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은 골수에 원발성 병소가 없으면서

골수외 장소에서 단클론성의 증식을 보이는 형질세포로 이루어

진 종양을 의미한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상부

기관지나 구강에 발생하지만 기타 장기에서도 발생한다.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의 10%는 위장관에 발생하 다는 보고가 있

으며, 빈도는 위, 소장, 장 순으로 장에서의 발생빈도는 특

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다.1,2 국내에서는 위장에 발생한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 1예가 보고된3 바 있으나 장에 발생한 예

는 없었다. 저자들은 최근 맹장 내강으로 돌출된 융기형 종괴

형태를 취한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을 경험하 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증 례

58세 남자 환자가 1개월간 지속된 점액성 혈변, 간헐적인 복

통,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하 다. 이학적 소견상

배꼽 주변으로 경한 압통이 있는 것 외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장기종 나 림프절종 도 없었다. 내원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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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medullary plasmacytoma is a relatively rare tumor, occuring in a wide variety of organs
and tissues, and is most frequently seen in the oral cavity and upper respiratory tract. Solitary
extramedullary plasmacytoma located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is rare, especially the in
colon. We report a case of solitary extramedullary plasmacytoma in the cecum of a 58-year-
old man which simulated a carcinoma both endoscopically and radiologically. But histopatho-
logic evaluation demonstrated a sheet-like proliferation of pure plasma cells with monoclonal-
ity for IgM and lamda chain which confirmed the diagnosis of plasmacy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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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relatively well demarcated ulcerofungating mass is noted
in the ce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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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종양표지

자인 CEA, -fetoprotein, CA19-9도 정상 범위 다. 복부 전

산화단층촬 상 맹장에 내강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균질한 저음

종괴가 관찰되었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지는 않았다. 골주

사를 시행하 으나 정상 소견이었다. 환자는 장선암종 의진

하에 장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육안 소견상, 종괴는 9.0×6.0×

5.0 cm 크기로 내강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며 회백색으로 비교적

주변 조직과 경계가 좋았고 표면에 궤양이 관찰되었다(Fig. 1).

종괴 주변으로 다수의 크고 작은 림프절종 가 관찰되었다. 광

학현미경상, 상피에 궤양이 있으면서 그 아래쪽으로 종양 세포

가 집되어 근육층과 장막하층까지 미만성으로 침윤하고 있었

다. 간질의 양은 적었지만 잘 발달된 혈관이 관찰되었고 주변에

림프구, 호산구, 중성구 등의 염증 세포의 침윤을 동반하고 있었

으나 림프 여포의 형성은 보이지 않았다. 고배율 소견상 일부에

서 형질모세포와 면역모세포로 보이는, 크고 소포성의 핵을 가

진 미성숙 세포와 핵을 두 개 가진 거 세포가 관찰되기는 하

지만, 부분의 종양 세포는 풍부한 세포질을 갖고 특징적인

바퀴 모양의 핵을 가진 성숙한 형질세포로 이루어져 있었다

(Fig. 2). 종양 세포들에서 세포내 봉입체나 핵내 봉입체는 거

의 보이지 않았다. 10개의 고배율 시야당 유사분열은 3개 정도

으나 비정형적인 유사분열은 보이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염

색상 종양 세포는 LCA, UCHL1, L26, IgG, IgA, Bcl-2, Bcl-

6에 음성이었고 CD79a에 양성이었으며, IgM과 lamda light

chain에 양성인 단클론성의 면역 로불린을 보 다(Fig. 3). B

세포 수용체 유전자 재조합 검사 시 재조합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 후 환자는 골수 천자를 시행받았는데 세포 도가 약간 감소

한 것 외에는 정상이었다.    

고 찰

골수외 형질세포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흔한 형태인 다발성 골수종이 연부조직을 침범하는 경우와

골수에 종양성 형질세포의 침윤 없이 골수외 장기에 원발 병변

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이다.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형질세포 질환의 3%에서 5%

