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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Gastric Inverted Hyperplastic Polyp Associated with 
Gastritis Cystica Profunda and Early Gastric Carcinoma

Min Sung Choi, So-Young Jin, Dong Won Kim, Dong Wha Lee and Sang Mo Park

Department of Path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A gastric inverted hyperplastic polyp is characterized by downward growth of the hyperplastic
mucosal components into the submucosa. Lesions are composed of hyperplastic foveolar-type
glands, and sometimes coexist with gastritis cystica profunda (GCP). Adenocarcinoma frequen-
tly can coexist, but the relationship is not clear. A 71-year-old male was admitted to hospital
because of dyspepsia for one month. He underwent a wedge resection of the stomach, after
endoscopic biopsies. The gross finding showed a slightly elevated papillary lesion with central
depression. Microscopically, the elevated lesion was composed of hyperplastic fundic glands
and foveolar cells, and the central depressed lesion showed a nodular inverted proliferation
of normal appearing gastric epithelium and glands in the submucosa. An additional proximal
gastrectomy specimen exhibited marked GCP and a minute adenocarcinoma at the proximal
margin with p53 protein overexpression.

Key Words : Stomach; Inverted hyperplastic polyp; Gastritis cystica profunda; Early gastric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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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몰증식성폴립에동반된심재성낭종성위염과조기위암 1예

통상적인 위의 증식성폴립은 점막구성성분이 과다 증식하여

내강 내로 돌출된 종괴를 형성한다. 이에 반해 함몰증식성폴립

(inverted hyperplastic polyp)은 증식성 점막성분이 내강쪽이

아닌 점막하층으로 증식하는 병변이다. 함몰증식성폴립은 과오

종폴립, 점막하딴곳증, 과오종모양함몰용종, 단독용종모양과오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다.1 그러다가 1993년 Kamata 등2이

처음으로 이러한 질환을 장의 유사질환에 견주어 함몰증식성

폴립이라고 기술하 다. 함몰증식성 폴립은 주로 점막하층으로

증식하므로 내시경 및 초음파소견상 점막하 종양 및 악성 종양

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 이 질환은 평균 60세에 발생하며

남녀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동일하고 크기는 평균 23 mm로 알

려져 있다. 주로 단독 종괴로 나타나며 위에서는 상체부에서 가

장 흔하게 발생한다. 구성성분은 통상적인 증식성폴립과 유사하

며 심재성 낭종성 위염(gastritis cystica profunda; GCP)과 동

반하여 과형성 또는 화생이 일어나거나 만성 위염으로 점막근층

이 손상되면 점막하층으로 위샘이 함입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

측한다. 악성 종양의 동반율은 23.8%로 높으나 단순하게 병발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헬리코박

터 감염을 동반할 수 있다.1 저자들은 위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점막하층이 파괴된 소견을 보여 악성 종양을 의심하 으나 생검

으로 진단이 어려워 쐐기절제술 및 추가 근위 위부분절제술을 시

행한 후 미소 조기위암종이 발견된 위의 함몰증식성폴립을 경험

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71세 남자가 한달 전부터 발생한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하

다. 약 1년 전 피를 토한 후 실신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

으며 한달 전부터 소화불량과 복부불쾌감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궤양을 동반한 위암이 의심되

어 전원되었다. 흡연력은 40 갑-년이었다. 신체검사 결과 급성

병색이었고 가벼운 복부팽만 증세가 있었다. 내원시 묽은 혈변

을 소량 보았다고 하 다. 검사소견은 정상이었으며 carcinoem-

bryonic antigen (CEA)는 1.32 ng/mL 다.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Fig. 1A) 상체부 후벽부터 분문부에 걸쳐 유두모

양 결절을 형성하는 종괴가 발견되었으며 내시경초음파사진에서

(Fig. 1B) 1.7 cm의 저에코종괴가 있으며 점막하층이 파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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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점막하층까지 침윤한 조기위암종으로 생각하 다. 그러

나 반복해서 생검을 했음에도 위염에 동반한 재생변화 외에는

악성 종양의 증거를 찾지 못하 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개복 위

쐐기절제술을 시행한 후 동결절편 검사를 하 다. 동결절편 검사

결과 점막하층으로 증식하는 위샘들이 관찰되어 악성 종양의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추가로 근위 위절제술을 시행하

다.

