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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Hydatidiform Mole in Early Gestation
: A Clinicopathologic Study of 51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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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With the widespread use of high resolution ultrasound in early pregnancy peri-
ods, poorly formed diagnostic features of complete hydatidiform mole (CHM) (which mimics
normal or nonmolar gestation) often lead to a confusion of CHM with partial mole, hydropic
abortion or nonmolar chromosomal abnormalities. Methods : We studied the clinicopatho-
logic findings in 51 early CHM, evacuated before 12 weeks of gestation to characterize the
early histologic changes. Results : Conventional diagnostic features were not uniformly identi-
fied; extensive cavitation was identified in 51.0%, trophoblastic hyperplasia in 49.1%, and
avascular villi in 13.7%. The characteristic histologic features of early CHM were cellular and
basophilic stroma (82.4%), bulbous projection with linear intervening clefts (76.5%), and apop-
totic stromal cells (84.3%). In 86.3%, vascularized chorionic villi showed either primitive vas-
cular network or clearly visible vascular lumen. Nonmetastatic persistent trophoblastic neopla-
sia developed in 35.3% and all were cured with single-agent or combination chemotherapy.
Choriocarcinoma did not develop in any cases. The extent of trophoblastic proliferation at ini-
tial curettage had no prognostic value for clinical progression to persistent hydatidiform mole.
Conclusions : The fact that the histologic features of CHM in early gestation are often not as
distinctive as those in later gestation should always be kept in mind in the diagnosis of concep-
tual products in early g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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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의 완전 포상기태: 51예의 임상 및 병리학적 소견

완전 포상기태는 융모의 수포성 팽창과 양모세포의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임신성 융모막 질환으로 비정상적 수정에 의해

모계의 DNA 없이 부계의 DNA만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1 인종에 따라 유병률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약

20-30%에서 지속성 융모막 질환으로 이행하거나 약 2%에서

융모막 암종이 발생하므로,2,3 이보다 적은 비율로 지속성 융모

막 질환이나 융모막암종으로의 진행을 보이는 부분 포상기태나,4

수포성 변화를 보이는 계류유산 등과의 조직학적 감별이 중요하

다.5,6 최근에는 해상도가 높은 질 초음파의 발달로 특징적인 완

전 포상기태의 소견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임상적으로 융모막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하고 소파술을 시행하게 됨에 따

라, 소파 산물에서의 조직학적 진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2,7 최근 저자들은 임신 초기의 소파 산물에서 포상기태의

진단적인 조직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수포성 유산으로 진단

했었던 예에서, 계속되는 질출혈로 4-5주 후에 자궁을 적출하여

전형적인 침윤성 기태의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낸 예들을 경험한

후, 임신 초기의 포상기태의 조직학적 소견에 관한 재조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 다.

완전 포상기태, 부분 포상기태, 수포성 유산의 진단은 이제까

지 주로 융모의 조직학적 소견, 태아 조직의 유무, 유세포에 의

한 DNA 배수성 분석, 그리고 안드로겐생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imprinting

기전에 의해 모계 유전자에서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p57kip2

단백이 완전 포상기태의 세포성 양모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

아 완전 포상기태와 부분 포상기태의 감별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이에 저자들은 임신 12주 이전의 소파술

혹은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예들을 상으로 임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p57KIP2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소견을 종합하여 완

전 포상기태라고 생각되는 51예의 병리 소견을 분석하여 이 시

기의 완전 포상기태의 조직학적 소견에서 이전에 기술된 소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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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점이 있는지, 혹은 진단에 도움이 되는 조직학적 소견

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 다. 특히 융모내의 혈

관의 발달은 융모내 부종이 심하거나 중심수조가 형성된 경우에

는 잘 관찰하기 어려워 Factor VIII과 CD34에 한 면역조직화

학 염색으로 확인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199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본 병원 진단병리과에

의뢰된 검체 가운데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 산물로써 융모의 수

포성 변화가 보이는 예들을 3명의 병리의사가 조직학적으로 재

검토하여 조직학적 소견만으로 1) 완전 포상기태가 분명한 예,

2) 완전 포상기태와 부분 포상기태의 구분이 어려운 예, 3) 포

상기태와 수포성 유산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예, 4) 수포성

유산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예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1)에 해당

하는 45예, 2)의 예 중 통상적인 방법의 유세포 분석을 통한

DNA 배수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배수성을 보인 8예, 그리고

4)에 해당하는 예 중 임상적으로 포상기태가 의심되어 임상 추

적하던 중 침윤성 기태로 이행된 2예를 포함한 55예를 일차로

선택하 으며, 이 가운데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위한 조직 절편

을 얻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p57KIP2 (1:200, clone 57P06,

Neomarker, Frement, CA, U.S.A.)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을 시행한 후 융모를 피복하는 세포성 양모세포에 음성이었던

51예를 이 연구의 관찰 상으로 하 다.

