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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간 식도의 조직 발생

선천성 기형의 기전 이해,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위해서는 정상 발생

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발생 4주부터 8주까지의 인간 

배자 11예와 발생 12 - 30주 사이의 태아 14예 등 25예에서 식도의 정상 

조직 분화과정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식도는 발생 4주말에 전장관의 팽창된 부분으로 처음 구별되었으며, 

식도의 앞쪽에는 후두기관관과 폐싹이 발달해 있었다. 식도를 둘러싸는 미

분화 중간엽은 발생 6주말(발생 17기)에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식도의 상피

는 발생 초기에는 2 - 3층의 원주세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상피세포는 

계속 증식하여 발생 7주 및 8주 초에 상피가 5 - 6층으로 두꺼워졌고 동시

에 식도의 관강이 매우 좁아졌으며, 상피 속에 다수의 소포들이 형성되었

다. 발생 8주말부터 소포들이 없어지면서 다시 하나의 큰 관강을 형성하

다. 발생 12주에는 식도의 점막에서 4개의 일차주름이 처음 관찰되었다. 발

생 12주부터 20주까지는 상피의 표층에 섬모화 원주세포가 계속 증가했으

며, 발생 20주 이후 표층세포가 납작한 편평상피로 교체되기 시작해 발생 

30주에는 식도의 상피가 성인에서와 같은 중층편평상피의 특징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상피세포의 변화는 식도 중간부부터 시작되어 위, 아래로 진행

되었다.

점막근육판은 발생 12주에 식도의 하부에서 처음 발달하 고, 고유판

은 발생 16주부터 구분이 가능하 다.

점막하층과 윤주근층의 원기는 발생 5주말에 처음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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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8주에 윤주근층은 상당히 성숙한 상태 고, 종주근층이 관찰되기 시

작하 다. 발생 12주에는 종주근층도 뚜렷해졌다. 근육층은 식도의 하부로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 다.

핵심되는 말 : 식도, 발생, 인간 배자, 인간 태아, 카네기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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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식도의 조직 발생

< 지도  박 형 우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박 인 규

Ⅰ. 서  론

식도는 인체 소화관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소화와 흡수 기능이 없고 

음식물을 하부장관으로 전달하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

이다. 기능이 단순하지만 식도에 질환이 생기면 음식물 섭취의 장애를 가

져오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충분한 양 섭취가 되지 않아 결국 성장

장애 등 임상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식도의 선천성 질환들은 대부분 기도 및 다른 장기의 선천성 질환을 

동반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 또한 태아의 식도를 결찰

한 실험 동물에서 위액 분비가 줄고 출생 시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

되는 등 식도의 선천성 기형이 태내에서의 발달 및 성장과 출생 후의 성장

에 큰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식도에 나타날 수 있는 기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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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tracheoesophageal fistula), 식도폐쇄(esophageal atresia), 식도협착

(esophageal stenosis) 등은 후두기관관(laryngotracheal tube)이 식도와 분리되

는 과정, 그리고 식도의 관강이 다시 형성되는 과정의 이상과 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와 같은 식도의 선천성 기형의 기전 이해,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위해서는 그 발생 기전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도의 발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식도의 발생에 관해서는 Neumann,4 Forssner,5 Schridde,6 Johnson7 등이 

기본적인 과정, 조직학적 변화, 그리고 식도 상피의 발달 과정 등에 대해 

연구를 하 다. 이후 식도 상피세포, 선의 발달,  근육층의 발달과 분화, 기

관과 식도의 분리 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8-11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13 또한 식도의 선천성 기형의 기전

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13-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생 중인 한국인 배자에서 식도가 발생하는 과

정을 연구하여 식도와 관련된 선천성 기형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

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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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연구 재료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수집 보관되어 있는 

발생 4 - 8주 사이의 인간 배자 11예와 발생 12 - 30주 사이의 태아 14예 

등 모두 25예를 사용하 다. 이 표본들은 자연유산 및 인공 임신중절에 의

해 얻은 것으로서 포르말린에 고정시켜 표본을 제작하 고, 외형 및 조직 

표본 관찰에서 모두 정상인 것들이었다.

배자들은 카네기 발생기(Carnegie developmental stage)16
를 이용해 분류

함으로써 발생 단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발생 4주

는 10 - 13기, 발생 5주는 14기와 15기, 발생 6주는 16기와 17기, 발생 7주

는 18기와 19기, 그리고 발생 8주는 20 - 23기에 해당한다. 각 기 별로 1예

의 배자를 사용하 다.

