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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에 동반된 부분적 난황낭 암종과 간세포양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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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Gastric Undifferentiated Carcinoma with Focal Yolk Sac Tumor and Hepatoid 
Carcinoma Differentiation

Dae Hwa Park, Hee Seok Moon, Dae Hyun Tak, Suk Hyun Kim, Jae Gyu Sung, Hyun Yong Jeong, Gyu Sang Song1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and Pathology1,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Korea

We report herein a case of gastric undifferentiated carcinoma with focal yolk sac tumor and hepatoid carcinoma differentiation. A 
57-year-old man was referred after a gastroscopy for anemia evaluation. Gastroscopy revealed an approximately 3 cm ulcer-
ofungating mass occupying the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body. Biopsy results revealed a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Left gastric lymph node was enlarged, but there were no evidence of distant metastasis on the abdominal CT. He underwent a radical 
subtotal gastrectomy and gastroduodenostomy with dissection of the enlarged lymph nodes. Postsurgical histological examination 
revealed an undifferentiated carcinoma with focal yolk sac tumor and hepatoid carcinoma differentiatio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vealed that the tumor cells were focal positive for AFP, anti-hepatocyte antibody.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3;13: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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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식모세포 종양은 고환과 난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성 종

양이다. 생식기관 이외에도 종격동,1 후복막강,2 상부 호흡기,3 

폐,4 엉치꼬리부위,5 횡격막,6 두개골 내7 등에서 발생하는 예가 

보고되었다. 생식모세포 종양, 특히 난황낭 암종이 위에서 발생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으며, 난황낭 암종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통상적인 선암과 동시에 발견된 경우도 있었

다.8

1985년 Ishikura 등9이 원발성 위암에서 AFP을 분비하고 조

직학적으로 동일 암종 내에 선암종부분과 간세포암종성 분화를 

동시에 보이는 위암을 간세포양 위선암이라고 명명하였다. AFP

을 분비하는 경우는 진단 당시 약 63%에서 이미 간전이가 되

어 있을 정도로 조기 간전이율이 높으며, 5년 생존율이 약 28%

로 분비하지 않는 위암의 평균 생존율 62%보다 예후가 나쁘다

고 알려져 있다.10

위 미분화암에 난황낭 암종과 간세포양암종이 공존하는 경우

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예가 없었다. 저자들은 내시경 

후 분화도가 나쁜 위선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난황낭 암종과 간세포양암종이 혼합된 미분

화암으로 진단된 예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57세 남자가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개인의원에서 혈액검

사 및 위내시경을 시행한 후 빈혈과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을 받

고 정밀 검사 및 치료를 위해서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상 

2개월 전부터 당뇨를 진단받고 경구 혈당 강하제를 복용하고 있

었으며, 사회력, 가족력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내원 당시 혈

압 140/90 mmHg, 심박수 78회, 호흡수 20회/분, 체온 36.3oC

이었으며, 신체검사에서 복부와 흉부에 이상소견은 없었고 만져

지는 림프절도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5,410/mm3, 혈색

소 6.7 g/dL, 혈소판 257,000/mm3이었다. 혈청 생화학검사에

서 AST 19 IU/L, ALT 22 IU/L, 총빌리루빈 1.0 mg/dL, 총단

백 5.9 g/dL, 알부민 3.5 g/dL, 알칼리인산분해효소 56 IU/L, 

인산염 3.0 mg/dL, 혈청요소질소 14.6 mg/dL, 크레아티닌 

0.71 mg/dL이었다. 혈액 전해질 검사에서 나트륨 134 mEq/L, 

칼륨 3.9 mEq/L이었다. 혈액 응고 검사에서 INR 1.1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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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finding. A 3 cm sized ulcerofungating mass in the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body.

Fig. 2. Abdominal CT findings. (A) Enlarged left gastric lymph node is noted. (B) About 3 cm mass in the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body is 
noted. (C) A 4-month postoperative CT scan displays hepatic nodules compatible with liver metastasis.

