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6

한병리학회지: 제 35 권 제 3 호 2001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1; 35: 256-8 

Myxoglobulosis of the Appendix
- A Case Report -

Jong Yup Bae and Jong Woo Kim1

Departments of Anatomic Pathology and 1General Surgery, Kumi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Kumi, Korea

Myxoglobulosis of the appendix is a rare and peculiar form of appendiceal mucocele. It is
characterized by pearl or fish egg-like mucin globules in the lumen. We report a case of myx-
oglobulosis of the appendix in a 31-year-old man. Myxoglobules are composed of
eosinophilic necrotic cell debris and mucin in the central nidus and lamellar structures alter-
nating with necrotic cell debris and mucin in the peripheral zone. A stirring effect produced by
vigorous appendiceal peristalsis may contribute to its lamella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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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의 점액소구증

- 1예 보고 -

충수의 점액소구증은 강내에‘진주’또는‘생선알’과 유사한

점액소구를 특징으로 하는 점액낭의 한 형태이다. 임상적으로는

충수염과 유사하여 절제 후 우연히 발견되거나 부검에서 발견되

는 예가 부분이다. 병리조직학적으로 상피 세포는 부분 궤양

으로 박탈되거나 일부 가중층 원주상피로 되어 있어 주로 저류

점액낭 형태로 나타난다. 점액소구는 개 유동성이고, 호산성의

과립상 물질과 점액이 섞인 핵 부위와 점액 성분이 층판 구조를

이루는 변연부로 구성되어 있다. Latham이 1897년에 처음 기술

한1 이후 1970년부터 현재까지 어 문헌에 약 9예가 보고된 희

귀한 질환이다.2-5 절제 충수를 상으로 한 보고에 의하면 약

47,000예 중 1예,1 또는 50,000예 중 8예6 정도의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국내 문헌 보고는

없다.

이에 저자들은 매우 인상적인 육안 소견을 보이는 충수 점액

소구증 1예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31세 남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시작한 우측 하복부 통증을 주

소로 내원하 다. 진찰 소견상 충수염 의진 하에 절제된 충수는

길이가 7 cm 고 팽 된 원위부 3/4은 직경이 2 cm이 다. 장

막층은 특이 소견이나 천공이 없었다. 강내에는 0.3-0.5 cm 정

도의 반투명 회백색 유동성 점액소구들과 액상 점액이 가득 차

있었다(Fig. 1). 충수의 벽은 얇고 몇 개의 게실이 관찰되었다.

근위부는 점막하부의 섬유화로 강내 협착이 있었다.

병리조직소견상 팽 부의 점막층은 부분의 점막 주름이 소

실되어 단순한 구조 다. 점막을 피복하는 세포들은 정상과 달

리 부분 술잔 세포로 되어 있고 소수의 장 흡수 세포도 있었

다(Fig. 2). 점막의 림프 조직은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다. 몇 개

의 게실 주위를 포함하여 국소적으로 다핵형 염증 세포 침윤이

있었고 미란이 동반되어 있었다. 강내 점액소구의 중심부는 염

증 세포 크기의 호산성 과립 또는 형태가 없는 호산성 물질이었

으며 일부는 핵을 가진 변성된 염증 세포들이 점액과 불규칙하

게 섞여 있었다. 점액소구의 변연부는 호산성의 과립상 물질과

호염기성의 물질이 한 층을 이루고 점액 성분층이 교차하며 층

판 구조를 이루어 나무의 나이테를 연상케 하 다. 층판 구조의

변연부로 갈수록, 그리고 점액소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핵을 가

진 변성된 세포 수는 더 많았다(Fig. 3). 이런 점액소구 내의

점액은 술잔 세포의 세포질과 같이 PAS 염색에 적자색으로 염

색되었다. 근위부는 주로 점막 하부의 섬유 조직과 지방 조직이

증식하여 협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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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충수의 점액소구증은 점액낭의 한 특이한 형태로서 부분 충