2. 방법

배자는 식도를 따로 적출하기 어려우므로 전체를 이용하 다. 배자는 

포르말린에 고정하 고, 50, 70, 80, 90 및 100% 알코올로 점진적으로 탈수

하 다. 이어 파라핀에 포매하 고, 조직절편기를 이용하여 7 - 10㎛ 간격

으로 연속절단을 시행하 다. 대부분은 횡으로 절단하 고, 발생 23기 배자

만 시상면으로 절단하 다. 배자의 조직 표본은 모두 Hematoxylin-Eosin 염

색을 시행하 다.

태아는 발생 12, 14, 16, 20, 24, 28, 30주이었으며, 흉벽을 정중으로 절

개하여 심장과 폐를 젖힌 후 후두 바로 아래에서부터 횡격막까지 식도를 

적출하 다. 적출한 식도는 삼등분 하 고, 각 부분에서 중간 부분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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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취했다. 각 조직 절편은 배자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탈수하고 횡으로 

잘리도록 포매하 고, 10㎛ 두께의 절편을 얻었다. 태아의 식도 표본들은 

Hematoxylin-Eosin 염색 및 Gomori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 다.

만들어진 조직 표본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식도의 조직 발생을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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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발생 4주

발생 13기(4주말) 배자(그림 1)에서는 위(stomach)가 전장관(foregut) 미

측의 뚜렷한 팽대로 관찰되었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식도는 인두(pharynx)

의 최미측부와 위 사이에 놓인 전장관의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식도

의 상부는 앞쪽에 놓인 후두기관관과 상피(epithelium)가 연결되어 있었다. 

반면 하부는 폐싹(lung bud)과 완전하게 분리되었으나, 기관과 식도 사이에 

놓인 중간엽(mesenchyme)에서는 특별한 분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식도는 배자의 외형과 같이 앞뒤로 길고 양옆으로 좁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식도의 상피는 2-3층의 원주세포(columnar cell)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림 1.  발생 4주말(발생 13기) 배자의 조직 단면. 왼쪽 사진에 네
모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한 것이 오른쪽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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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 5주

발생 14기(발생 5주초)의 배자(그림 2A)에서는 식도와 기관 전체를 둘

러싸는 중간엽이 치 해지면서 배자 다른 부위와 불확실하게 나마 구분이 

되기 시작하 다. 그렇지만 식도벽을 형성할 중간엽의 분화는 아직 관찰되

지 않았다. 식도의 관강은 발생 13기에서와 달리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나타내었다.

발생 15기(발생 5주말)의 배자(그림 2B)에서는 식도와 기관 전체를 둘

러싸는 중간엽의 역이 발생 14기 보다 확실해졌다. 이전 발생기에 비해 

식도 상피를 둘러싸는 중간엽 조직에서 많은 혈관들이 관찰되었다.

3. 발생 6주

발생 16기(발생 6주초) 배자(그림 3A)에서는 식도 주위의 중간엽 역

이 기관 주위의 중간엽 역과 확실하게 구분되었고, 식도와 기관 주위에

서 동심원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식도 주위의 중간엽은 세포의 집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상피에 바로 인접한 좁은 부분

은 세포가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점막하층에 해당하 다. 점막하층 바

그림 2  발생 5주의 배자.  A. 발생 14기.  B. 발생 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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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에 놓인 층은 세포가 촘촘하게 동심원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근세사

가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윤주근층(circular layer)의 원기로 판단되었다. 윤주

근층 바깥에는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발생 17기(발생 6주말) 배자(그림 3B)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으로 인

해 상피세포층의 두께가 부위에 따라 달라졌고 이에 따라 관강의 모양이 

다소 찌그러진 모양을 나타내었다. 상피 바깥에 놓인 점막하층과 윤주근층 

등 식도벽을 이루는 조직층이 이전 발생기에 비해 더욱 뚜렷해졌다.

