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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 Synchronous Cancers of Stomach, Pancreas, and Kidney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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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ous occurrence of triple distinct malignant tumors in the same patient is very rare.
We report a unique case of a triple cancer occurring in a 70-year-old Korean woman with
synchronous signet ring cell carcinoma of the stomach, renal cell carcinoma of the conven-
tional type of the left kidney, and invasive ductal adenocarcinoma and intraductal papillary
carcinoma of the pancreas. All three cancers were successfully resected simultaneously by
total gastrectomy, nephrectomy, and partial pancreatectomy with corresponding lym-
phadenectomies. This patient tolerated these surgical procedures well and led a normal
healthy life during the 18 months of follow-up. In summary, a successful resection of syn-
chronous triple cancers which has never been previously reported in such combination, i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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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췌장 및 신장에 발생한 동시 다발성 삼중암

- 1예 보고 -

진단 기술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생존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발성 원발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

다. 다발성 원발암의 발생 빈도는 모든 종양의 2-6.3%를 차지

하며,1,2 3개의 원발암이 발생하는 삼중암(triple cancer)의 발생

빈도는 상악안면 부위에서 0.89-1.8% 고,3 5,456예의 부검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삼중암 이상을 보이는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1.1% 다.4 하지만 Uetsuji 등5은 지난 세기 동안 다발성 암의

발생이 4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고하 다. 현재 다양한 조합의

동시 다발성 삼중암의 보고가 있지만, 국내 및 국외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위, 췌장, 신장 조합의 동시 다발성 삼중암 1예를 경

험한 바 문헌 고찰과 더불어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70세 여자 환자가 2년간의 상복부 불쾌감과 소화불량을 주소

로 본원을 방문하 다. 환자는 신체검사와 임상화학검사에서 특

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유전병에 한 가족력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점막에 다수의 불규칙한 궤양

들이 위의 전정부와 체부의 만에서 발견되었으며 궤양 주변의

위점막은 불규칙하 고 일부에서 점막의 주름은 서로 융합되거

나 중단되었다. 복부와 골반의 전산화단층 사진에서는 좌측 신

장의 상부에 직경 4.2 cm 크기의 불균일한 연부조직 도를 보

이는 종양이 발견되었다. 위와 신장에 생긴 두 개의 원발 종양

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 다. 개복수술 도중 췌장의 머리

쪽에 단단한 부분이 발견되어 동결절편 검사를 시행하 고 악성

종양임이 확인되었다. 3개의 원발 종양들은 위 전 절제, 좌측

신장 절제 및 부분 췌장 절제를 통해 한 번의 개복 수술로 모두

제거되었다. 전 절제한 위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불규칙한

얕은 궤양성 병변(8.5×4.5×0.4 cm)이 전정부와 체부의 만

에서 관찰되었다. 이것은 조기위암 IIb+IIc형이었다(Fig. 1A).

조직학적으로 종양은 인환세포암종으로 점막과 점막 하층을 침

습하 고, 임파절 전이는 없었다(Fig. 1B). 췌장 체부에 생긴

경계가 불분명한 병변(4.0×2.0×0.4 cm)은 단면이 회백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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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같은 경도를 보 고 국소적으로 췌장 도관이 팽창되었다

(Fig. 2A). 조직학적으로 췌장의 종양은 분화가 좋은 침윤성

선암종과 관내 유두암종이었다(Fig. 2B). 췌장 주변 신경다발

에 암세포 침윤이 있었고 췌장 주변 임파절 두 개 중 하나에서

전이가 관찰되었다. 좌측 신장에서는 상부에 구형의 종양(4.5

×4.2×4.0 cm)이 신피질에 있었다. 종양은 주위 조직과 경계

가 분명하 고 피막으로 잘 싸여 있었으며 단면은 고형성 황회

백색으로 출혈과 낭성 변화가 있었다(Fig. 3A). 조직학적으로

종양은 투명한 세포질을 가진 투명세포 신세포암종이었으며

Fuhrman 핵등급은 2/4 다(Fig. 3B). 종양은 신장에 국한되

어 있었고 신정맥으로 침입하지 않았다. 일부 암의 발생과 연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53 (1:1600, DAKO, Copenhagen,

Denmark), p16 (1:400, DAKO, Copenhagen, Denmark),

p21 (1:200, DAKO, Copenhagen, Denmark), Retinoblast-

oma (Rb) (1:40, DAKO, Copenhagen, Denmark) 단백질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위암에서 p16, p21, Rb

가 양성 반응을 보 고, p53 단백은 음성이었다. 신장의 신세포

암종은 p21과 Rb 단백이 소실되었다. 한편, 췌장암은 p53 단백

에는 강한 양성 반응을 보 으나, p16과 Rb 단백에 한 면역

조직화학 반응은 소실되었다. 즉 세 장기의 종양 세포들 간에

서로 다른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가 나왔다(Table 1).

고 찰

다발성 원발암의 정의는 Billroth가 처음 기술한 이래 여러 저

자들에 의해 수정되어 왔다.6 Warren과 Gates1는 1) 각 종양은

분명한 악성 종양의 조직 소견을 보여 주어야 하고, 2) 각각의

Antibody Stomach Kidney Pancreas

p53 - - +++
p16 + + -
p21 + - +
Rb + - -

Table 1.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udy in three tumors

Fig. 1. (A) The gastric mucosa shows an early gastric cancer,
type IIb+IIc (arrows). (B) The tumor cells show eccentric and flat-
tened nuclei and large globules of intracytoplasmic mucin.

