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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악성 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은 미국의 경우 년

간 백만 명 당 2.2명의 발생률을 보이는 매우 드문 종양으

로, 국내에서의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은 중

피세포로 둘러싸인 장액강인 흉막, 심막, 복막, 고환, 초막

등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악성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적

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중앙생존기간이 4∼12개월

정도로 악성도가 매우 높은 질환이다(1). 진단은 대체로

수술 후 또는 부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CT,

MRI, 복강경적 조직검사 등에 의해 수술 전에 진단되었다

는 보고도 있으나(2), 다른 복강내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

하므로, 수술 후 병리학적으로 진단되어야 할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중피종은 조직학적, 임상적 소견에 따라 양

성과 악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

(well-differentiated papillary mesothelioma)의 경우는 임상적

경과가 양성에 준하고, 악성 중피종으로의 전환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

최근 저자 등은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으로 진단받았으

나, 약 2년 후에 최초 진단시 조직검사를 위해 시행한 진

단적 복강경 투관침(trocar) 삽입부위에 전이 소견을 보이

면서 악성화를 일으킨 중피종의 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간단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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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 h we ll-diffe re ntiated papillary mes othe lioma
(WDPM) is us ually c las s ified as benig n, the natural
his tory of this les io n has not bee n c learly es tablis hed.
We pres e nt a cas e of WDPM in 60-year old wo man
deve loping malignant mes othe lio ma with s eeding mas s
on the trocar ins ertion s ite ove r a pe riod of 2 years . The
initial s ympto m exhibited by the patie nt was abdo minal
dis tens ion fro m mas s ive as c itic fluid. With an impres s ion
of peritoneal carc ino matos is , we pe rformed a diagnostic
laparos co py. On the laparos copic finding , a s mall whitis h
nodule was fo und on the liver s urface and the patho log ic
res ult revealed reactive mes othe lial hype rplas ia. At
exploro-laparoto my, multiple s mall nodules we re fo und
on the o me ntum and a bio ps y revealed well-differe ntiated
papillary mes othe lio ma of the pe rito ne um. The patient

unde rwe nt pe lv ic lymphadenecto my and o me ntecto my of
the co lo n and was fo llowed fo r 2 years without any furthe r
treatme nt. Subs eque ntly, s he pres ented with abdo minal
dis te ntio n with mas s ive asc ites and palpable abdo minal
wall mas s at the previo us trocar ins ertion s ite. Malignant
mes othe lio ma was co nfirmed his to log ically v ia re- explo-
ration. The rare transformatio n of we ll-diffe re ntiated pa-
pillary mes othe lio ma into a typically malignant diffus e
mes othe lio ma and the unus ual seeding o n trocar in-
s e rtio n s ite prompted us to re port this cas e. (Cancer
Res earch and Treatment 2001;33:357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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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환 자 : 김○순, 60세 여자

주 소 : 2001년 1월경부터 발생한 심한 복부 팽만과 소

변량 감소

과거력 : 환자의 월경력은 14세경 초경이 있었고, 20년

전 자궁탈출증으로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 자궁적출술

전 생리 주기는 30일에서 3달 정도로 불규칙적이었고, 생

리과다증은 없었다. 산과력은 2-0-4-2였다. 7년 전부터 당

뇨병으로 진단되었으나 식이 요법 외에 특별한 치료는 하

지 않았으며, 2∼3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nifedipine 1정을

1일 1회 복용중이다. 가족력은 환자의 어머니가 당뇨 및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형제 중 고혈압과 당뇨병

의 경력 있는 것 외에 악성 종양의 가족력은 없었다.

현병력 : 1999년 5월경부터 발생한 복부 팽만감을 주소

로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및 골반 CT 촬영 후 복막

암종증(peritoneal carcinomatosis) 의심 하에 1999년 6월 4일

복강경적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당시 초음파 소견상 난

소에 종괴는 관찰되지 않았고, 복강경 소견에서도 복강

내 유착과 간 표면에 작은 흰 결절 외의 특이 소견 관찰되

지 않아 간 표면의 결절에서만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의 병리 소견에서 반응성 중피세포 증식증(reactive

mesothelial hyperplasia)으로 진단되었으나 반지세포형(sig-

net ring cell)의 미분화 선암종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당시 암표식자는 AFP 1.8 ng/mL, CEA 1.4

ng/mL, CA-125 52.0 U/mL, CA19-9 52.5 U/mL, CA72-4 3.7

U/mL, CA15-3 17.1 U/mL였다. 진단적 복수 천자 소견상

백혈구 2,220개 중 mesothelial cell이 57%였고, ADA 28.5

U/L 외에 AFB 음성이고, 악성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후 1999년 6월 11일 양측 자궁부속기 절제술, 골반 림프절