4. 발생 7주

발생 18기(발생 7주초) 배자(그림 4A)에서는 상피세포의 증식이 뚜렷

하여 5-6세포층 두께를 나타냈으며, 상피세포층에서 소포(vacuole)가 관찰되

었다. 식도의 관강은 상부에서는 전후로, 하부에서는 좌우로 납작해졌으며 

상피의 증식과 함께 좁아져 있었다. 윤주근층은 이전 발생기에 비해 뚜렷

해지면서 점막하층과 잘 구별되었다. 그러나 윤주근층의 세포들은 집되

어 있지 않았다. 윤주근층 바깥에서는 종주근층(longitudinal layer)을 형성하

는 원기가 구별되기 시작하 다.

발생 19기(발생 7주말) 배자(그림 4B)에서는 식도 상피의 증식이 발생 

그림 3  발생 6주의 배자.  A. 발생 16기.  B. 발생 1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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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에 비해 뚜렷해졌으며, 상피 속의 소포 역시 커져 있었다. 점막하층은 

이전 발생기에 비해 상당히 두꺼웠으며 윤주근층은 치 하게 모여 경계가 

더욱 뚜렷해졌다. 윤주근층 바깥에서 종주근층의 원기가 분명하게 구별되

었다.

5. 발생 8주

발생 20-21기(발생 8주초) 배자(그림 5A)에서는 상피가 계속 두꺼워져 

관강이 좁아지면서 납작한 관강 양쪽의 상피 속에서 소포가 많아졌다. 그

렇지만 이 시기 배자의 식도 관강이 상피의 증식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지

그림 4  발생 7주의 배자.  A. 발생 18기.  B. 발생 19기.

그림 5  발생 8주의 배자.  A. 발생 21기.  B. 발생 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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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다.

발생 22-3기(발생 8주말) 배자(그림 5B)에서는 소포들이 없어지면서 

납작한 하나의 관강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시상단면 표본에서 관찰해 보면 

발생 23기에서도 식도의 길이를 따라 아직도 일부분에서 많은 소포들이 관

찰되었다(그림 6).

발생 21기(발생 8주중간) 배자에서 윤주근층이 뚜렷한 근육층의 형태

를 갖추었으며, 특징적으로 식도의 하부가 상부보다 더 먼저 발달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6. 태아

발생 12주 태아(그림 7)에서 상피는 3-4층의 원주세포들로 이루어졌고 

관강 쪽의 표층세포에서 섬모(cilia)가 관찰되었다. 섬모를 갖진 표층세포는 

식도의 부위에 따라 그 비율이 달랐는데 식도의 중간 부위가 40-50 %로 

30% 미만인 상부나 하부보다는 그 비율이 높았다. 발생 12주 표본에서 처

그림 6  발생 8주(발생 23기)의 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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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식도 점막에서 4개의 일차주름(primary fold)들이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 관강이 그리스 십자가(Greek cross) 모양을 보 다. 식도 하부에서는 

점막근육판(muscularis mucosa)을 이루는 근육섬유들이 분화되어 관찰되었지

만, 중간부 높이 이상에서는 관찰할 수 없다. 점막하층에서는 작은 혈관들

이 많이 관찰되었다.

발생 14주의 태아에서는 섬모화가 더욱 진행되어 전체 표층세포의  

70-80 %가 섬모를 갖고 있었다. 또한 점막근육판의 형성이 식도 상부로 진

행되었다.

그림 7  발생 12주의 태아.

그림 8  발생 16주 및 20주의 태아.  A. 발생 16주.  B. 발생 2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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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16주 태아(그림 8A)에서는 표층세포의 대부분이 섬모를 갖고 있

었고, 고유판(lamina propria)이 관찰되었다.

발생 20주 태아(그림 8B)에서는 표층세포에서 섬모가 없어지고 편평

한 모양을 띠는 상피세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간부

가 상부나 하부보다 먼저 나타났다.

발생 24주 태아(그림 8A)에는 편평상피(squamous epithelium)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고유판에 점막유두(papilae)가 형성되기 시작하 다. 또한 점막

하층에서는 점막하선(submucosal gland)들이 관찰되었다. 두 근육층은 더욱 

두꺼워졌으며, 근육섬유는 하부로 갈수록 더 발달되어 있었다.

발생 28주와 30주 태아(그림 9B)에서는 섬모를 갖진 원주형의 표층상

피가 대부분 섬모를 갖지 않은 편평상피세로 교체되고, 중간층의 세포들도 

높이가 낮아지면서 중층편평상피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제 식도벽의 층

은 성인의 식도와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 다.

