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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gnan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of the Esophagus
- A Case Report -

Hae Joung Sul, Kyeong Hee Kim and Dae Young Kang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GISTs) predominate in the stomach and small intestine but
have rarely been documented in the esophagus. We report a rare case of GIST of the
esophagus in a 47-year-old woman. Histologically, the tumors showed a combination of
solid, myxoid, and perivascular collar-like patterns, with spindle and epithelioid cells. The
tumor cells were positive for CD117,  CD34, and S-100 protein and negative for desmin and

-smooth muscle a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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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에 발생한 악성 위장관 간질종양

- 1예 보고 -

위장관 간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은

위와 소장의 벽에서 기원하는 비상피성 종양으로 과거에는 평활

근 종양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에는 다양한 분화를 보이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 종양은 아주 드물게 식도와 직장에서 발생하며,

부분 방추형 세포(70%)와 상피양 세포(30%)로 구성되어 있

고 10-30%에서 복강내나 간으로의 전이를 동반한 악성의 소견

을 보인다.1 이들은 발생 부위와는 관계없이 면역조직화학적으

로 c-kit 단백(CD117), CD34 그리고 때때로 actin에 양성 반

응을 보이지만 desmin과 S-100 단백에는 음성이다. GIST가

식도와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위와 소장 부위와는 달리 부

분 임상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악성의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다

른 질환과 감별을 해야 한다.1 최근 저자들은 47세 여자의 식도

에서 발생한 악성 GIST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7세 여자 환자가 1년 전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종격동에 종

괴가 관찰되어 내원하 다. 과거력상 심방중격결손으로 5년 전

에 수술을 받았으며 가족력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 상 중종격동에 경계가 불분명한 9×7×6.5 cm 크기의

연부조직 종괴가 관찰되었다. 종괴는 다양한 조 증강을 보

으며 내부에 괴사를 동반하고 있었다. 또한 식도와 경계가 불분

명하고 식도의 우측에서 자라나오는 양상을 보 으며 하 정맥,

좌심실, 그리고 우하폐정맥 등을 누르고 있었다(Fig. 1). 방사

선 소견상 식도에서 발생한 점막하 종양 또는 심막에서 발생한

육종 의진하에 종괴 절제술을 시행하 다. 수술 소견상 종괴는

식도의 점막하층에서 기원하여 우측으로 자라나는 양상이었다.

종괴는 잘 부서지는 양상이었고 폐의 우하엽과 심막에 유착되어

있었다. 육안 소견상 종괴는 10×9×5 cm 고 주위와 비교적

경계가 뚜렷하 으나 일부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도 있었다. 절

단면상 종괴는 회백색을 띠고 있었으며 괴사와 출혈을 동반하고

있었다(Fig. 2). 현미경 소견상 종괴는 높은 세포 도를 보 다.

종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주로 호산성의 세동성 세포질을

가지거나 세포질내 공포를 가진 방추형 세포들이 다발을 이루거

나 소용돌이 모양의 성장 양상을 보 다(Fig. 3). 종양은 식도

의 근육과 상 적으로 경계가 분명하 으며 일부에서 종양 세포

들이 평활근에 침윤하는 부위가 관찰되었다. 종괴의 내부에는

괴사와 출혈의 소견이 있었으며 유사분열의 수는 50 고배율 시

야당 3-4개가 관찰되었고 비정형적인 유사분열도 볼 수 있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상 종양 세포는 CD34와 CD117 (Fig. 4)에

강한 양성 반응을 보인 반면에, desmin과 -smooth muscle

actin (SMA)에 음성 반응을 보 다. 또한 S-100 단백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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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양성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 찰

일반적으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간엽 방추형 세포 종

양(primary mesenchymal spindle cell tumor)은 평활근 종양

과 유상피성 모양을 가지는 종양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최근

World Health Organization tumor series2와 Armed Forces

Institute of Pathology (AFIP) fascicle3은 식도와 위에 발생

하는 위와 같은 종양을 모아서 평활근 종양과 간질종양으로 분

류하 다.