쐐기절제술로 얻은 위는 3.5×3.5 cm 크기로 중앙부에 유두

모양 종괴가 있고 주변은 함몰된 1.1×1.0 cm 크기의 병변이 있

었으며(Fig. 2A), 단면 소견상 점막하층에서 결절모양 증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B). 조직소견상 중앙의 유두모양 종괴

는 위기저부샘과 위소와상피의 증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Fig.

2C), 그 주변은 점막표면보다 아래로 함몰되어 샘과 상피세포가

증식하여 소엽모양을 형성하 다(Fig. 2D). 이러한 부위의 구성

세포는 정상 위점막 구성세포와 동일하 으며 형성이상이나 암

종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추가로 시행한 근위 부분위절제술

에서는(Fig. 3A) 이전의 쐐기절제로 인한 결함 주변 위벽에서

심재성 낭종성 위염을 광범위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Fig. 3B),

근위 절제연에서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분화가 좋은 8 mm 크기

의 미소 조기위암종을 우연히 발견하 다(Fig. 3C). 본 암종은

p53 단백 과발현을 보 다(Fig. 3D). 수술 후 1년 동안 추적내

시경 및 생검을 시행했지만 잔존 종양은 관찰할 수 없었다. 

Fig. 1. Endoscopic findings show slightly elevated lesion with cen-
tral papillae, at the upper body to cardia on the lesser curvature
and posterior wall (A). The 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reveals disruption of the submucosal layer (B).

A B

Fig. 2. The wedge resected stomach shows uneven nodular or papillary lesion with central erosion (A). The cut surface reveals whitish gray
nodular or cystic lesion in the submucosa (B). Papillae consisting of fundic gland and gastric foveolar cells are present in the periphery
of the lesion (C). Nodular inverted proliferation of the normal appearing gastric epithelium and glands in the submucosa are seen in the
center of the lesion (D).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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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위의 함몰증식성폴립(gastric inverted hyperplastic polyp)은

조직학적으로 거짓유문샘, 낭 변화를 일으킨 위샘과 더불어 횡문

근 다발들로 주로 이루어지며 바닥샘이나 위샘의 장형 화생 및

신경내분비세포들도 일부 관찰된다. 세포들이 점막하층에서 심

Fig. 3. Proximal gastrectomy specimen shows a large wedge resection defect without grossly visible neoplastic mass (A). The surround-
ing gastric wall of the wedge resection reveals marked gastritis cystica profunda (B). A minute focus of intramucosal adenocarcinoma
(C) with p53 protein overexpression (D) is noted at the proximal resection margin.

C D

A B

Case
Age/
Sex

Site Gross
Size
(mm)

Asso-
ciated 
lesion

H. pylori
infection

Ope-
ration

Microscopic findings

Fove-
olar
type

Fun-
dic
type

Car-
diac/

Pyloric
type

Intes-
tinal
type

Endo-
crine
type

Aci-
nic
cell
type

Stroma Cyst

Conti-
nuity
with

muco-
sa

1* 69/M Body Y-I 10×9 GC, GCP - T + - + - + + Ly + +
2* 58/M Cardia Y-II 26×22 - + P + - + - + - Ly, Sm + -
3* 34/F Body Y-III 30×30 - + P + - - - + - Ly + +
4* 81/M Fornix Flat elevation 5×5 GC, GCP + T + - + - + - Ly + -

Body Flat elevation 7×7 GIST, HP + - + - - - Ly, Sm + -
5� 72/M Body- Y-II 35×35 GC, GCP + P + + - - - - Ly, Sm + -

Cardia

Table 1. Clinical and pathologic findings of GIHPs

GC, Gastric cancer; GCP, Gastritis cystica profunda; HP, Hyperplastic polyp; T, Total gastrectomy; P, Partial gastrectomy; Ly, Lymphocytes; Sm,
Smooth muscle bundle. *Yamashita et al. (2002); �Our case.