방법

임상적 소견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토 로 하여 임신 주수,

치료 방법, 치료 후 추적 관찰 결과를 조사하 다. 조직학적 소

견은 주로 완전 포상기태와 부분 포상기태 그리고 염색체 이상

을 동반하는 태반에서 자주 관찰되는 소견으로 문헌에 기술된

사항들, 즉 융모 기질내의 혈관의 유무, 양모세포의 증식 정

도, 융모 윤곽의 굴곡성, 기질의 성상, 기질 세포의 세포자멸사,

기질 내부에 낱개로 흩어진 양모세포의 존재 유무를 중심으로

관찰하 다.2,5-7 융모 기질내 혈관의 존재 유무를 알기 위하여,

광학현미경 소견에서 분명한 혈관의 내강이 관찰되지 않았던 11

예에서는 Factor VIII (1:600, Dako, Carpinteria, U.S.A.)과

CD34 (1:2,500, Immunotech, , Marseille, France)에 한 면

역조직화학 염색을 병행하 고,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가 관

찰되는 경우에는 혈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양모세

포의 증식 정도는 정상 임신 혹은 수포성 유산에서와 같이 위축

된 단층의 상피, 혹은 세포성 양모세포와 합포체 양모세포로

이루어진 2층 이하의 세포로만 피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없음

(absent), 융모의 가장자리 전체에서 2층 이상의 미약한 증식이

있으나 이와 연결된 판상 증식이 없을 때는 경미한 증식(mini-

mal) (Fig. 1A), 융모의 가장자리 전체를 연결하는 증식과 함

께 부분적으로는 가장자리와 연결된 판상 증식을 보이는 경우는

Fig. 1. Complete hydatidiform mole at the 8th and 13th gestational weeks in a same patient. Hydropic changes of the chorionic villi with near-
ly absent trophoblastic proliferations (inlet) at the 8th gestational week mimick hydropic abortion (A). Invasive mole in the myometrium is
confirmed at the 13th week in a hysterectomy specimen (B). Trophoblastic proliferation i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the initial
curet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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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의 증식(moderate)(Fig. 2B), 가장자리 전체에서 판상

증식을 보이는 경우는 심한 증식(marked)으로 간주하 다.

(Fig. 1B) 융모의 윤곽은 완만한 곡선의 굴곡을 보이는 경우를

‘smooth', 전구 모양의 돌출을 보이는 융모가 관찰되는 경우를

‘bulbous'로, 그리고 불규칙하고 끝이 예리한 선을 형성하면서

리아스식 해안과 같은 복잡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를‘scalloped'

로 칭하 다. 융모 기질의 성상은 부종이 없이 세포 도가 높

거나 이와 함께 연골과 유사한 호염기성 기질을 가지는 경우

(hypercellular or chondroid)와 부종성 기질을 가지는 경우

(edematous)로 나누었다. 전체 융모의 50% 이상에서 기질 세

포가 없이 심한 수종과 중심수조(central cistern)를 형성하는

예, 융모 기질 세포의 세포자멸사 유무와 기질 내부에 낱개로

흩어진 양모세포의 존재 유무는 200배 광학현미경 시야에서

관찰하 다.

Fig. 2. Characteristic histologic findings of complete hydatidiform mole in early gestation. Cellular and basophilic stroma with bulbous pro-
jection in the villous outline forms intervening clefts composed of trophoblastic columns (arrow) (A). Apoptotic nuclei in the villous stroma
(B), scattered trophoblastic inclusions (C) and unipolar proliferation of trophoblasts reminiscent of normal pregnancy (polar capping) (D)
are characteristic features.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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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조직학적 소견

월경력에 의해 계산한 환자의 임신 주수는 4-12주로 다양하

으나 조직학적 소견이 반드시 임신 기간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는 않았으며, 동일한 예에서도 다양한 조직학적 소견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종래에 완전 포상기태의 전형적인 소

