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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위장관 기질종양의 수술 후 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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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학교 의과 학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Postoperative Cure for Metastatic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Eun Hyea Park, Jin Il Kim, Dae Yong Cheung, Soo-Heon Park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eouido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 is a mesenchymal tumor derived from Cajal cells originating from the myotonic plexus. The 
expression of tyrosine kinase (KIT) membrane receptors that are active on KIT is inhibited by the KIT inhibitor imatinib mesylate. 
GISTs are resistant to conventional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 is not significantly beneficial for GISTs. With the develop-
ment of imatinib mesylate, approximately 81.6% of patients with advanced and metastatic GIST exhibit an effect above the stabili-
zation response, thereby increasing the survival time. However, imatinib mesylate alone is unlikely to cure metastatic GISTs. Even 
with a partial or stable response, imatinib mesylate may be used for a longer time period. However, resection of grossly visible les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patients with a stable response during surgical treatment. In this study, we present a case of GIST with liver 
metastasis after imatinib mesylate treatment, which was followed up without recurrence after partial resectio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8;18:26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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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은 

근육층신경얼기에서 기원하는 interstitial cell of Cajal로부터 

생긴 중간엽종양으로1 세포의 표면에 티로신인산화효소(tyrosine 

kinase, KIT)에 활성을 보이는 KIT 막성 수용체를 표현함으로

써 KIT inhibitor인 imatinib mesylate에 의해 성장이 억제된

다.2 전이성 GIST는 기존의 고식적 항암치료에 저항성을 보이

며3,4 Molinas 등4에 의하면 doxorubicin 항암치료에 약 5% 미

만에서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고, 방사선 치료에서도 큰 이득이 

없음이 알려져 왔다.3 이에 imatinib mesylate 개발 전 전이성 

GIST의 예후는 나쁘며 생존 기간은 진단 후 약 20개월로 알려

져 있고, 수술 후 국소 재발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예후가 더 나

빠 생존기간이 약 9개월에서 12개월로 알려져 왔다.3 하지만 

imatinib mesylate의 개발에 따라 진행성 및 전이성 GIST 환

자의 약 81.6%에서 안정반응 이상의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생

존기간도 증가되고 있다.5 그러나 imatinib mesylate의 사용만

으로 GIST의 완치는 어려워, imatinib mesylate에 부분반응 또

는 안정반응을 보이는 병변은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완치를 기

대할 수 있다.6 본 증례는 간 전이가 있는 GIST를 imatinib 

mesylate를 사용하여 부분반응을 보인 병변에 외과적 절제술 

시행 후에 현재까지 재발 없이 추적관찰 중인 케이스를 소개하

려고 한다. 

증    례

68세 남성이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오심, 소화불량 및 3일 전

부터 발생한 흑색변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당뇨 

이외의 다른 병력은 없었으며, 45갑년의 흡연력과 소주 1병(주 

3∼4회)의 음주력이 있었다. 활력징후는 혈압 100/70 mmHg, 

맥박수 105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37.1도였으며, 의식

은 명료하였다. 신체검진에서 결막이 창백하였고, 복부진찰에서 

경한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청진상 장음은 항진되었으

며, 직장수지검사에서는 흑색변이 관찰되었다. 말초혈액검사에

서 백혈구 수 83,200/mm3, 혈색소 8.8 g/dL, 혈소판 수 

473,000/mm3, 프로트롬빈시간 11.9초(international normal-

ized ratio, 1.09)였다. 생화학검사에서 혈액요소질소 32.1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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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shows a 7.0-cm-sized 
submucosal tumor with mucosal 
ulceration. (B)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s 7.4- and 6.4-cm- 
sized masses in the stomach and liver, 
respectively. (C) Fluorodeoxyglucose 
uptake is observed i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크레아티닌 0.89 mg/dL, 알부민 3.76 g/dL, aspartate amino-

transferase 20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11 IU/L, 총 

빌리루빈 0.28 mg/dL, 포도당 180 mg/dL였다.

상부위장관 출혈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에서 분문부에 직경 7.0 cm 크기의 중심부 궤양을 동반한 돌출

된 형태의 종괴(Fig. 1A)가 관찰되었다. 종양의 전이를 확인하

기 위해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간 5,6번 분절에 걸

친 6.4 cm 가량의 저음영의 종괴가 발견되었고, positron emis-

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에서도 위의 분문부

에 걸쳐 있는 주 종양 및 우측 간으로 높은 fluorodeox-

yglucose 섭취를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1B, C). 내시

경을 통해 위 분문부의 병변에 대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했으며 

hematoxylin and eosin 염색에서 방추상 세포의 증식이 확인

되었고, 면역 세포 염색을 통하여 CD117(C-Kit) 및 CD34에 

양성 소견을 보이는 GIST로 진단하였다(Fig. 2). 이후 imatinib 

mesylate 400 mg 투여를 시작하였다.

Imatinib mesylate 복용 4개월, 9개월 뒤 상부위장관 내시

경 및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했으며, 위의 분문부 종괴 

및 간 전이의 크기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환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8

개월간 약 복용을 하지 않았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8개월 

뒤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본원에 내원하였고 혈색소 10.0 g/dL

의 빈혈소견이 보였으며,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중심부 궤양을 동반한 직경 약 8 cm 정도의 증가된 GIST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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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Histopathology results of the biopsy lesion. The tumor is confirmed to be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based on the spindle fiber 
arrangement of the lesion (H&E; left: ×100, right: ×400). (B) Tumor neoplastic cells are stained positive for KIT (CD117, left) and CD34 (×400, 
right).

및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약 12.3 cm의 전이성 GIST가 증

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4).