소변검사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혈액화학검사에서 철 31μg/dL, 

혈청 페리틴 6 ng/dL, TIBC 416이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이

상소견은 없었다. 암표지자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내시경 검

사에서 위 체하부의 대만측에 약 3 cm 크기의 융기성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1). 비교적 부드럽게 융기되어 있고, 융기 윗면

은 궤양이 형성되어 점막하 출혈과 요철이 관찰되었으며, 조직

검사에서는 분화도가 나쁜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복부 CT에서 

위 체부의 하부에 종괴가 있었고, 왼위 림프절(left gastric 

lymph node)의 비대가 있었다(Fig. 2A, B). 고식적 위아전절제

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부분적 난황낭 암종 

및 간세포암종성 분화를 보이는 미분화암으로 진단되었고, 근육 

고유층까지 침윤되었으며, 림프절 전이는 없었다(Fig. 3). 면역조

직화학염색 결과 AFP, anti-hepatocyte에 양성이었고(Fig. 4),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 염색에 음성인 부분도 

있었다(Fig. 5). 수술 후 병기는 Ib [T2N0M0]로 경과관찰하던 

중에 4개월 후 촬영한 복부 CT 검사에서 간의 우엽에 전이가 

발견되었으며(Fig. 2C), 이때 검사한 AFP이 200 ng/mL 이상으

로 증가되어 있어 FOLFOX (5-FU, leucovorin, oxalipatin) 항

암화학치료를 3회 시행하였으나, 이후 복부 CT 검사에서 질병

의 진행 소견을 보여 DCF (docetaxel, cisplatin, 5-FU)로 약

물을 변경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수술 후 8개월 째 추적관

찰 중이다.

고    찰

생식모세포종 특히 난황낭 암종이 위에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아직 위 난황낭 암종의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다.11 

이번 증례는 위 미분화암에 난황낭 암종과 간세포양 암종이 동

반된 경우로, 각각의 비율은 미분화암이 85%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난황낭 암종과 간세포양 암종이 각각 5%, 10% 가량

을 차지하고 있었다. Magni 등12의 증례보고 및 Satake 등13의 

증례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성인에서 위 난황낭 암종이 보고

된 경우는 12건으로서, 5건은 난황낭 암종이 단독으로 위에 발

생한 경우였고, 나머지 7건은 위선암에 난황낭 암종이 동반된 

증례였다(Table 1). 이번 증례는 위선암이 아닌 위 미분화암에 

난황낭 암종이 동반되었으며, 간세포양 암종도 함께 있었다는 

데에 이전의 보고와 차이가 있다. 조직학적으로 난황낭 암종은 

내배엽동 종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세망 유형 및 사구체 유

형(Schiller-Duval bodies)의 구조를 가진다. 또한 난황낭 암종 

세포는 AFP을 생산하기 때문에 혈청 AFP 수치가 보통 증가하

고, 면역조직학적으로 AFP이 종양 내에 발현된다.14 이번 증례

에서는 처음 진단 당시에는 AFP을 검사하지 않았지만, 수술 후 

4개월 째에 촬영한 복부 CT에서 간 우엽의 병변이 확인된 후

에 검사한 AFP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으며, 수술 후 조직병리에

서 난황낭 암종을 시사하는 수포성, 세망 형태의 세포 배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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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croscopic findings. Photomicrograph showing both areas of yolk sac tumor (A; H&E, ×40), and hepatoid component (B). (B) Hepatoid
differentiation component with vague trabecular and glandular growth pattern (H&E, ×100). (C) Vesicular and reticular pattern of yolk sac 
component (H&E, ×400). (D) Hyaline globules are seen in yolk sac tumor area (H&E, ×400).

Fig. 4. Findings of immunohistochemical stains (×200). The tumor cells show focal positive reactivity for AFP (A), and anti-hepatocyte antibod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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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 stain is negative in yolk sac component, which is surrounded by EMA-positive undifferentiated 
carcinoma area with hepatoid differentiation (×40). (B) High magnification of EMA negative area (×100).

