세포암 등 악성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를 하여 치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약

목적: 위 내 벽외성 압박은 환자 자세 및 공기 주입량의 변

화 또는 생검 겸자로 눌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진성 점막하 종

양과 감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검사법은 내시경 초음파 검

사이다. 실제로 위 내 벽외성 압박 병변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

되어, 어떠한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지에 대한 연구

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

여 위 내 벽외성 압박 병변의 위치에 따른 임상적 의미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위 내 점막하

종양 형태의 병변으로,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벽외성 

압박으로 진단된 환자 총 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필요에 따

라 벽외성 압박의 정확도를 위해 복부 초음파 및 전산화 단층

촬영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병변의 위치는 위저부 33예, 체부 38예, 전정부 20예였

고, 내시경 초음파 검사에서 정상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한 압

박은 64예,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은 27예였다. 정상 해부학

적 구조물은 혈관구조물이 19예로 가장 많았고 비장 18예, 소

장 및 대장 13예, 담낭 6예, 간 좌엽 3예, 장간막 구조물 2예, 

췌장 2예, 신장 1예의 순이었다. 병적 구조물로는 슬러지를 동

반한 담낭종대와 간낭종이 각각 7예로 가장 많았고, 비장낭종 

3예, 간혈관종 2예, 다발성 신장 및 간 낭종 2예, 췌장 낭종 3

예, 신장 낭종 1예, 석회화된 임파절 1예, 간세포암 1예였다. 

위치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위저부 대만이 28예로 가장 많았고 

이중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은 7예였다. 체부 전벽에 병변이 

있을 시 64.3% (9/14)에서 병적 구조물에 의한 압박으로 진단

되어 그 외의 체부를 모두 합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병적 구조

물에 의한 압박의 빈도가 높았다. 

결론: 위 내 벽외성 압박 병변의 진단에 있어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유용하며, 특히 체부 전벽에 병변이 존재 시에는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색인단어: 위, 벽외성 압박, 내시경 초음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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