그림 9  발생 24주 및 30주의 태아.  A. 발생 24주.  B. 발생 3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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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식도는 인두와 위를 연결하며 성인에서 길이가 약 23 - 25cm인, 구조

가 비교적 단순한 장관의 한 부분이다. 식도는 조직학적으로는 점막층, 점

막하층 및 근육층으로 이루어지며, 식도의 복강내 부분 이외에는 장막층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점막층은 상피, 고유판 및 점막근육판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식도의 상피는 장관의 다른 부분의 상피가 단층원주형(simple 

columnar type)인 것과 달리 비각화 중층편평상피(non-keratinized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이다. 점막하층은 느슨한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림프관, 점막하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17,18 근육층은 내측의 윤주근층과 외

측의 종주근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장관 벽의 근육이 평활근인데 비

해 식도벽의 근육은 구성이 복잡해, 근위쪽의 5%는 횡문근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중간 부위까지는 횡문근과 평활근이 섞여 있으며 이후에는 평활근만

으로 구성되어 있다.19,20

식도에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의 기전을 이해하고 치료 방법을 연구하

는데 발생학 지식이 필수적이다. 또한 앞으로는 태아 수술이 활발하게 도

입되면 정상 발생과 태아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식도의 

발생에 관해서는 1876년 Neumann4
의 연구를 시작으로 1900년대 초 

Forssner,5 Schridde,6 Johnson7 등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식도

의 기본적인 발달과 상피의 발달에 대해 연구하 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

이 발달과정과 선천성 기형에 대해 연구하 으나 아직 정확한 이론이 정립

되지 않았다.21,22 국내에서는 발생학, 특히 인간 표본을 이용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2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간 배자 및 태아에서 식도의 발생 과정

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식도 기형의 이해를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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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도되었다.

발생 3주에 이르면 배자에 횡주름과 두미주름이 형성되면서 원시장관

(primitive gut)이 형성되고 이중 머리주름에 포함되어 있는 전장관은 발생 

3주말(발생 9기)에 구분된다. 발생 4주초(발생 10기)에 전장관의 복측에 나

타나는 주머니(median ventral diverticulum)가 후두기관구(laryngotracheal 

groove)를 거쳐 후두기관관이 되고 그 끝 부분이 팽창하여 발생 4주 중반

(발생 12기)에 폐싹을 형성한다.1,14

식도는 발생 12기에 이미 폐싹과 전장관 미측 우측부에 위가 될 부위

에 망낭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식도의 원기를 구분 할 수 있다고 한다.23 이 

연구에서는 발생 13기에 위가 될 부위의 전장관이 팽대된 것으로 식도를 

구분할 수 있었다. 식도의 복측에서는 후두기관관과 폐싹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식도와 기관은 하나의 미분화 중배엽 조직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분

기 부위의 상피는 연결되어 있었으나 그 아래에서 두 관강의 연결은 없었

다. 발생14기에는 중배엽 조직이 식도와 기관의 전장에 걸쳐 각각의 역

으로 나뉘어졌다. 기관과 식도의 분리 기전에 대해서는 상부의 단일관강이 

벽의 양측에서 종으로 발달한 기관식도주름(tracheoesophageal fold)의 발생 

4주 중간(발생 12기)에 서로 융합되기 시작하여 형성된 기관식도중격에 의

해 구획된다는 설이 있으나1,13,14 발달과정 중에 분기점(separation point)이 

같은 위치를 유지한다는 점
3,12, 그리고 후두기관관이 미측 인두궁에서 유래

한 후두기관구로부터 발달한다는 점들을 고려 할 때  기관가 식도가 발생 

초기부터 이미 서로 분리된 상태로 발생이 진행된다는 O'Rahilly3 등의 이

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도 상피는 초기에는 2 - 3 층의 낮은 중층원주세포로 이루어져 있

으나 점점 세포가 증식하여서 상피가 두꺼워지고 관강이 매우 좁아지나 발

생 7주부터는 상피세포들 사이에 소포들이 형성되며 다시 소포들이 융합하

면서 발생 10주 경에 하나의 관강을 회복하며 일차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초기 둥 던 식도의 관강은 발생 5주에 상부는 배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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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부는 외측으로 편평해지고 이에 의해 종주름이 형성된다. 발생 10

주에 4개의 일차주름(primary folds)이 나타나는데 배측 및 복측 주름은 두

측부로부터 미측으로, 외측주름은 미측에서 두측으로 방향으로 형성된다. 