하게 증식하는 경우에는 폴립모양의 종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

와 달리 통상적인 위의 증식성폴립은 부분 정상 위점막의 구

성성분, 즉 유문샘 세포들로 이루어지며, 일부 바닥샘세포들과

낭 변화를 동반하는 위샘오목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여 내강 내로

돌출된 종괴를 형성한다. 점막하층으로 주로 증식하므로 내시경

및 초음파소견상 점막하 종양 및 악성 종양으로 오인하는 사례

가 많다.3 1993년 Kamata 등2이 처음으로 이러한 질환을 장

의 유사질환에 견주어 함몰증식성폴립이라고 기술하 다. 

장에서 발생하는 함몰증식성폴립의 현미경 소견은 위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나 주로 나이가 많은 여성의 우측 장에 호

발한다.4 장에서 발생한 함몰증식성폴립 역시 이전에는 함몰

과오종 등으로 불리었는데 심재성 낭종성 장염과 동반되어 나

타나며 장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 최근 Yamashita 등1이 보

고한 위의 함몰증식성폴립 4예를 종합하여 정리한 문헌에 따르

면(Table 1) 평균 발생 연령은 62세(34-85세)이며 남녀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은 동일하고 병변의 크기는 평균 23 mm (5-110

mm)이다. 주로 단독 종괴로 나타나며 위에서는 상체부, 바닥,

분문부, 위방 순으로 호발한다. 

절반에서 심재성 낭종성 위염이 동반되었는데, 성인에게서 자

주 나타나고 만성위염이 계속 진행되어 위샘조직이 점막하층내

로 함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재성 낭종성 위염이 일어나는 것

으로 생각한다. 또 많은 함몰증식성폴립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관찰되며 헬리코박터의 감염으로 인한 만성 위염 역시 심재성

낭종성 위염의 원인으로 생각한다. 함몰증식성폴립과 심재성 낭

종성 위염은 모두 점막하층내에서 위샘이 관찰되나 함몰증식성

폴립은 위샘조직의 증식성 변화를 보이고 심재성 낭종성 위염은

일반적으로는 증식성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단순 점막 성분만으로

구성되는 조직학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Yamashita 등1은 함몰

증식성폴립과 연관된 일부 심재성 낭종성 위염에서는 유두상 샘

증식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심재성 낭종성 위염과 함몰증식

성폴립의 중간단계이며 심재성 낭종성 위염과 동반하여 과형성

또는 장형 화생이 일어나 함몰증식성 폴립이 된다 하 다. 따라

서 위의 함몰증식성폴립과 심재성 낭종성 위염은 감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위의 기전들에 따르면 함몰증식성폴립은 점막하

딴곳증이나 단독용종모양과오종 같은 선천적인 질환이 아닌 후

천적인 질환이며 이는 장의 함몰증식성폴립이 주로 염증에 의

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위의 함몰증식

성폴립은 형태학적으로 보나 발생과정으로 보나 장의 함몰증

식성폴립의 유사질환이라 할 수 있다. 

함몰증식성폴립에서 악성 종양이 동반되는 비율은 23.8%이며

모두 위샘암종이었다.1 일반인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로 관찰되

며 또한 함몰증식성폴립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을 자주 동반하고1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샘암종의 전구병변으로 생각되는 점 등으

로 미루어 보아 함몰증식성 폴립과 위샘암종의 발생 사이에 연

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순하게 병발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심

재성 낭종성 위염은 체로 양성병변으로 생각되나5 위 샘암종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5 Yamashita 등1은 함몰증식성폴립

과 동반된 암종의 경우 부분의 샘암종 성분이 점막하층에서

관찰되며 점막성분의 양이 적은 비정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보

고한 바 있으며 Qizilbash 등7은 위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

의 문합부에서 심재성 낭종성 위염과 연관된 위샘암종을 보고하

고, Franzin 등8은 위장관 문합부에서 발생한 용종의 위치나

조직학적 특성이 실험동물에서 암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문

합부 용종과 비슷하여 전암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다 하 다. 따

라서 심재성 낭종성 위염에서 위샘암종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증례는 함몰증식성폴립이나 심재성 낭

종성 위염부위가 아닌 인접부위에서 샘암종이 발생하여 이러한

연관성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함몰증식성폴립과 심재성 낭종성

위염, 위암종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를 진행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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