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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외과학교실,

†

병리학교실

윤경빈ㆍ김재영ㆍ유재홍ㆍ설지영*ㆍ강대영†

A Case o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in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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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GISTs) are the most common primary mesenchymal tumors of
the digestive tract. They have been commonly observed in adults but have been rarely described in children. They arise typically from the intestinal wall and rarely in the mesentery,
omentum, or retroperitoneum. GISTs originate from the interstitial cell of Cajal and are characterized by overexpression of the receptor tyrosine kinase c-kit. Up to 94% of these tumors
express the CD117 on immunohistochemical stain. Surgery is the main modality of treatment
for primary resectable GIST. Completely resectable GIST with low risk has excellent prognosis
after primary surgical intervention, with over 90% of the 5-year survival. We report a case of
10-year-old girl presenting with an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caused by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7; 10: 71∼75)
Key Words: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GISTs), Interstitial cell of Cajal, Receptor tyrosine kinase c-kit, CD117, Immunohistochemical stain

은 간엽성(mesenchymal) 종양이다1). 과거에는 GIST가

서

위장관계 평활근 또는 신경조직에서 기원한 종양으로

론

간주되어 평활근종(leiomyoma), 평활근육종(leiomyo위장관 간질 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sarcoma), 평활근모세포종(leiomyoblastoma), 신경초종

GIST)는 위장관 고유근층 내에서 발생하는 흔하지 않

(schwannoma), 악성신경초종(malignant schwannoma)
등으로 진단된 종양을 일컬었다2,3). 그러나 1980년대 초
에 GIST의 대부분이 평활근으로 분화하는 면역표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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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1998년에는 GIST에
서 transmembrane tyrosine kinase 수용체인 c-kit 단백
의 발현과 c-kit 원발암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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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양의 기원이 평활근이나 신경조직이 아니고, 장운

29.3 kg (75∼90 백분위수), 신장 145 cm (75∼90 백분

동속도조율기(pacemaker)로 작용하는 Cajal 간질세포

위수)였다. 신체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안면과

4,5)

(interstitial cell of Cajal)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결막이 창백하였다. 복부는 편평하고 부드러웠으며, 간

발생 부위는 위장관, 창자간막, 그물막, 후복막 어느 곳

비종대는 없었고 비정상적인 복부 종괴도 촉지되지 않

이나 가능하지만, 위에서 가장 흔하며(60∼70%), 소장

았다. 직장 수지 검사에서는 흑혈변이 확인되었다.

6,7)

에 20∼30%, 그 외의 장소에 소수 분포한다 . 호발 연
2,3)

검사 소견: 입원 시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3

령은 50∼70세로 소아에서는 매우 드물며 , 국내에서

4.7 g/dL, 적혈구 용적률 13.9%, 백혈구 8,140/mm , 혈

는 직장에서 발생된 1예의 보고가 있으나8), 위에서 발

소판 270,000/mm3, MCV 81.8 fL, MCH 27.6 pg, 망상

생된 보고는 아직 없다. 저자들은 흑혈변과 빈혈을 주

적혈구 6.0%였으며, 혈청검사에서 AST/ALT 20/8 IU/

소로 내원한 10세 여아에서 위에서 발생한 GIST 1예를

L, 총단백 5.1 g/dL 알부민 3.3 g/dL, BUN/Cr 11.4/0.65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mg/dL, Na/K/Cl 133.9/4.1/104.1 mEq/L, CRP 0.12
mg/dL였다.

증

내시경 소견: 입원 당일 시행한 상부 위장관내시경검

례

사에서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만한 병소는 발견되지 않
환 아: 김○○, 10세, 여아

았으나, 위 체부의 후벽이 돌출되어 있었다(Fig. 1).

주 소: 흑혈변, 빈혈

방사선 소견: 흉부와 복부 방사선촬영에서 특이소견

현병력: 2년 전부터 식사 후에 주로 나타나는 간헐적

은 없었으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위 후벽에서 기

인 상복부 통증을 호소해 오던 환아가 내원 전일 한 차

원한 것으로 보이는 중심부 괴사를 동반한 4×3 cm 크

례의 흑혈변을 보여 집 근처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기의 종괴가 위후벽과 췌장 두부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에서 혈색소 5.5 g/dL, 적혈구 용적율 15.2%를 보여 전

(Fig. 2).
치료 및 경과: 환아는 외과로 전과되어 5병일째에 복

원되었다.

