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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Fibrovascular Polyp of the Esophagus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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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fibrovascular polyps are very rare benign esophageal lesions arising in the cervical eso-
phagus. We present a case of a 70-year old man with a history of dysphagia. On esopha-
gogram and computed tomogram, a large, sausage-like polyp (7.0 cm in greatest dimension)
was identified in the cervical esophagus. Surgical resection of the polyp was successfully per-
formed. Histologically, the polyp was composed of a mixture of highly vascularized fibrous
tissue and benign adipose tissue. The fibrous tissue was loosely and densely collagenized
and the surface was covered by squamous epithelium. The lesion was diagnosed as a giant
fibrovascular polyp and the patient has shown no evidence of recurrence for 8 months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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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의 거 섬유혈관용종

- 1예 보고 -

거 섬유혈관용종은 매우 드문 식도 내 종괴로써, 비록 발생

과정상 진성 신생물(true neoplasm)은 아니나, 관련문헌들에서

는 간엽기원의 점막하 양성종양으로 취급해 왔다.1,2 전세계적으

로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조직학적으로는 결합조직, 다수의

혈관 그리고 지방조직의 혼합을 특징으로 한다.3-5

거 섬유혈관용종은 크기가 매우 커서 연하곤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식도 내 역류 시 질식 및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진단 후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다.6-9

증 례

70세 남자 환자가 연하곤란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내

원 1년 전에 연하곤란이 발생하여 외부병원에서 인두에 생긴 종

괴를 제거한 적이 있었다. 이후 경미한 연하곤란이 지속되었으나

참고 지내다가 내원 2개월 전부터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외부병

원을 방문하여 식도 내시경을 시행하 고 식도 내 종괴가 발견

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특별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으며 이학적 소견상 특이사

항이 없었다. 검사실 소견상 혈색소 수치와 적혈구 용적률이 조

금 감소하여 경미한 빈혈의 소견을 보 고 다른 이상소견은 보이

지 않았다.

경부 전산화 단층 촬 상 약 7 cm의 불균질한 조 증강을

보이는 종괴가 상부식도에서 관찰되었다(Fig. 1A). 식도 조

술상에서는 상부식도를 거의 채우는 거 한 용종이 관찰되었다

(Fig. 1B).

점막 하 종양의 의진하에 외과적 수술을 통한 종괴의 제거가

시행되었으며, 절제된 조직은 7.0×4.5×3.5 cm 크기의 용종이

었다. 단면은 노랗고 투명하면서 부드럽고 부어 있는 듯한 모습

이었고 끝부분에서는 궤양이 관찰되었다(Fig. 2).

광학 현미경 관찰에서 종괴는 편평상피하에 다수의 혈관들과

느슨하거나 치 한 결합조직, 그리고 성숙지방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Fig. 3A). 결합조직은 세포 도가 높지 않고 느슨한

부분이 많았으며, 특별한 양식 없이 불규칙하게 얽혀 있는 모양

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것에서부터 중간 정도에 이르는 다

양한 크기의 동맥이나 정맥들이 혼재되어 있었다(Fig. 3B). 림

프구 및 형질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도 관찰되었으며 종괴의 끝

부분에서는 점막의 궤양이 관찰되었다. 지방조직을 구성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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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포 중 과염색성의 핵을 가지는 방추형 세포나 다중공포를

가지는 미분화 지방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혈관근육지방종(angiomyolipoma),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

testinal stromal tumor), 평활근종양(smooth muscle tumor)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행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상, HMB45 및

CD117은 음성이었고, 혈관 내피세포를 제외하고는 CD34도 음

성이었으며 혈관벽을 제외하고는 smooth muscle actin도 음성

이었다. 본 증례는 전형적인 소견을 보인 식도의 거 섬유혈관

용종으로 진단하 고, 환자는 8개월째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거 섬유혈관용종(Giant fibrovascular polyp)은 중년 남성