Table 1. Summary of Reported Gastric Yolk Sac Tumors

Author Year Age/sex Histology Metastasis Prognosis

Garcia and Ghali 1985 65/Male YST＋CC＋AC Liver, LN Autopsy case
Motoama 1985 72/Female YST＋AC None Died in 3 years
Zamecnik 1993 88/Male YST LN, omentum, retropyloric Died in 4 weeks
Suzuki 1999 56/Male YST＋AC LN, abdominal cavity Died in 6 months
Puglisi 1999 61/Male YST＋AC Abdominal cavity Died in 1 month
Wang et al.14 2000 36/Male YST＋AC LN, lung, spinal cord Died in 6 months
Kanai 2005 87/Male YST LN Died in 7 months
Hong et al.8 2007 50/Male YST＋AC None Survived 12 months
Tahara 2008 74/Male YST Liver, LN, lung, omentum Died in 6 days
Kim et al.11 2009 61/Male YST None Survived 3 months
Magni et al.12 2010 62/Male YST None Died in 12 months
Satake et al.13 2011 74/Male YST＋CC＋AC Liver, omentum, pancreas Survived 8 months
Present case 57/Male YST＋UC＋HD LN Survived 8 months

YST, yolk sac tumor; CC, choriocarcinoma; AC, adenocarcinoma; LN, lymph nodes; UC, undifferentiated carcinoma; HD, hepatoid differntiation.

부분적으로 관찰되었고,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AFP에 부분적 

양성을 보였다.

AFP은 태아기에 주로 난황과 간, 위장관에서 생성되는 단백

질로서, 출생 후에는 간세포암의 표지자로 이용된다. 그러나 간

세포암종뿐만 아니라 위장관 종양을 비롯한 간외 종양에서도 

분비될 수 있으며, 특히 생식모세포 종양의 표지자로도 이용될 

수 있다. 위암의 2∼6%가 AFP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5 대부분은 간세포양 암종으로 보고되었다.8 추가적으

로 상피벽항원(EMA)은 난황낭 암종에서는 음성으로, 간세포양

암종에서는 양성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둘을 감별할 수 있는 검

사방법으로서,16 본 증례에서는 일부 조직에서 EMA 음성을 나

타내는 난황낭 암종의 부분이 있었다.

위 난황낭 암종은 진단 당시부터 광범위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보고된 12건

의 증례 보고 중에서 8명이 진단 당시 간 또는 복강 내 전이가 

있었으며, 부검 사례를 제외한 11명 중에 6명이 진단 후 7개월 

이내에 사망하였는데, 진단 당시 전이가 없었던 경우 생존기간

이 길었다. 아직까지 보고된 문헌들에 의하면 수술 후 항암화학

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도 반응이 좋지 않아서 생존율을 증가시

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8

위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종은 대부분은 선암에 동반되었으며, 

공존하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위와 간이 모두 

배아의 전장(foregut)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위암의 분화 과정 

중 일부가 간세포로 분화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17 간세포

양 위암종의 5년 생존율은 11.9%로 비간세포양 분화성 선암종

의 38.2%에 비해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이유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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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간세포양 샘암종이 정맥 침범이 많아 

간전이가 흔하다는 것이다. Aizawa 등18의 동물실험에서 AFP

을 생성하는 세포 중 간세포양 분화를 보이지 않는 종양에 비

해 간세포양 분화를 보이는 종양이 간전이가 더 많음이 증명되

었다. 또한 간세포양 위선암은 AFP뿐만 아니라 alpha-1 anti-

trypsin과 alpha-1 antichymotrypsin을 분비하여, 이들이 면역

억제 작용과 함께 단백분해효소 억제작용을 하여 종양의 침습

력을 항진시키며, 림프구의 전환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17 

수술 후 TS-1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경우 종양 억제 효과가 있

었다는 보고도 있었으나, 특별히 효과가 있는 약제는 아직 알려

지지 않았다.19

위 미분화암에 난황낭 암종과 간세포양 암종이 공존하는 증

례는 국내에 보고된 적이 없는 드문 질환이다. 난황낭 암종과 

간세포양 암종은 모두 진단 당시 전이가 많으며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종양의 공존으로 인한 상승작용에 대

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의 증례보고에서는 대부분 

수술 전 조직검사에서는 위선암으로 진단되었다가 수술 후 난

황낭 암종 또는 간세포양 암종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대부분이

었고, 이번 증례에서도 수술 전 조직검사에서는 분화도가 나쁜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수술 전에 AFP을 

검사하지 않았는데,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위선암이 진

단되었을 때 분화도가 나쁜 경우라면 AFP을 비롯한 종양 표지

자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있다면, 필요한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수술 전 정확한 조직 진단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며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저자들은 흔치 않은 위 미분화암에 동반된 난황낭 암종과 

간세포양 암종을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REFERENCES

1. Moran CA, Suster S, Koss MN. Primary germ cell tumors of the 

mediastinum: III. Yolk sac tumor, embryonal carcinoma, cho-

riocarcinoma, and combined nonteratomatous germ cell tu-

mors of the mediastinum--a linicopathologic and immunohis-

tochemical study of 64 cases. Cancer 1997;80:699-707.