부개복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에서 위 체부 후벽에

과거력 및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진찰 소견: 활력 징후는 혈압 100/60 mmHg, 맥박수
o

132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6.4 C였으며 체중

4×3 cm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어 췌장 두부를 포함하
여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한 후 근위부 위와 십이지장 문
합술을 시행하였다. 종괴는 육안적으로 회백색을 띠었
으며, 다양한 출혈반을 포함하고 있었다. 병리조직 검

Fig. 1.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shows mass-like
protrusion on the posterior wall of the gastric body.

Fig. 2. Computed tomography shows 4×3 cm sized mass
with central necrosis between the posterior gastric wall and
the pancreatic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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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Histopathologic examination shows most spindle cell infiltration (circle) and a few mitotic figures (arrows)(H&E, ×200).
(B) Positive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the C-kit (CD117 stain, ×200). (C) Positive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the CD34
(CD34 stain, ×200). (D) Positive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the SMA (SMA stain, ×200).

9)

사에서 림프절 전이는 없었으며, 환아에게서 적출한 종

평활근 또는 신경계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

양 조직은 50 고배율당 유사분열 개수가 6∼9개이며

1983년 Mazur와 Clark4)이 평활근과 신경계 기원 어느

(Fig. 3A), 면역화학염색에서 c-kit (CD117), CD34,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위장관 간엽 종양의 세부 분류

smooth muscle actin (SMA)에 양성을 보여 GIST로 진

군을 GIST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GIST가 장

단하게 되었다(Fig. 3B∼D). 환아는 National Institude

관의 고유층에 위치하고 종양세포가 방추형인 경우가

of Health (NIH) 분류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되었으며

많은 점으로 평활근종(leiomyoma), 평활근모세포종

수술 후 추가적인 항암치료 없이 퇴원하였다. 이후 외

(leiomyoblastoma), 평활근육종(leiomyosarcoma), 신경

래에서 정기적인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

초종(schwannoma), GANT (gastrointestinal autonomic

받고 있으며, 약 3년 9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재발 없

nerve tumor) 등과 혼용되면서 그 기원이나 분화에 논

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란이 계속 있었다 . 1998년 Kindblom 등 은 Cajal 세

2,3)

5)

포와 GIST가 면역조직표현형과 전자현미경적 미세구

고

찰

조가 유사한 점을 확인하고 GIST의 기원이 Cajal 세포
가 유력하며 GIST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위장관 속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소화기계 대부분의 간질 종양은

조율세포종양(gastrointestinal pacemaker cell tumo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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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에는 Cajal 간질세포
10)

가 GIST의 유력한 기원세포로 인정되고 있다 .

Table 1. NIH Consensus Approach for Defining Risk of Ag9)
gressive Behavior of GIST
Size

Mitotic count

＜2 cm
2∼5 cm
＜5 cm
5∼10 cm
＞5 cm
＞10 cm
Any size

＜5/50 HPF*
＜5/50 HPF
6∼10/50 HPF
＜5/50 HPF
＞5/50 HPF
Any mitotic rate
＞10/50 HPF

Cajal 간질세포는 장관의 근육층신경얼기(myenteric
plexus) 안과 주변에서 망을 형성하면서 신경전달물질
을 매개하고 장관운동조율자(pacemaker) 역할을 하는
세포로 tyrosine kinase 수용체인 c-kit 단백(CD117)을
발현하여 CD117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양성을 나타내

Very low risk
Low risk
Intermediate risk
High risk

며, 이외에 CD34, vimentin에도 양성을 보인다11). 최근
연구에서 GIST는 c-kit 유전자변이에 의한 단백질
(c-kit proto-oncogene protein product)의 발현으로 거

*High power field.

의 전부가 CD117에 양성을 보이며, 그 외 CD34에 60
∼70%, SMA에 30∼40%, S100에 10%가 양성을 보여

유사분열의 정도에 따라 악성도 평가를 양성, 경계성,

GIST의 진단에 CD117 면역화학염색 양성의 중요성이

악성으로 구분하는 Amine 분류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3,7,10,12)

. 본 증례는 적출한 종양 조직에 대해

모든 GIST는 위험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이와

시행한 면역화학검사에서 c-kit (CD117), CD34, SMA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성 또는 악성이라는 구

에 양성을 보여 GIST로 진단을 하게 되었다.