에 호발하며5,6,10 경부 식도, 특히 윤상인두근 부분에 잘 발생한

다.3,5,6 본 증례도 약 1년 전 인두 종괴를 제거한 병력이 있어서

최초의 발생 부위는 인두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시

의무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증상은 연하곤란이 가장 흔하고

식도 내 역류가 그 다음으로 흔하다.11 그 외에도 인두 내 이물

감이나 호흡기 증상, 연하통증, 체중감소, 흉골후방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3

육안 소견상 부드러운 편평 상피로 덮여 있는 길쭉한 거 용

종의 형태를 보이며,3 크기는 약 75%정도에서 장경 7 cm 이상

으로 알려져 있다.5 단면은 부드러우면서 노랗고 부어 있으면서

점액상의 모습을 보인다.5 궤양은 약 30%정도에서 생기며, 그

위치는 부분 용종의 끝부분에 위치한다.3

거 섬유혈관용종의 조직학적 소견은 편평상피하에, 세 가지

구성성분이 섞여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3-5 그 구성성분은

첫 번째로 느슨하거나 혹은 일부 치 하기도 한 결합조직 성분,

두 번째로 작은 근동맥과 얇은 벽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포

함하는 혈관 성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숙지방세포로 구성되는

지방성분이다.3-5 이들 세 가지 성분이 용종을 구성하지만 그 구

성성분의 비율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5 이러한 이유로 섬유

혈관 용종이 예전에는 섬유종이나 섬유지방종, 섬유점액종, 섬

유상피용종, 지방종, 점액성신경섬유종 등으로 진단되기도 하

다.4,5 이러한 진단들에 관하여 1990년 World Health Organiza-

tion (WHO)’s International Histologic Classification of Tu-

mors에서 섬유혈관용종(fibrovascular polyp)으로 용어를 통일

하 다.12 2000년 WHO 분류에는 식도의 종양에 섬유혈관용종

이 포함되지는 않았다.13

거 섬유혈관용종의 발생기전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점막하

조직에서 작은 용종이 발생하고 여기에 식도의 연동운동으로 인

한 힘이 가해져서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하 고,3,4,6,11 다른

보고에서는 거의 정상조직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고유판(lamina

propria)의 과오종(hamartoma)이나 염증성 용종(inflammato-

Fig. 1. (A) The coronal view of computed tomogram shows a lob-
ulating contoured mass in the upper esophagus. (B) A large poly-
poid mass replaces the lumen of the upper esophagus on esoph-
agogram.

A B

Fig. 3. (A) The polyp is composed of loose connective tissue with
many blood vessels and was covered by squamous epithelium.
(B) Higher magnification showing connective tissue, small to medi-
um sized blood vessels, and mature adipose tissue.

A B

Fig. 2. Photograph of cut surface of the polyp. It is yellowish white,
myxoid, edematous and soft.



ry polyp)의 한 종류일 것으로 추정하 다.5

식도 거 섬유혈관용종은 질식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4,7 내시경하 제거는 종괴의 크기가 크고,

많은 혈관을 가지며 용종의 자루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

천되지 않으며,4,7 식도 절개를 통한 자루를 포함한 용종의 완전

한 제거가 필요하다.5,7 본 증례도 최초의 불완전한 절제에 기인

한 재발성 용종으로 판단되며 비교적 일찍 발견되어 기존의 보

고된 예들보다 작은 크기(7.0 cm)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거

섬유혈관용종의 재발빈도는 약 10% 정도로 보고되었다.3 드물

게 거 섬유혈관용종의 악성 변화가 보고된 바 있으며, 용종의

편평상피에서 발생한 암종 3예가 외국에서 보고되었고,14-16 지방

육종 1예가 국내에서 보고되었다.17 국내에서는 그 외 용종이 역

류된 예와 하인두에 생긴 예가 보고된 바 있으며, 주로 그 방사

선학적 특징이 기술되었고,18-20 병리학적 기술은 상세하지 않았다.

본 증례에서는 악성으로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외과적

절제 후 8개월간 추적 관찰하는 동안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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