제술, 결장하 대망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수술 소견

상 복강 내에는 300 cc 정도의 복수가 있었고, 점액성 물

질(mucinous material)이 복강 전체에 퍼져 있었다. 대망에

는 다수의 작은 종양들이 있었고, 위의 대만곡(greater cur-

vature wall of stomach)을 따라 1 cm 미만의 작은 종괴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당시 병리 소견 상 유두상의 성장 양상

을 보이는 다수의 결절이 대망과 양측 난소의 표면에서

관찰되었고 세포가 한 층으로 배열되어 있고 명백한 기질

침윤 부위가 관찰되지 않아 복막의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

(well-differentiated papillary mesothelioma of the peritoneum

(WDPM))으로 진단되었다(Fig. 1). 환자는 이후 추가 항암

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외래에서 경과를 추적 관찰하였다.

이 후 2000년 9월경부터 복부 팽만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면서 소변량 감소도 동반되

었다. 당시 복부 CT상 전복벽 침윤을 동반한 복막 암종증

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당시 시행한 CA-125는 117

U/mL로 증가되어 있었다. 이후 환자 원하여 2001년 2월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로 전원되었다.

이학적 소견 : 전신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의식도 명료

하였으며, 생체 징후도 정상이었다. 체중은 70 kg이었으

며, 다량의 복수로 인해 심한 복부 팽만과, 좌측 전복벽에

2년 전 시행한 진단적 복강경을 위한 투관침 삽입 부위에

3 5 cm 크기의 촉지되는 단단한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2). 사지에 함입 부종이나 안면 부종의 소견은 없었다.

검사 소견 : 혈액 검사상 혈색소 16.7 g/dL, 백혈구 5,700/

Fig. 1. Well-developed papillae are lined by single layer of
uniform, cuboidal, or flattened mesothelial cells with
banal nuclear features. The omental fat tissue reveals
fibrosis and lymphocyte infiltration without tumor
invasion ( 100).

Fig. 2. About 3 5 cm sized hard fixed mass of left anterior
abdominal wall is visible on trocar insertion site for
laparoscopy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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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3, 혈소판 243,000/mm3였고, 일반화학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출혈 응고 시간, 동맥혈가스분석 등은 모두

정상이었다. 심초음파 검사상 중심성의 좌심실비대와 좌

심방 확장, 소량의 흉막삼출이 관찰되었다. 복부 CT상 다

량의 복수 소견과 간 좌엽 전방의 종괴와 대망종괴가 관

찰되었고, 대망 종괴는 전복벽을 침범하는 양상을 보여,

2000년 12월에 비해 복막 암종증의 악화가 의심되었다

(Fig. 3).

수술 소견 : 전신마취 하에 하복부 정중절개로 개복하였

다. 복부 표면에는 배꼽의 왼쪽으로 3 cm 떨어진 곳에 3

5 cm 정도의 복벽 내에 침윤되어 있는 계란형 크기의

고형성 종양이 있었고, 복강 내에는 약 8,000 cc 정도의 점

액성의 복수(yellowish mucoid ascites)가 있었다. 장간막과

장막 전체에 약 5 mm 이하의 작은 결절들이 퍼져 있었다.

횡경막과 이에 연한 간표면, 위의 대만곡과 대장, 회장이

배꼽 측 복벽복막, 그리고 골반강 측으로 cul-de-sac에 각

각 유착되어 있으면서 종양을 형성하고 있었다. 수술은

복수를 흡입하고, 장간막에 있는 종양(mesentery mass) 제

거하여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였고, 배꼽 아래로 유착성

종양을 형성하고 있던 회장을 떼어낸 후 연결하고, 이후

5% Dextrose 10 L를 이용하여 복강 세척 후 복강내로

cisplatin 100 mg 주입 후 종료하였다.

