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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세포를 포함한 췌장의 종양 2예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과학교실

권형준, 김상걸, 천재민, 황윤진, 윤영국

 

연구목적: 거대세포를 포함하는 췌장의 종양은 비내분비성 악성종양으로 드문 질환이다. 조직 소견에 

따라 다형 거대세포암종(pleomorphic giant cell carcinoma)과 파골세포 모양 거대세포암종(osteoclast 

giant-cell carcinoma)로 분류할 수 있다. 문헌보고에 따르면 두 종류의 암종의 조직발생(histogenesis) 

및 예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이에 저자들은 수술 후 상기 소견의 거대세포를 포함 췌장암종 2례를 

경험하였기에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저자들은 영상학적으로 체부-미부에서 발견된 췌장암종이 의심된 1예와 췌두부의 악성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소견이 보였던 1예에 대하여 각각 유

문부 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및 원위부 췌장절제술 시행하였다. 수술전후의 임상소견, 영상학적 소견, 

술후 병리소견을 보고하였다. 

결과: (증례1) 동반된 증상이 없는 환자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췌장 체부와 미부에 걸쳐 약 8×4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내시경초음파검사 결과 이질성 초음파 음영(heterogenous echogencitiy)

의 소견을 보였다. 세침 흡인 조직검사술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었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에서 고대사성병소(hypermetabolic lesion)로 악성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림프절 혹은 원격전이의 소견이 없었다.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여 비장을 포함한 원위부 췌장절제술

(distal pancreatectomy with splenectomy)을 시행하였다. 종괴는 낭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침습

소견을 보이는 고형결절 및 출혈소견이 있었다. 현미경 소견에 분화도가 나쁜 관샘암종과 함께 다형 

거대세포암종이 관찰되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cytokeratin, vimentin, 및 CD68에 모두 양성소견을 

보였다. (증례2) 황달과 함께 심와부 통증을 가진 환자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주췌관의 확장, 췌

장 두부에 4.5 cm 크기의 경계가 좋은  다방 낭성 종괴 및 고형결절이 관찰되었다. 내시경 초음파검

사에서 고에코 및 무에코의 이질성 소견이 보였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에서 역시 췌장 두부에 4.5 cm 크기의 균질하지 않은 고대사성 병변(inhomogeneous hypermetabolic 

lesion)이 보였으며 주위 림프절에 흡수가 증가되어 있었다. 췌두부의 주췌관형 악성 췌관내유두상점액

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이 의심되었으며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여 유문부 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Pylorous 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를 시행하였다. 종괴의 크기는 3.5× 

2.5 cm였으며 낭종내에 출혈을 동반한 고형병변이 확인되었다. 현미경 소견에서 방추상세포와 다형 거

대세포, 파골세포 모양의 거대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샘암종이 동반되어 있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Vimentin에 양성, CD68 양성의 소견을 나타냈으며 췌장의 파골세포모양 거대세포를 가지는 췌장의 미

분화 암종으로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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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두 아형 암종의 조직발생(histogenesis) 및 예후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같은 

전구세포에서 각각 다양하게 분화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생각되며 WHO분류에서는 파골세포모양 거

대세포를 가지는 췌장의 미분화 암종(undifferentiated carcinoma with osteoclast-like giant cell)이라는 

하나의 질병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의 예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보다 많은 증례에 대한 고찰

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증례에 있어 생존기간,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