견으로 기술된 융모의 가장자리를 완전히 둘러싸는 중등도 이상

의 양모세포의 증식, 융모의 부종과 중심수조 형성, 혈관의 발

달이 없는 소견은 일부에서만 관찰되었다(Table 1). 광학현미

경 하에서 분명한 혈관구조를 가지거나 CD34에 한 면역조직

화학 염색 소견에 양성 반응을 보인 융모 내부의 혈관은 44예

(86.3%)에서 관찰되었으며, 내강이 분명한 혈관은 세포 도가

높거나 부종이 심한 융모에서는 드물게 관찰되었다. 양모세포

의 증식은 융모의 주변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융모 전반에 걸

쳐 중등도 이상의 증식을 보인 경우는 49.1%에 지나지 않았으

며, 58.8%에서는 증식을 보이는 융모가 국소적으로 관찰되거나

경미한 증식을 보 다. 2예에서는 융모의 일부에서만 경미한 증

식이 관찰되었을 뿐, 부분은 양모세포의 증식이 거의 없었

고 수포성 팽창을 보여(Fig. 1A), 소파 산물에서는 수포성 유

산이라고 진단하 다. 그러나 계속되는 질출혈과 -hCG의 상

승으로 포상기태를 의심하여 각각 4주와 5주 후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결과, 전형적인 침윤성 기태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양

모세포의 증식은 소파 수술 소견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

다(Fig. 1B).

초기 임신의 완전 포상기태에서는 세포 도가 비교적 높고

연골의 기질과 유사하게 호염기성을 띠는 융모 기질(82.4%),

전구 모양의 돌출을 보이는 융모의 윤곽과 그 사이에 형성된 틈

새(76.5%, Fig. 2A), 융모 기질 세포 핵의 세포자멸사(84.3%,

Fig. 2B), 그리고 기질 내에 흩어진 낱개의 양모세포(90.2%,

Fig. 2C) 등의 소견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양모세포의

증식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는 융모의 한쪽 방향에서 반 편에

비해 심한 양모세포의 증식을 보여, 마치 정상 임신 때 나타

나는‘polar capping'과 유사하다(Fig. 2D). 그리고 이 때 나타

난 융모의 윤곽은 비교적 규칙적이고 둥근 형태로서(Fig. 3A),

불규칙하고 예리한 끝을 가지는 부분 포상기태와는 구분되었다

(Fig. 3B). 중심수조의 형성은 26예(51.0%)에서 관찰되었으며,

Histologic findings No. of cases (%)

Blood vessels in the villous stroma 44 (86.3)
Trophoblastic hyperplasia Absent 0 (0. 0)

Minimal 30 (58.8)
Moderate 24 (47.1)
Marked 1 (2.0)

Villous outline Smooth 16 (31.4)
Bulbous 39 (76.5)
Scalloped 0 (0.0)

Villous stroma Hypercellular 42 (82.4)
Edematous 13 (25.5)

Cistern formation 26 (51.0)
Apoptosis of stromal cells 43 (84.3)
Trophoblastic inclusions 46 (90.2)

Table 1. Histologic findings of early complete hydatidiform
moles (n=51)

Fig. 3. Villous outline showing bulbous projection with intervening clefts in complete hydatidiform mole (A) is distinguished from irregular
scalloping with sharp edges in partial hydatidiform mole (B), which is shown for comparison. Villous stroma contains large trophoblastic
inclusions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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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이 심한 융모와 함께 나타나거나 세포 도가 높고 호염기성

기질을 가지는 융모와 함께 관찰되기도 하 다. 융모 기질 세포

의 세포자멸사는 주로 세포 도가 높고 호염기성 기질을 가지는

융모의 기질에서 주로 관찰되었으며, 혈관의 발달이 분명하거나

부종이 심한 성숙한 융모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양모

세포들은 46예(90.2%)에서 융모의 기질내에 한 개 혹은 몇 개

씩 군집을 이루면서 흩어져 있었고, 부분 포상기태에서와 같이

크고 분명한 구조를 이루기보다(Fig. 3B) 소수의 세포들이 부

종성 융모 기질내에 흩어져 있었다(Fig. 2C).