발생 12주에 식도의 관강은 Greek Cross 모양을 보인다. 하측 1/3은 주름이 

시계방향으로 90°회전하는 것은 주름이 형성되기 전에 일어나는 위의 회

전에 의한 것이다. 발생 5개월에는 이차주름이 형성된다.14 초기 연구에서

는 상피가 증식하면서 일시적으로 완전히 폐쇄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

후 연구에 의해 현재는 극도로 좁아질 뿐 막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7,8 본 연구에서도 식도 관강이 좁아지나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다. 식도 

관강의 재형성과정의 이상에 의해 식도협착(esophageal stenosis), 중복식도

(esophageal duplication)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20 상피세포는 

그 형태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 다. 상피와 선은 내배엽으로부터 발생한다. 

초기에는 상피가 낮은 원주 세포로 이루어지나 발생 10주에 다시 하나의 

관강이 재형성되면서 식도 중간부부터 표층세포에 섬모가 발달하여 발생 5 

개월까지 섬모 세포가 증가하고 이시기를 섬모기라 한다. 발생 4개월부터

는 역시 식도 중간부에서부터 중층편평상피로 교체되어 성인에서와 같이 

전장이 중층편평상피로 바뀌지만 출생 시에도 일부 섬모세포가 관찰되기도 

한다. 양 끝단의 원주세포 부위는 그대로 남아 발생 5개월경부터 표층부 

선(superficial gland)을 형성하고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로 구성된다. 심층부 

선(deep gland)은 대부분 출생 후에 발달하며 점액성과 장액성 낭포들로 이

루어진다.7,8,11 본 연구에서도 초기 단순한 원주세포이던 것이 발생 12주가 

되면서 중간 부위부터 표층세포의 섬모화가 진행되어 발생 20주가 되면 대

부분의 부위에서 섬모가 관찰되었다. 이시기부터 다시 식도 중간부에서부

터 편평상피세포들이 출현하여 발생 말기에는 식도의 양끝의 일부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중층편평상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발생기 식도의 인공배

양 중에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24 상피세포의 변화 과정은 이형성

(metaplasia)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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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막근육판은 발생 12주에 식도 하부에서 관찰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부로 발달해 갔으며 근섬유는 종으로 주행하 다. 점막근

육판의 근섬유는 평활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판은 발생 16주 경부터 

분화하기 시작하 고 점막유두의 형성은 발생 20주부터 관찰되었다. 식도

의 점막하층은 발생 6주말에 구분된다. 점막하층은 발생 6주부터 분화되어 

점점 발달하여 발생 12주에는 소혈관들이 나타났으며 발생 24 주부터는 점

막하선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근육층은 발생 6주에 안쪽의 윤주근층이 분화하기 시작하여 발생 7

주가 되면 하나의 층으로 구분가능하며 이시기에 윤주근층의 바깥쪽에 종

섬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발생 12주가 되면 뚜렷한 종주근층을 형성하

다. 근육층은 점막근육판과 마찬가지로 하부부터 발달이 시작되어 상부

로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발생 후기에도 하부의 

근섬유 도가 상부보다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활

근과 횡문근 섬유를 구분하여 각각의 분화과정을 관찰하지 않았으나 식도 

상부에만 존재하는 횡문근은 미측 아가미궁의 중간엽으로부터 유래하며 미

주신경이 분포하고 하부에 주로 분포하는 평활근은 횡중격의 중배엽과 연

결되어 있는 내장중배엽으로부터 형성되어 내장신경망이 분포한다고 한

다.14,22 근육층이나 점막근육판이 하부로부터 발달되는 이유가 평활근이 내

장중배엽으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상부의 횡문근의 발달

의 시기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쥐의 경우에는 발생 초기에는 평활근섬유만 존재하나 발생후기와 

출생 후에 평활근 섬유가 횡문근 섬유로 전환된다고 한다.25 이 실험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지만 림프관은 발생 3-4개월에 점막하층에서 발달하기 시작

하여 5개월에는 점막층에 분포하고 6개월에는 혈관주위 림프 모세혈관이 

형성된다고 하며, 출생시 식도의 림프관은 성인에서 보다 약간 더 발달되

어 있다고 한다.2,14

기관과 식도의 분리과정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도의 기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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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관식도루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동일관강이 양측면에서 발달한 내배엽성 융기가 미