분 대신에 최근에는 악성도의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부각되었다

GIST의 발생은 주로 50∼70세의 성인에서 일어나
2,3)

군,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의 4단계로 구

.

분하는 NIH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Table 1)9,10). 본 증

소아의 경우는 발생이 매우 드물어 15세 이하에서 발

례는 종양의 크기가 4 cm이고, 50개 고배율당 유사분

생한 경우는 문헌상에 25예가 보고되어 있는데, 성인

열 6∼9개이며 타장기 전이가 없어서 중등도 위험군에

에서와는 달리 75%가 여아로 1세 이하와 10∼15세에

해당되었다.

며, 남녀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분포하였으며, 발생부위는 성인과 소아 모두 위에
13)

14)

GIST의 치료는 전이가 없는 국소성 병변일 경우는

서 가장 많았다 . DeMatteo 등 이 성인 GIST의 발생

충분한 절제연을 포함하는 종양 절제가 표준 치료법

양상을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초기 진단 시에 47%에서

이다9,13). 수술 후 생존의 정도는 종양 절제의 완전성과

전이가 있었으며, 이중 65%가 간 전이였다. 소아는 모

관련되며,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여부는 생존 기간의 향

13)

9,13)

두 간전이로 12%에서 있었다 . 증상이나 징후는 종양

상과는 관련이 없다

의 위치, 크기, 침범부위에 따라 다르며, 복부 불편감,

GIST는 문헌상에서 50∼90% 정도로 발생된다고 나타

복통, 복부 종물, 위장관 출혈 등 비특이적이다. 위장관

나 있다9,14). 종양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고 저위험군인

출혈은 점막 발적과 연관되어 일어나며, 만성 빈혈 또

경우에는 수술 후 정기적인 추적관찰만 하면 되지만,

는 응급조치를 요하는 급성 다량 출혈의 양상으로 나타

완전 절제가 어렵거나 전이 등으로 절제를 할 수 없는

15∼17)

난다

. 본 증례의 경우에도 급성 다량 출혈이 있어

. 완전 절제가 가능한 국소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c-kit 유전자 변이효소(tyrosine
kinase)를 억제하여 증식억제와 세포자멸 효과를 나타

서 수혈이 필요하였다.
GIST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대부분 방추 세포형

내는 경구용 항암제인 Imatinib mesylate (Gleevec)가

(70%)의 형태를 가지나, 일부 상피 세포형(20%)과 혼

효과적이다9,18). 소아 GIST의 경우 이 약제의 사용에

합형의 형태를 취하며 드물게 다양한 세포형태를 보이

대한 적응증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소아와 성인

10)

기도 한다 . 성인의 경우 예후와 재발 예측에 영향을
9,10)

GIST 모두 방사선 치료나 종래의 항암 약물요법은 효

.

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9). 원발성 GIST의 절

종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인 경우는 높은 재발률과 간

제 후 5년 생존율은 48∼70%이며, 저위험군 종양으로

전이율을 보이며, 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타 부위에서

완전 절제를 한 경우는 치료 성적이 이보다 더 우수하

생긴 경우보다 예후가 좋다. 이전에는 종양의 크기와

다9,14). 반면에 고위험군은 높은 재발률을 보인다9).

주는 주요 인자는 종양의 크기와 유사분열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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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례는 중등도 위험군 GIST로 종양의 완전 절제
가 가능한 경우였기에 추가적인 항암 치료 없이 정기적
인 추적 검사를 하고 있으며, 3년 9개월이 경과한 현재
재발이나 전이소견은 없다. 저자들은 급성 다량 출혈이

8)

있어 내원한 10세 여아에서 위장관 출혈의 원인으로서
는 매우 드문 GIST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9)

보고한다.

요

약

10)

저자들은 2년 전부터 식사 후에 주로 나타나는 간헐
적인 상복부 복통이 있어오다가 한 차례 흑혈변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빈혈을 보여 전원

11)

된 10세 여아에서 소아에서는 발생이 드물다고 알려진
위에서 발생한 GIST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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