수염과 같은 외과적 복부의 양상이나 부검으로 우연히 발견된

다. 일부에서는 점액소구에 특징적인 원형 또는 난원형의 석회

화가 동반되어 방사선 검사에서 진단된 예도 있다.3 또 일부에서

는 충수의 천공으로 복막 가성점액종이나 복막염의 양상을 취하

기도 하여 점액낭의 임상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정확한 빈도는

알기 어려우나 Hollstrom의 보고에 의하면 47,000예의 절제된

충수 중 1예의 빈도를 보 고,1 Collins는 50,000예의 검체 중 8

예에서6 점액소구증을 관찰하 다. 국내에서는 아직 문헌 보고

가 없고 박 등7이 2,159예의 절제 충수를 관찰한 결과, 점액낭이

8예 있었으나 점액소구증에 한 언급은 없었다. 병리조직학적

으로 보고된 예들의 상피는 궤양으로 박탈되고 없거나 가중층

원주상피로 되어 있어 점액낭의 분류에 의하면 저류낭의 형태가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점액낭에서처럼 점액낭선암과 연관된

예의 보고는 없다. 

지금까지 보고된 예들을 고찰하면 생성에 필요한 조건은 첫

째, 충수 강의 협착 또는 폐쇄, 둘째, 지속적인 점액의 생성 등

이다. 이는 점액낭의 생성 요건과 같으며 어떻게 이런 소구 형

태를 이루는지에 한 설명은 Lubin 등2의 가설이 유력하다. 즉

처음에 충수 벽으로부터 육아조직이 형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점

액이 응집한 후, 이 육아조직이 충수 벽으로부터 격리된 후 괴

사된 것이 점액소구로 성장하는 핵이 된다는 가설이다. 그가 기

술한 육아조직 내에 과립상의 호산성 물질들이 본 증례와 같이

괴사 세포들일 가능성이 있다. Gonzalez 등5의 보고에서도

Lubin 등이 기술한 중심부 육아조직은 관찰할 수 없었고 호산

성의 과립상 물질이 괴사 세포일 것이라고 기술하 다. 중심 핵

의 외부는 균등질의 점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 으나 그

림을 보면 오히려 본 예에서와 같이 괴사된 세포 성분과 점액이

교 로 층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술된 예

Fig. 1. The appendiceal lumen is filled
with pearl- or fish egg-like mucin glob-
ules. A diverticulum is seen.

Fig. 2. The appendiceal wall is attenuated and the mucosal
epithelium is largely lined by mucus secreting cells.  

Fig. 3. The central portion of the myxoglobule is composed of
mucin and amorphous eosinophilic material. Its peripheral portion
is laminated by alternation of mucin and cellular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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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본 증례를 분석하면 중심부는 괴사된 세포들과 점액으로

불규칙한 응집 핵을 형성하고 일단 핵이 형성된 후 강내 점액과

괴사된 세포 성분이 교 로 층판 구조를 이루며 견고하게 성장

하여 소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에서 일부 소구

들의 가장자리는 괴사 세포 성분이 다소 불규칙한 면을 형성하

고 있고 유핵 세포들이 자주 관찰된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

면 다시 점액층으로 다져지고 내부의 세포들은 괴사되어 호산성

과립으로 변하리라 추측된다. 그리고 핵이 형성된 후 소구의 성

장에는 Sage 등5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근위부가 협착된 점액낭

의 활발한 유동 운동에 의한 교반효과(stirring effect)가 작용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충수 점액소구증의 임상적 의의는 아직 점액낭과 별다른 차이

가 없으며, 다만 형태학적 특징을 잘 기술해 주는 용어에 불과

하다. 결론적으로 충수의 점액소구증은 점액낭의 특이한 형태학

적 변형이며, 그 형성 과정은 괴사 세포 성분과 점액이 핵을 이

루며 층판 성장은 괴사 세포 성분과 점액이 교차하여 이루어지

고, 여기에는 유동 운동에 의한 교반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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