융모기질내 혈관의 변화

기질내 혈관의 내피세포는 CD34와 Factor VIII에 동일한 양

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임신 6-8주에 관찰된 완전 포상기태의

융모에서는 수포성 팽창이나 기질내 부종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세포 도가 높은 연골양 기질내에 분명한 혈관

구조가 없이 CD34에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낱개의 세포가 불규

칙하게 흩어져 있었다. 이 세포들은 혈관의 내강이 잘 관찰되지

않아 기질세포와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주변의 기질세포와는 달

리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혈관 내피 세포의

분화를 보인다고 생각하 다(Fig. 4A). 이어서 이 세포들은 내

강이 분명치 않은 그물 모양의 미성숙 혈관 구조를 형성하기 시

작하 고(Fig. 4B), 점차 혈관의 내강이 분명해지고 확장되었

다(Fig. 4C, D). 임신 10-12주의 융모에서는 혈관의 확장이 심

해지고 기질내의 수포성 변화가 기질의 중심 부위로부터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심 부위에서는 혈관이 소실되고 융모의 가장 자리

에서만 혈관 구조가 관찰되었다(Fig. 4E). 이 소견은 곧 융모

전체에 미만성으로 파급되어 정상 기질이 완전히 소실된 커다란

수포성 융모를 형성하 다(Fig. 4F).

치료 및 추적 관찰 결과

51예 중 48예는 소파수술 후 2-57개월(평균 17.6개월)까지

임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 으며, 이 중 30예(58.8%)는 소파수

Fig. 4. Progressive changes of blood vessels in the villous stroma from early development to degeneration are identified in the immu-
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D 34; CD 34 positive spindle cells are scattered in the hypercellular and chondroid stroma (A), and
then form branching or labyrinthine network of primitive vascular structures (B). Distinct blood vessels with clearly visible lumen (C)
are formed which are progressively dilatated (D). Hydropic changes starting in the center of stroma result in peripheral arrangement of
blood vessels (4), and diffuse edema of the stroma results in rare blood vessels in later stage (F).

D E F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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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점차적인 -hCG의 감소와 함께 완치되었고, 18예(35.3

%)에서는 지속성 융모막 질환 혹은 침윤성 기태로 진행하 으

며, 융모막 암종으로 진행한 예는 없었다. 18예 중 4예에서는 소

파수술 후 질출혈이 계속되고 혈중 -hCG 감소가 없거나 완만

하여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 으며 이 중 1예(2.0%)에서는 자

궁내막에 국한된 포상기태를, 3예(5.9%)에서는 자궁근층으로

침윤하는 침윤성 기태를 확인하 고 이 중 2예는 전자궁적출 후

항암제를 투여하 다. 11예에서는 소파수술 시행 후 혈중 -

hCG 수치가 증가 혹은 지속되어 9예는 methotrexate에 의한

단일요법으로, 2예는 methotrexate, actinomycin D, cytoxan

의 복합요법의 항암제를 투여하여 치료하 고, 그 결과 11예 모

두에서 -hCG 수치가 정상 범위로 감소하 다. 나머지 3예는

혈중 -hCG 수치가 증가하여 항암제 치료를 권유하 으나 그

후 내원하지 않아 더 이상 추적 관찰을 할 수 없었다.

고 찰

임신 초기의 완전 포상기태와 감별해야 하는 질환으로는 부분

포상기태, 수포성 유산, 그리고 Beckwith-Wiedemann 증후군,

18 삼염색체 증후군 등을 포함한 염색체 이상을 들 수 있다.10-12

완전 포상기태의 소견으로는 융모의 수포성 팽창과 융모 주변을

둘러싸는 양모세포의 증식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이 소견들은 부분 임신 초기의 후반 또는 임신 중기가

되어서야 임상적으로 융모막 질환을 발견할 수 있었던 때에 기

술된 조직학적 소견이었으므로,13 최근에 초음파 해상력이 증가

하여 융모막 질환을 임신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변

화된 여러 양상에 하여 조직학적 소견에 한 기술도 달라져

야 할 것이다.