GISTs는 보통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잘 발생하며 40세 이전

에는 드문 종양이다. 그러나 여러 보고에 의하면 악성인 경우에

는 좀더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4 발생 부위는

부분이 위와 소장이며 드물게 식도, 장, 그리고 직장에서 발

생한다. 위에서 발생한 GISTs는 매우 다양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데 70-80%에서 방추형 세포 종양 형태를, 20-30%에서

유상피성 간질 종양 형태를 보인다. 종양 세포들은 세포질내 공

포를 가진 방추형 세포들이 다발을 이루거나 소용돌이 또는 책

모양의 성장을 보이고 다양한 정도의 세포 도, 핵 다형성 및

과염색성이 관찰된다.

소장에서 발생한 GISTs는 일반적으로 방추형 세포 종양이며

“skenoid fibers”라고 알려진 세포외 교원 섬유를 관찰할 수 있

다. GISTs는 식도와 직장에서 드물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부

분 임상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악성인 경우가 많으며 방추형 세

포 종양 형태를 띤다.

식도에서 발생한 GISTs인 경우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양

성과 악성 모두에서 CD117과 CD34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 CD

117은 c-kit 원형종양유전자 단백질로서 간상세포인자(stem

cell factor), 또는 비만세포 성장인자로 불리기도 하는 성장인

자의 막내외 수용체이다.5,6 c-kit는 조혈모 세포, 비만세포, 생식

세포, 상피세포와 평활근 세포 사이의 근층간 신경총에 있는

Fig. 1.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a heterogenously
enhancing soft tissue mass (large arrow) extending from right
portion of the esophagus (small arrow). This mass shows necro-
sis and is not seperated from the esophagus.

Fig. 3. The tumor cells show whorling and palisading patterns
with spindle cell and epithelioid histology. Mitotic figures (arrows)
are present up to 3-4 / 50 high-power fields.

Fig. 2. The gross apperance of resected tumor mass. The tumor
is relatively well circumscribed and shows gray-white cut surface
with necrotic and hemorrhagic area, measuring 10×9×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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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titial cells of Cajal 등에서 발현된다.5,6 c-kit 유전자는 염

색체 4번의 장완에 위치하며 세포질내의 tyrosin kinase를 가지

고 있다. 정상에서는 리간드와 결합하여 세포질내의 tyrosin

kinase를 활성화시켜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거나 세포의 증

식을 유발한다.5,6 최근에는 GISTs에서 c-kit 유전자의 exon 11

의 결손 또는 점 돌연변이를 포함한 gain of function mutation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7 이는 리간드와 결합하지 않고

스스로 tyrosin kinase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GISTs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exon 11의 변이를 환자의 백

혈구와 종양 모두에서 관찰할 수 있다.8 또한 조직학적으로나 임

상적으로 악성인 경우에서도 exon 11의 변이가 나타나는데, 

부분이 결손이고 소수에서 점 돌연변이 형태로 나타난다. 이 밖

에도 중복이나 삽입의 형태로 나타난다.9 평활근 종양에서는 c-

kit 변이가 보고된 예가 없기 때문에 GISTs와 쉽게 감별할 수

있다. 

또한 GISTs의 70-80%에서 CD34에 양성 반응을 보이며10

악성에서 CD34의 발현이 좀더 낮은 빈도로 나타난다.11 이는 융

기성 피부섬유육종에서 섬유육종으로 전환되면 CD34 발현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12 CD34는 조혈 선조세포 항원

(hematopoietic progenitor cell antigen)으로 기능이 알려져 있

지 않은 막내외 단백이다.