병리조직학적 소견 : 육안 검사상 부분 절제된 소장과

장간막에 다수의 종괴들이 관찰되었고 이 종괴들로 인하

여 소장이 유착되어 있었다. 가장 큰 종괴의 크기는 10

10 cm이며, 이외에도 소장의 장막과 장간막에 직경 0.2

cm에서 1 cm 정도의 결절들이 퍼져 있었다(Fig. 4). 단면

상 종괴는 회백색으로 점액 양상을 띄고 있으며, 가장 큰

종괴는 소장 벽으로의 침습이 관찰되었다.

광학현미경 소견상 종양 세포들은 고형성 성장 양상을

보이거나 선 구조를 형성하면서 자라고 있었고 소장의 점

막하층까지 침윤하고 있었다. 종양 세포는 세포간의 경계

가 분명하고 세포질은 풍부하고 일부에서는 점액이 관찰

되었다. 핵은 크고 수포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핵막은 불규칙하고 중앙에 간혹 핵인이 관찰되었다(Fig.

5). 특수 염색 결과 periodic acid Schiff (PAS) 염색과

diastase-PAS 염색에 음성이었고,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cytokeratin, epithelial membrane antigen, calretinin에 양성을

나타냈으며, CEA 항원, Leu-M1 염색에 음성 소견을 보여

Fig. 3. Abdominal CT scan of mid-abdominal level shows large
amount of ascites, peritoneal nodules and abdominal wall
infiltration (arrow).

Fig. 4. The serosal surface and mesentery of small bowel reveal
large, whitish-gray, gelatinous tumor mass, mesuring 10
10 cm, as well as multiple small tumor nodules.

Fig. 5. The polygonal tumor cells with vesicular nuclei and
prominent nucleoli are arranged as solid pattern, showing
epithelial features. Occasionally, cytoplasmic mucin is
noted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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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악성 중피종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 경과 : 환자는 수술 후 알부민 수치가 2.1 g/dL까

지 떨어져 알부민을 정맥투여 하였으며, 전해질 불균형

소견이 있어(Na: 128, K: 3.5, Chloride: 98, tCO2: 27), 금식

기간동안 전해질을 보충하였다. 복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소견 보여 수술 이틀째부터 알닥톤(aldactone) 1정을

1일 2회 투약하였다. 수술 전 103 U/ml였던 CA-125는 수

술 4일째 84.4 U/ml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였다. 수술 후

장폐색이나 장마비 증상 없이 위장관 운동은 유지되었으

며, 배변도 정상적이었다. 수술 제 12일째에 gemcitabine 1

g/m2/week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하여 2주 간격으로 2001

년 9월 현재 12회의 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전

신 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며, 투관침 삽입 부위의 병변은

부분관해를 보이고 있다.

고 찰

중피종은 체강의 복막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하는 간엽

성 종양의 하나로, 흉막, 복막, 심막, 고환초막 등 장막 어

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전체 중피종의 약 20% 정도가

복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악성 중피종의

빈도는 년간 백만 명 당 2.2명 정도로 매우 희귀한 암종이

며 진단시 평균연령은 남성은 59세, 여성은 55세로 보고

되고 있으며, 발생 남녀비에 있어 흉막 중피종의 경우 남

성이 우세인데 비해 복막 중피종의 비는 1.2：1로 상대적

으로 여성에서 빈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 국내에서는

1997년 단 한 차례 자궁 체부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이

보고된 바 있으며, 정확한 발생 빈도는 알려진 바가 없

다(4).

중피종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가장 많은 선행 요인이 석

면 노출된 경우이며, 드물게 석면 노출 없이 반복적인 복

막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거나,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 후에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지만, 본 증례에서

처럼 관련 인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보고

된 바 있다(2).

증상은 복통, 복수로 인한 복부 팽만, 촉진되는 복부 또

는 골반 종양 등이 가장 흔하나, 드물게 장폐색 등의 증상

과 종양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한 증상, 혈관염, 색전

증, 용혈성 빈혈,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DIC) 등의 혈액

응고 이상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식도경화, 이차성 아밀

로이드증, 피부근염 등의 증상도 보고된 바 있다(5).