임신 초기의 완전 포상기태에서는 부분 포상기태, 수포성 유

산, 그리고 염색체 이상에서 관찰되는 소견과 흡사하거나 중복

되는 소견 때문에 감별 진단이 어려웠던 예들도 있었다. 조직학

적 소견이 임신 기간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지만, 임신 초기

에는 양모세포의 증식이 중등도 이상으로 융모의 주변 전체를

둘러싸고 증식하는 경우가 49.1%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체를

둘러싸고 증식하는 경우에도 저배율 소견에서 정상 임신에서와

같이 양모세포가 착상 부위를 향해 융모의 한쪽 방향에서만

주로 관찰되어, 이른바‘polar capping'과 매우 유사한 소견을

형성하 다. 또한 양모세포의 증식이 거의 없이 융모 내부가

부종성 액체로 인해 팽창되어 정상 임신 혹은 계류 유산에서 보

이는 수포성 변성과 유사하게 보이는 예들도 있었다. 수포성 유

산에서는 양모세포들이 얇게 위축된 세포층을 형성하는 반면,

완전 포상기태에서는 미약하지만 양모세포의 증식을 국소적으

로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매

우 미미하여 감별진단이 어려웠다. 융모의 윤곽도 부분 포상기

태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끝이 날카로운 굴곡을 자주 형성하는

데 비해, 초기의 완전 포상기태에서는 융모 기질이 둥근 전구

모양을 하며 밖으로 돌출하고 그 사이에 틈새가 형성되는 특징

적인 소견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융모 내부에 부종성 액체가

고이고 중심부에 수조가 형성되면서, 융모가 전체적으로 확장되

어 윤곽이 완만해지고, 전구 모양의 돌출을 보이던 소견도 점차

소실되어 수포성 유산과 유사한 소견으로 변하 다. 융모내 낱

개로 흩어진 양모세포, 즉 양모세포 포함물(inclusion)은 융

모 윤곽의 굴곡이 심한 경우에 조직 절편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부분 포상기태에서 자주 관찰되는 진단적 소견이라고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융모 윤곽의 굴곡이 심한 임신 초기의 완전 포상

기태에서도 자주 관찰되었으므로 부분 포상기태의 진단적 의미

가 있는 소견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완전 포상기태에서는 융모 내부에 태아 혈관이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고, 예전에는 이것이 포상기태의 원인일 것으로 추

측하 던 적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86.3%에서 융모 기질

내의 혈관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융모기질의 변화와

혈관의 발달은 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CD34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융모 기질내의 혈관

이 발달하고 소실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정

상적으로 초기 융모 내부 액체의 생화학적 성분은 난황낭이나

산모의 혈청 내의 농도와 유사하며, 이는 모체의 혈청으로부터

수동적인 확산에 의해 생긴다.14 포상기태에서는 태아 심혈관계

의 발달이 없어 체액의 순환이 없이 기질 내부에 고이기 때문에

융모 기질내로 확산된 액체로 인한 수포성 팽창이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증가하며 이로 인해 혈관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따

라서 혈관의 소실은 포상기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기

질내의 부종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Beckwith-Wiedemann 증후군, 18번 삼염색체 증후군 등 염

색체 이상에서는 융모의 정상적인 분지가 잘 일어나지 않아 거

융모를 자주 형성하므로 초기 완전 포상기태 소견과의 감별

이 필요하다.12-15 그러나 염색체 이상에서 관찰되는 융모 주변에

는 정상에 비해 과도한 양모세포의 증식은 수반하지 않으므로

완전 포상기태와 구분되는 소견이다.

완전 포상기태의 조직학적 예후 인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

으며, 양모세포의 증식 정도와 이형증은 예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8 본 연구에서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4예

의 자궁내에 남아 있는 양모세포의 증식을 처음 소파 수술 당

시의 조직 소견과 비교한 결과 그 증식의 정도차가 매우 심하여

졌음을 보고, 초기 소파물에서 관찰된 양모세포의 증식은 완

전 포상기태의 향후 예후 및 지속성 융모막 질환으로의 진행 여

부와는 연관이 없으며 동일한 예에서도 양모세포의 증식 정도

는 임신 기간이 진행함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 포상기태의 정확한 진단은 환자에서 혈중 -hCG에 의

한 추적 관찰의 필요성과 추후 임신의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질환들과의 감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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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유세포에 의한 배수성 분석, 세포유전학적 검사 및 중합

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안드로겐생성의 확인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을 조직학적 진단에 통상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최근 imprint 유전자 산물인 p57KIP2 항체의 개발로 모

계 유전자를 가지는 부분 포상기태, 염색체 이상, 정상 임신 등

을 완전 포상기태로부터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

고,8,9 본 연구에 사용된 증례들에서도 p57KIP2에 한 면역조직

화학 염색 소견은 조직학적 소견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

어 앞으로 면역 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감별 진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확한 조직

학적 소견을 숙지하는 것이 진단의 오류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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