를 차지한다.1 주로 상부 기관지와 구강을 가장 잘 침범하며 여

성에서보다 남성에서 3배정도 많이 발생하나1,2 비장, 림프절,

간, 폐, 생식기, 신장, 갑상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원발성 골

수외 형질세포종의 5-10%는 위장관계에 발생하고 위, 소장에

주로 발생하고 장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지금까지

보고된 증례는 19예이고 그 중 맹장에 발생한 경우는 8예이다.2

환자는 부분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할 뿐 아니라 혈청이나

소변에서도 비정상적인 이상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며 방사선

소견이나 내시경 소견상 비특이적인 소견을 보이므로 조직학적

인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위장에

발생한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 1예가 보고된3 바 있으나

장에 발생한 예는 없었다. 본 증례와 위장에 발생한 예에서도

Fig. 2. The tumor shows densely packed plasma cell infiltration
(A). High magnification exhibits some tumor cells with binucleat-
ed nuclei (B), and  large vesicular nuclei with prominent nucleoli
(arrow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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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umor cells reveal positive cytoplasmic immunoreac-
tivity for CD79a (A), IgM (B) and lamda light cha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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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 고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방사선 소견이나 내

시경 소견상 먼저 악성 선암종을 생각하게 하 다. 장에 발생

한 형질세포종은 내시경을 통한 생검 시 불충분한 조직인 경우

분화가 나쁜 상피암종으로 오진될 수 있다. 조직학적으로 감별

할 질환으로 다발성 골수종과 연관된 형질세포종, 형질세포형의

분화를 보이는 MALT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형의 저등급 림프종과 면역세포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환자

의 혈청이나 소변에서 이상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골수검사

시 세포 도의 미약한 감소 외에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골주사

소견에서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다발성 골수종과 연관된

형질세포종은 감별할 수 있었다. 형질세포형의 분화를 보이는

MALT형의 저등급 림프종의 경우 주변에 심한 형질세포의 침

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이 MALT

형의 저등급 림프종의 변형된 형태라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

다.4 그러나 MALT형의 저등급 림프종의 경우 종양세포 주변

으로 양성의 반응성으로 증식한 림프여포가 존재하며 특징적인

림프상피성 병변이 보이고 중심세포(centrocyte)와 유사한 세포

와 단구양 세포가 보이는데, 본 예에서는 이들이 관찰되지 않는

점과 종괴가 순수한 형질세포로만 구성된 점으로 감별할 수 있

었다. 면역세포종의 경우도 침윤하는 세포가 형질세포와 유사하

지만, 종양의 부분을 이루는 세포는 성숙한 형질세포라기보다

는 세포의 크기가 크고 소포성의 핵을 가지고 있으며 뚜렷한 핵

소체를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면역세포인 점으로 감별하 다.

일반적으로 형질세포종에서 보이는 형질세포는 단일형의 세포내

또는 간질내에 면역 로불린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IgG나 IgA

이고 세포 표면의 면역 로불린은 결핍되어 있다. 종양성 형질

세포는 정상적인 형질세포와 마찬가지로 B세포에 의해 표현되

는 세포 표면 항원이 결핍되어 있고 백혈구 공통 항원에 해서

도 음성이다. 반면에 B세포 항원 중 CD79a에 해서는 정상적

으로 반응하며, 특히 CD38에 해 강하게 반응한다. 또한

CD43, CD45 RO와 같은 T세포 항원에 반응하기도 하고 EMA

와 cytokeratin에 반응하며 드물게는 골수단핵세포 항원인

CD13, CD15에 반응하기도 한다.5,6 본 예에서는 파라핀에 포매

된 조직으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종양 세포는 LCA,

UCHL1, L26, IgG, IgA, Bcl-2, Bcl-6에 음성이었고 CD79a에

양성이었으며, IgM과 lamda light chain에 양성인 단클론성의

면역 로불린을 보 다. 따라서 본 증례는 조직학적 소견과 면

역염색 결과가 전형적인 형질세포종과 일치하 는데 세포질내

단클론성의 IgM이 표현되는 것은 매우 드문 예이다. 원발성 형

질세포종의 원인으로 바이러스 감염, 면역부전, 유전자 돌연변

이 등이 동물실험에 의해 입증되었지만 인간에 있어서의 병인은

아직도 연구 중이다. 최근 장기이식 후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서 발생한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과 EBV와의 연관성에 관

해 보고된 바가 있고 특히 한국인의 경우 EBV type A와 관련

이 있다고 한다.7 치료는 외과적 절제와 함께 방사선치료, 화학

요법을 병행한다. 일반적으로 원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의 예후

는 다른 림프증식성 질환에 비하여 좋은 편으로, 외과적 절제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평균 생존은 7-9년이다. 그러나 원

발성 골수외 형질세포종의 10-20% 정도에서 치료 후 수개월에

서 수년간 추적 조사 시 다발성 골수종으로 전환되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어 주기적인 추적 조사를 필요로 한다.8 환자는 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방사선치료와 복합 화학요법을 시행받았

고, 3년 후인 현재까지 재발이나 전이 없이 양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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