이밖에도 GISTs는 20-40%에서 SMA에 양성 반응을 보이

며,5,6 드물게 desmin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neu-

ron-specific enolase에는 양성 반응을 보이지만 평활근 종양에

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이적인 소견은 아니다. 또

한 GISTs에 한 S-100 단백의 면역조직학적 소견은 음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증례처럼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5

GISTs에서 악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

만 재발과 전이에 따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구별할 수 있

다.13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는 1) 위에서 발생하

고, 2) 유사분열의 수가 적고, (1개 이하/50 고배율시야), 3)

낮은 증식 분획(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or

Ki-67 analogue index), 4) 이웃 장기로의 침윤이 없고, 5) 이

배체 DNA가 존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14-16 조직학적인 등

급은 분화, 괴사의 유무, 유사분열에 따라 구분하는데 예후와 많

은 연관성을 가진다.17

Franquemont13에 의하면 종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이거나

10개의 고배율 시야에서 유사분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전이나 재발에 해 고위험군인 반면에, 크기가 5 cm 미만이거

나 유사분열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저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분의 치명적인 GISTs는 10개의 고배율 시야에

서 유사분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이다. 

본 증례는 종양의 크기가 10×9×5 cm로 5 cm 이상이었고

유사분열의 수가 50 고배율시야에서 3-4개 으며 비정형적인

유사분열을 볼 수 있고 괴사를 동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악성 GISTs로 진단할 수 있었다.

식도에서 발생한 GISTs인 경우 전형적인 평활근 종양, 신경

초종, 카포시 육종, 그리고 육종양 암종/방추형 세포암종과 감

별진단을 해야 한다.

식도의 평활근종은 임상적, 조직학적, 면역조직화학적, 그리

고 분자유전학적 등 여러 면에서 GISTs와는 다른 양상을 갖는

다. 평활근종은 GISTs보다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다(평균 연령

은 각각 35세와 63세).1 조직학적으로 평활근종은 호산성의 세

포질을 가진 저등도에서 중등도의 세포 도를 가진 종양인 반

면에, GISTs는 높은 세포 도를 보여주며 HE 염색에서 호염

기성을 나타낸다. 면역조직화학 검사가 두 질환을 감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평활근종은 desmin과 -SMA에 양성 반응

을, CD34와 CD117에 음성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GISTs에서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s against CD34 (A) and CD117 (B) show diffuse strong positivity in the cytoplasm of tumor cell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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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D34와 CD117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 또한 두 질환은

DNA 변화에 있어서도 다른 양상을 띤다. GISTs에서는 염색체

14번의 장완과 22번의 소실을 관찰할 수 있지만 평활근종은 염

색체 5번의 획득을 볼 수 있다.18 신경초종은 위장관, 특히 위에

서 잘 발생하는 방추형 세포 종양이다. 조직학적으로 방추형 세

포의 고형성 판상구조 형태로 관찰되며 주변부의 lymphoid

cuff을 흔히 볼 수 있다. S-100 단백에 양성 반응을 CD117과

CD34에 음성 반응을 보이는 점이 감별에 중요하다.1 카포시 육

종은 특히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서 식도의 방추형세포 종

양 형태로 나타나며, 표면적으로는 GISTs와 매우 유사하나 다

발적인 점막의 병변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세포질에 PAS 양

성인 유리질구와 출혈 부위를 볼 수 있다. GISTs와 마찬가지로

CD34에 양성 반응을 보이지만 CD117에는 음성 반응을 보인다.

방추형 세포암종 또는 육종양암종은 방추형 세포 형태를 띠면서

육종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분명한 상피 성분을 가지

고 있다. GISTs에서는 점막의 궤양을 흔히 관찰할 수 없는 반

면에, 점막의 병변을 볼 수 있다.

식도에서 발생한 경우의 치료로는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종

양을 수술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림프절 전이는 드

물기 때문에 림프절 절제는 필요하지 않다. 악성 간질종양이 가

장 흔히 전이되는 곳은 간, 복막, 폐 등이다.1

환자에게서 다른 곳의 전이는 관찰할 수 없었고 수술 후 재발

없이 10개월째 추적 관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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