2. Lack EE, Travis WD, Welch KJ. Retroperitoneal germ cell tumors 

in childhood. A clinical and pathologic study of 11 cases. 

Cancer 1985;56:602-608.

3. Manivel C, Wick MR, Dehner LP. Transitional (cylindric) cell 

carcinoma with endodermal sinus tumor-like features of the 

nasopharynx and paranasal sinuses. Clinicopathologic and im-

munohistochemical study of two cases. Arch Pathol Lab Med 

1986;110:198-202.

4. Siegel RJ, Bueso-Ramos C, Cohen C, Koss M. Pulmonary blasto-

ma with germ cell (yolk sac) differentiation: report of two cases. 

Mod Pathol 1991;4:566-570.

5. Khanchel-Lakhoua F, Koubâa-Mahjoub W, Jouini R, Bel Haj 

Salah M, Kaabar N, Chadli-Debbiche A. Sacrococcygeal yolk 

sac tumor: an uncommon site. APSP J Case Rep 2012;3:17. 

6. Zhang Y, Zhang SC, Ren WD, Wang WL, Zhou X. Primary yolk 

sac tumor in diaphragm. Pediatr Surg Int 2012;28:1157-1160. 

7. Endo S, Kobayashi H, Terasaka S, et al. Primary intracranial yolk 

sac tumor in the posterior fossa: case report of a child with 

Down syndrome. Clin Neurol Neurosurg 2012. 

8. Hong R, Suh CH, Lee MJ. Adenocarcinoma with yolk sac tumor 

of the stomach: case report with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 

immunohistochemical study. Korean J Pathol 2007;41:352- 

357. 

9. Ishikura H, Fukasawa Y, Ogasawara K, Natori T, Tsukada Y, 

Aizawa M. An AFP-producing gastric carcinoma with features 

of hepatic differentiation. A case report. Cancer 1985;56:840- 

848.

10. Kono K, Amemiya H, Sekikawa T, et al. Clinicopathologic fea-

tures of gastric cancers producing alpha-fetoprotein. Dig Surg 

2002;19:359-365.

11. Kim YS, Kim SH, Seong JK, Lee BS, Jeong HY, Song KS. Gastric 

yolk sac tumor: a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Korean J Intern Med 2009;24:143-146. 

12. Magni E, Sonzogni A, Zampino MG. Primary pure gastric yolk 

sac tumor. Rare Tumors 2010;2:e10. 

13. Satake N, Chikakiyo M, Yagi T, Suzuki Y, Hirose T. Gastric can-

cer with choriocarcinoma and yolk sac tumor components: 

case report. Pathol Int 2011;61:156-160. 

14. Wang L, Tabbarah HJ, Gulati P, Rice S, French SW. Gastric ad-

enocarcinoma with a yolk sac component: a case report and re-

view of the literature. J Clin Gastroenterol 2000;31:85-88.

15. Cheng J, Crompton C, Meropol N. Uncommon cancers of the 

stomach. In: Raghavan D, Brecher M, Johnston D, Meropol N, 

Moots P, Thigpen J, eds. Textbook of uncommon cancer. 2nd 

ed. Chiches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9:389-394.

16. McCluggage WG, Young RH. Immunohistochemistry as a diag-

nostic aid in the evaluation of ovarian tumors. Semin Diagn 

Pathol 2005;22:3-32.

17. Kang GH, Kim YI. Hepatoid adenocarcinoma of the stomach: a 

pathologic analysis of 14 cases. Korean J Pathol 1994;28:620- 

628.

18. Aizawa K, Motoyama T, Suzuki S, et al.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hepatoid and non-hepatoid alpha-fetoprotein-producing 

gastric carcinomas: an experimental study using xenografted 

tumors. Int J Cancer 1994;58:430-435.

19. Lee SY, Moon HS, Kim ES, et al. A case of gastric undifferentiated 

carcinoma with choriocarcinomatous and hepatoid carcinom-

atous differentiation.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10;41: 

35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