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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에 발생한 암육종 2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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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담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흔한 것은 선암(adenocarcinoma)으로 모든 담낭암의 약 

80%를 차지한다. 암육종(carcinosarcoma)은 주로 자궁이나, 갑상선, 식도, 상기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발성으로 담낭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현재까지 문헌에 50예 미만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담낭암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조직검사상 암육종으로 확진된 2예를 경험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Patient 1) 환자는 72세 여자로 식후 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

화 단층 촬영상 담낭 종괴 소견 보였으며,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담낭 내에 경계가 불규칙한 벽비후 소

견 관찰되어 담낭암이 의심되었다. 환자 개복하 근치적 담낭절제술 시행하였으며, 간 4번 분절에 1 cm 

크기의 결절에서 시행한 응급동결조직검사상 악성 소견 보여 4번 분절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조직검사상 담낭의 암육종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후 3개월 후에 시행한 복부전산화단층 촬영상 간 

6번 분절에 1.3 cm 전이성 병변 관찰되어 현재까지 2차례 FP (5-FU & cisplatin) 항암치료 시행받았으

며,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Patient 2) 환자는 81세 남자 환자로 내원 2주전부터 발생한 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담낭에 약 1.5 cm 크기의 용종 관찰되었으며, 자기공명

영상 촬영상 담낭 기저부에 1.5 cm, 체부에 1.8 cm 크기의 종괴와 함께  담낭 주위에 림프절 종대 소

견 관찰되었다. 담낭암 의심하에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상 담낭 기저부에 1.8 cm, 체부에 

1.4 cm 크기의 용종성 병변 관찰되었으며, 육안 소견상 간침윤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근치적 담낭 

절제술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염증 및 유착이 심하여 담낭 절제술 및 담낭 주위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

한 후 수술을 마쳤다.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상 체부의 1.4 cm 크기의 병변은 암육종(carcinosarco-

ma), 기저부의 1.8 cm 크기의 병변은 선암(adenocarcinoma)로 나왔다. 수술 후 43일째 시행한 

PET-CT와 70일째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간에 다발성 전이성 병변과 함께 다발성 림프절 종

대, carcinomatosis peritonei 소견 관찰되었다. 환자 특이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원하지 않아 

통증 조절 및 대증치료 시행하던 중 수술 후 4개월 째 사망하였다.

결론: 담낭의 암육종은 적은 증례수로 인해 아직까지 정확한 위험인자나 병태생리등이 밝혀져 있지 않

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이며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는 증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장막이나 간침윤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후가 양호하지만 그 이상 진행된 경우

에는 매우 예후가 좋지 않다. 추후 담낭의 암육종의 치료 및 병태 생리에 대한 연구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