중피종의 조직학적 분류는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고, 양

성인 경우는 대개 한 곳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악성인 경

우 광범위하게 병변이 나타나고 명백한 다른 장기로의 침

윤을 관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 복강의 중피종 중

특별한 아형으로서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은 병변이 광범

위하게 나타나고, 종양의 크기가 크고, 반복적으로 복막

중피성 낭종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악

성화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명백히 진행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수술 후의 추가 치료할 것을 제시

하고 있다(3). 그러나, 최근 Burrig등은 고분화 유두상 중

피종이 5년이 경과한 후 전형적인 미만성 악성 종양으로

발전된 예를 보고하면서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은 형태학

적으로는 악성의 소견이 없더라도 경계성 중피종(border-

line mesothelioma)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7). 본 증례에서도 고분화 유두상 중피종이 2년 후에 미

만성 악성 중피종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알려

진 바와는 달리 고분화 유두 중피종의 악성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CT, MRI 등의 영상 진단과 복수

천자, 진단적 복강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흉부 X-선상

흉막 결절이 복막 중피종의 경우 환자의 50%에서 보이는

반면, 폐 중피종에서는 20% 정도에서만 보인다(8). CT의

전형적인 소견은 장간막 비후, 복막 전이, 종양내 출혈과

복수 등이나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본 증례의 경우 다량의 복수, 대망 종괴와

장이 복강의 중앙으로 집중되는 소견을 보였다. 드물게

복강경 투관침 삽입 부위에 종양의 전이가 관찰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며, 따라서 중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

적 복강경검사시 수술시 절제가 가능하도록 정중선에서

투관침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9). 본 증례에서

도 2년 전에 시행한 복강경 투관침 삽입 부위에 3 5 cm

크기의 종양 전이가 있었다. 악성 중피종의 확진은 복강

경적 혹은 수술적으로 조직을 얻어야 가능하나, 병리학적

진단도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는 형태학적으로

반응성과 종양성 세포 형태가 유사하고, 진단을 위한 조

직을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워 조직검사시 조직이 적고 분

할되어 채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석이 모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조검사인 mucin 염색검사, 면역조직화

학검사는 악성 중피종을 배제하기 위해 유용한 검사이기

는 하나, 확진을 하기에는 아직 그 유용성이 제한적이다.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CEA, CA-125, CA19-9 등의 종양

표식자에 대한 반응은 전이성 난소종양과 원발성 복막 암

종증과의 감별에 별 도움이 안되며, S-100, B72.3, BerEP4

의 조합검사가 중피종과 다른 원발성 악성종양과의 감별

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중피종을 더 시사하는 소견이다

(10). 이 외에도 Doglioni등은 대부분의 면역조직화학적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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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표지자들이 악성 중피종에서 음성반응으로 나타내

는데 비해, calretinin은 양성반응을 보임으로써 악성중피종

을 확인하는데 탁월한 표지자임을 보고한 바 있다(11). 본

증례에서는 종양 세포가 cytokeratin, epithelial membrane

antigen, 그리고 최근 중피세포의 표지자로 알려진 calre-

tinin에 양성소견을 보였고, 선암종에서 발현되는 car-

cinoembryonic antigen과 Leu-M1에서는 음성반응을 보여

현미경적 진단과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다.

악성 중피종의 치료에 있어서는 초기 진단시 복강 내에

만 국한되어 있고, 질병경과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라도

복강 내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혈행성 전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원발 종양의 성장과 그로 인한 국소적인

합병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되어 있어,

우선 효과적인 국소 치료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복강내에 미만성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양 전체의 절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흔하다(12). 최근에는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등

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생존기간뿐 아니라 무병 생존율

의 증가 결과를 얻은 보고들도 있다. 현재 보고된 화학요

법 제제로는 복강내 etoposide, cisplatin, 5-FU 등과 cisplatin

정맥 투여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gemcitabine을 이용한 제 2상 임상시험에서 단독으로 사용

한 경우 7∼31%, cisplatin과 병합 치료시 48% 반응률이 보

고되고 있다(12,13). 이 외에도 수술후 방사선치료와 adria-

mycin 등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생존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2), 종양감출술과 cisplatin을

고온으로 복강에 주입하고 cisplatin 정맥 투여를 병합하여

28개월 이상 무병 생존을 보인 악성 중피종을 보고한 증

례도 있었다(14).

악성 중피종의 평균 생존기간은 치료를 하여도 12개월

미만인 것으로 대부분 보고하고 있지만, Neumann등에 의

하면 38예 중 6예에서는 7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시도되어야 하리

라 사료된다(15).

결 론

기존에 악성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고분화 유두

상 중피종이 악성 중피종으로 진행하였으며, 진단적 복강

경 투관침 삽입 부위에 종양이 전이된 악성 중피종 환자

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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