Fig. 2. (A) The pancreas shows an ill-defined mass with focal
cystic change. (B) Ductal epithelial cells have nuclear atypia with
prominent nucleoli and mitotic figure.

Fig. 3. (A) The kidney shows a well-demarcated exophytic mass
with variegated cut surface. (B) The tumor cells are polygonal in
shape with abundant clear cytoplasm and occasional small
eosinophilic nucleoli.

A B B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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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3) 한 암에서 다른 암으

로의 전이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1977년 Moertel7

에 의해 두번째 종양이 발견된 시기가 처음 종양과 같은 시기

또는 6개월 이내면 동시성으로, 6개월 이후에 발견했을 때는 이

시성(metachronous)으로 분류하 다. 이런 정의에 의해 본 증

례는 동시 다발성 삼중암으로 정의된다. Taira 등2은 다발성 암

의 조합으로 남자의 경우 위암과 폐암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

로 위암과 식도암이며, 여자의 경우는 위암과 자궁암과의 조합

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 위암과 갑상선암의 조합이라고 하

다. 반면 Watanabe 등4은 5,456예의 부검 연구에서 부분

연관성이 있는 장기나 기관계 사이에서 다발성 암이 높은 비율

로 발생한다고 하 다. 이런 장기나 기관계 사이의 연관성에

해 Ikeguchi 등8은 위절제나 담낭절제 등으로 장내의 세균 군집

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발암성 사물들이 생겨 결장직

장암의 발생을 촉진하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 Watanabe 등4

은 폐와 신장같이 서로 접한 관계가 없는 장기나 기관계 사이

의 다발성 암의 조합은 발암물질이 체내에서 순환하는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하 다. 다발성 종양의 증가 원인으로 많은 원인

이 거론되고 있다. 치료 기술의 발달로 생존 기간이 길어져 노

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진단 기술의 발달로 증상이 없는 병변을

검출할 수 있게 된 것도 다발성 암을 증가시키는 원인들이다.2

또한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다발성 암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데 유전자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1953년 Slaughter 등9은 동

일한 발암물질로 인해 같은 계통에 생긴 다발성 암에 해 역

종양화(field cancerization) 개념을 도입하 고, 최근 분자생물

학의 발달로 Bedi 등10은 공통 클론 기원(common clonal ori-

gin) 이론으로 두경부에 생긴 다발성 암을 설명하 다. DNA

부적합 보수계(DNA mismatch repair system)의 이상 또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11 다발성 암의 예후에서

부가적인 종양이 발견될 경우 예후가 나쁜 경우가 있는 반면,7

736예의 장암 연구에서는 임상 증상이 조기에 나타난 22증례

(3%)의 다발성 암이 오히려 단일 암종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더

좋았다(54.5:44.5%).12 다발성 암에서 처음 발견한 원발암 후에

생기는 암들은 Lee 등13의 연구에서는 약 반수에서 5년 이내에

발생했으며, Watanabe 등4은 3년 이내에 47.9%가, 그리고

Ikeguchi 등7은 조기위암 절제 10년 이후 반수 이상에서 다른

원발 암종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조사 상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다발성 암은 발견 당시 수술이 불

가능한 경우가 많아 보통 화학치료나 방사선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다. 수술이 가능할 경우 가능하면 한 번의 수술로 모든

암을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다발성 암을 가진 환

자들이 보통 고령이고 광범위한 수술을 견딜만한 체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수술을 권하고 있다.2 하지만 본 증례와

같이 동시 다발성 암을 한 번의 수술로 모두 제거한 13증례가

일본에서 보고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13명 중 3명은 수술 후 2,

6, 9개월 만에 암으로 각각 사망하 고, 74세 남자 환자는 삼중

암을 한 번의 수술로 모두 제거 받은 뒤 66개월까지 재발 없이

추적 관찰되었다.13 본 사례에서 환자는 비록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잘 견디어 내었고 추적 18

개월 동안 재발이나 합병증 없이 지내고 있었다. 환자는 소화불

량의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임상 증상이 없었고 비교적 건강

하게 지냈으며 가족력상 가족성 암증후군 등과 같은 암 발생이

많을 것으로 기 되는 유전적 소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환자는 흡연, 음주, 직업적 유해 물질 등에 한 노출의 과거력

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발성 암에 한 의심을 하지

않을 경우 진단 과정에서 다른 원발 암종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

성이 높았다. 그래서 Okajima 등6은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 한

건강 검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시하 다. 본 증례에서 3개의

암은 조직학적으로 다른 암이고 또한 일부 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p53, p21, p16, Rb 단백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도 각기 다른 발현을 보여 주어 3개의 암은 독자적인

암 발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동시 다발성

원발암은 아직 드물게 보고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문제로

두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어떤 장기별로 다발성 암의 조합이

잘 발생하는지와 언제 잘 발생하는지에 관한 자료는 환자의 추

적 관찰에 중요하므로 이것에 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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