측에서 두측으로 융합되면서 기관과 식도로 나뉜다는 이론 아래 이 융기의 

융합 과정의 이상으로 기관식도루가 발달한다고 생각하 으나
1,13 O'Rahilly3

는 기관과 식도가 하나의 관강으로부터 발달하지 않는다는 점, 폐싹이 나

타나면서부터 중간엽 조직이 중격을 이루고 곧이어 두 관강이 서로 다른 

중간엽 조직을 갖는다는 점, 두 관강의 분기점은 초기 3주간 일정한 위치

에 있으며 기관 분기점(tracheal bifurcation)이 미측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들

어 동일관강의 불완전한 분리로 인해 기관식도루가 생긴다는 가설을 부정

하고 기관분기부가 하강하면서 식도와 과도하게 근접하여 상피조직의 비정

상적인 연결이 발생하고 이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식도루가 

발생한다는 가설을 주장하 다. 이후 연구에서도 기관과 식도의 분기점은 

발생 전기간에 걸쳐 같은 위치를 유지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으며 Kluth26
등

은 닭의 배자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내배엽성 융기가 관찰되지 않

았다는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Crisera27등은 Adriamycin을 이용하여 쥐에서 

식도부전을 유도한 경우 기관으로부터 두 개의 주기관지외에 다른 하나의 

분지가 더 발달하여 식도와 연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의해 

기관식도루가 있는 경우 원위부 식도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기관연골이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 19 -

Ⅴ. 결 론

식도의 상피는 초기에는 중층원주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나 발생 10주

부터는 중층섬모원주세포로, 다시 발생 20주부터는 중층편평상피로 변화되

는 과정을 겪으며 조직학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발생 초기 상피의 증

식과 소포 형성, 그리고 주름의 형성과정을 거치며 관강이 넓어졌다. 점막

근육판을 이루는 근섬유들은 하부로부터 분화하여 발달하 다. 근육층은 

발생 6주초부터 분화하 는데 먼저 윤주근층이 발달하고 곧 종주근층이 분

화하여 발생 12주에는 뚜렷한 층을 형성하 다. 근육층도 식도 하부로부터 

발달이 진행되므로 상부의 근육층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 점막

하층은 근육층의 분화와 동시에 분화하여 발생 24주에는 내배엽 조직으로

부터 유래한 점막하선들이 형성되었다.

식도와 기관과의 분리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로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이 과정을 정확히 규명해야만 식도의 기형 중 가장 중요

한 임상적 의미를 갖는 식도폐쇄와 기관식도루의 기전에 대한 이해가 가능

하다.

인간 발생 연구는 그 표본을 구하기 어렵고 발생 과정에 개입하는 실

험을 할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선천성 

기형을 이해하고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상 발생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므로 주어진 인간 배자와 태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와 

동물 모델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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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genesis of the human esophagus

In Kyu Park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oung Woo Park)

The knowledge about normal development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 congenital anomalies. In this study, normal esophguses of 

consequent 11 human embryos and human fetus were inspected under light 

microscopy. 

The esophagus was demarcated from other portions of the foregut at the 

end of the 4th week. Initially, esophageal epithelium was composed with 2-3 

layers of columnar cells. The epithelium undergoes progressive proliferation and 

became thickened. The Lumen became narrowed but not occluded. At the 8th 

week vacuoles appeared in epithelium. From the end of the 8th week, as 

vacuoles disappeared single large lumen was restored. The lumen of esophagus 

has assumed the form of a Greek cross by four primary folds at the 12th 

week. From that time ciliated cells appeared on superficial  layer of the 

epithelium. Ciliated epithelium covered almost area of esophagus at the 20th 

week. From 20th week ciliated epithelium was replaced by squ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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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thelium. At 30th week, adult type non-keratinized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was observed. The epithelial change was started from the 

midesophagus. The muscularis mucosa was developed from the 12th week. The 

lamina propria was observed at the 16th week.

The primordia of submucosa and muscle layers were distinguishable at the 

end of the 5th week. The circular layer was well developed at the 8th week 

and the longitudinal layer was apparent at the  12th week.

The separation process of esophagus and trachea is not fully understood. 

Further studies with human specimens and animal are needed to clarify normal 

developmental process and pathogenesis of congenital anomalies of the 

esophagus.

Key Words : esophagus, development, human embryo, human fetus, Carnegie 

s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