환자는 다시 동일 용량의 imatinib mesylate 400 mg 투여

를 시작하였고 5개월, 11개월 뒤 내시경 및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했다(Fig. 5). 투여를 중단한 기왕력이 있어, im-

atinib mesylate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추적관

찰 중 지속적으로 크기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완치를 

위하여 imatinib mesylate 재 투여 12개월 뒤 우측 간 절제술 

및 위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완전 절제를 시행했으

며, 위 쐐기 절제술을 시행한 병리 검체의 크기는 

5.0×5.0×4.8 cm로 유사분열 수가 10개/50 high power 

field였고, 점막, 임파선, 신경, 혈관의 침범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우측 간 절제술을 시행한 검체의 크기는 9.5×9.4×7.0 

cm로 90% 이상 조직의 괴사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절단면의 

침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Modified NIH criteria에 의해 

high risk로 평가되었다(Fig. 6). 이후 환자는 수술 후 보조치료

로 imatinib mesylate 400 mg을 복용중이며 수술 후 약 6개월 

뒤 시행한 내시경 및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재발소견을 보

이지 않았으며(Fig. 7), 이후 현재까지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GIST는 드문 종양이며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연간 인구 100

만 명당 10∼20명에게 발생하며, 전체 GIST의 약 20∼30%가 

임상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발생률

은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며, 위장관 어디서나 생길 수 

있지만 GIST의 60%는 위에서, 약 30%는 소장, 약 5%는 대장

에서 발생하여 위가 소장에 비해 약 2배 높은 빈도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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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pper gastrointestinal endo-
scopy images (A) and computed 
tomography scans (B) 4 and 9 months 
after the use of imatinib mesylate 
show a decrease in the size o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Fig. 4. Eight months after discon-
tinuing imatinib mesylate treatment,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images (A) and computed tomography 
scans (B) show an increased size o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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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pper gastrointestinal endo-
scopy images (A) and computed 
tomography scans (B) show a 
sustained reduction in the size o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at 5 
and 11 months after re-treatment 
with imatinib mesylate.

다.3,7,8 GIST는 KIT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KIT 수용체 티로신인산화효소에 의해 자극되어 증식

하고 분화한다.2,9 또한 KIT뿐만 아니라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A 유전자 돌연변이 역시 종양을 일으

키는 원인으로 밝혀졌다.10

GIST의 치료는 2 cm 미만의 크기는 전이 가능성이 낮기 때

문에 정기적으로(6∼12개월) 경과관찰 할 수도 있으나, 2 cm 

이상이거나 증가하고 있는 종양은 수술적 치료를 적극 고려해

야 한다.11 앞서 말했듯이 크기에 따른 치료 방법의 차이는 있

으나, 국소 종양인 경우 수술적 치료가 우선이며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경우나 원발암의 진행으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선택적 KIT inhibitor인 imatinib methylate가 치

료의 1차 요법이다. 고식적인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큰 효

과가 없었던 GIST는3,4 imatinib mesylate의 개발로 인하여 치

료 효과가 증가됨에 따라서 median progression-free survival 

(57개월)이 증가하였고,12 기존의 항암치료에 비하여 부작용도 

경미하기 때문에 일차약제로 확립되었다. Imatinib mesylate의 

부작용은 부종(74.1%), 구역(52.4%), 설사(44.9%), 근육통

(34.7%), 피로감(34.7%), 피부염(31.5%), 발진(30.6%), 두통

(25.9%), 복부통증(25.9%)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였고, 생명에 영향을 줄 만한 중증의 부작용의 보고는 드

물었다.5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imatinib mesylate 복용 중에 

환자는 전신 위약감 외에는 다른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다.

Imatinib mesylate 치료는 고식적인 항암치료보다 치료의 

효과가 매우 커진 것은 사실이나,3-5 imatinib mesylate만으로 

전이성 GIST를 완치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며 부분반응이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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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stoperative gastric (A) and hepatic (B) pathologic specimens.

Fig. 7. No evidence of tumor recurr-
ence is observed on endoscopy image 
(A) and computed tomography scan 
(B) 6 months after surgery.

정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imatinib mesylate 사용기간이 늘어

남에 따라 약제 내성 클론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 후 약 

6∼12개월 후 어느 정도 부분 및 안정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서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병변을 제거하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6 Andtbacka 등13에 의하면 46명의 전이성 

또는 국소 진행성이나 재발된 GIST 환자에서 수술 전 평균 

12.9개월 동안 imatinib mesylate을 사용 후 수술로 완전 절제

가 가능했던 경우가 24명(52%)이었고, 이 중 국소 진행성 

GIST 환자 11명은 모두 완전 절제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15명의 국소 진행성 GIST 환자에서 평균 9개월 imatinib 

mesylate 사용 후 모든 환자가 완전 절제가 가능한 증례를 발

표하기도 하였다.14 한 논문에 의하면 전이성 또는 재발성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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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imatinib mesylate를 6개월 이상 사용 후 안정반응 

이상의 효과가 있는 1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후 치료로 수

술을 시행한 군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imatinib mesylate만 

사용한 군으로 나누어 58.9개월을 관찰한 결과 progression- 

free survival과 overall survival rate는 수술을 진행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15 수술 전 imatinib mesylate의 

적절한 사용 기간에 대해서 아직 확립된 바는 없지만, 수술은 내

성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 6∼12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본 증례는 처음 GIST를 진단받고 imatinib mesy-

late 사용 후 부분반응을 유지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8개월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종양이 진행된 상태로 다시 내

원하였다. 이에 imatinib mesylate 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

일 용량의 약물 복용을 시작하였으며, 이미 imatinib mesylate 

사용력이 있어 약물의 반응에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

으나, 안정반응 이상으로 반응을 보여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

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이성 또는 진행성 GIST에서 imatinib mesy-

late에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를 더함으로써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이번 증례

를 통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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