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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GISTs) are relatively uncommon soft
tissue sarcomas that can be located in any part of the digestive system. GISTs originate
in specialized nerve cells located in the walls of the digestive system. This case report
is about a 53-year-old airman who was recently diagnosed as peritoneal GISTs. He
got a surgical removal of the tumor and chemotherapy, including imatinib (Gleevec®).
Although his GISTs have shown excellent clinical progress, he still needs ongoing
treatment. This case involves an airline pilot applicant for Class-I medical certification
who has had GISTs under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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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증례보고

신체검사상 전반적 특이 소견은 없었다. 좌측 귀의 경도 감각신경
성 난청, 지방간 및 간낭종, 좌하폐야에 양성 석회화 결절이 관찰

이 사례는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했던 53세 남성에 대

되었다. 마지막 신체검사 후 9개월 경과 시점에 GISTs 진단을 받

한 것이다. 만성적인 복통으로 내원하여 복막에 광범위하게 전이

았다(Table 1). 과거력상 약 10년 전 개방성 족부 골절로 6주간

된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GISTs)

입원했었고, 암 발병의 가족력은 없었으며, 모친이 당뇨병과 고혈

®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제인 imatinib (Gleevec , 400 mg/

압으로 치료 중이었다. 음주는 소주 1병(혹은 맥주 1/2병)을 월1

day) 치료를 시작하였다. 투약 후 15개월 경과 시점에 종양의 크

회 30년간, 흡연은 10갑년(1/2갑×20년), 커피는 하루 1잔 정도,

기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고 전이 병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운동은 걷기 위주로 주3회 1시간 정도 하고 있었다. 1999년 항공

향후 계속적인 항암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사에 입사하여 중장거리 비행을 주로 하였고 6년 전부터 B777 기

치료 및 병가 휴직을 시작한지 22개월 경과 시점에 추적 검사

장으로서 발병 당시까지 약 1만 550시간 비행을 하였다.

한 전산화단층촬영결과 병변 부위의 현저한 감소(minimal or
residual lesion after resection) 소견을 보였으며, 항공업무 복

II. 고

찰

귀를 위하여 제1종 항공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는 보통 체형으로 과거 군 재직 기간부터 발병 시점까지

GISTs는 일반적으로 위장관 및 복막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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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test results at diagnosis
Test

Results

Dynamic CT

Soft tissue masses were observed to spread widely along perisplenic space, hepatorenal fossa, hepatoduodenal ligament,
peritoneum, and mesentery.

FDG-PET

Multiple hypermetabolic malignant soft tissue masses in the peritoneum (up to 13 cm), suspected primary peritoneal
malignancy

Pathology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mitosis (3/10 HPF), necrosis (present)

Immunohistochemistry

P53(focal weak, +), c-KIT(CD117)(weak +), Ki-67(30% +), DOG-1(+)

암(adenocarcinoma)에 비하면 드물지만 위장관 육종(sarcoma)

III. 항공의학적 고찰

중 가장 흔하여 전체 육종의 5%를 차지한다. GISTs는 상피세포가
아닌 중배엽 기원의 육종으로, 위장관 근육층에서 위장관 운동을
조율하는 Cajal 간질세포에서 기원한다[1,2].

일반적으로 GISTs의 원발병소는 60~70%는 위에 20~30%는
소장에 발생하지만 이 사례는 다발성으로 복막에서 관찰되었다.

병의 원인이나, 병변의 위치, 전이 양상 등이 위암과는 전혀 다

수술 기록지에 의하면 0.3~7.5 cm 크기의 여러 개의 종양조직을

르고 잘 생기는 곳이 위장 근육층과 복막이어서 내시경검사로 찾

제거하였고 병리조직 검사상 방추형, 세포분열 및 괴사가 동반되

기도 어렵고 발생기에 뚜렷한 증상도 없어 대부분 우연히 발견하

었다. 정리하자면 전이성 복막 GISTs이며 원격전이는 없으나 주

게 된다. 종양이 상당히 커지면 배에 혹이 만져지거나 복통이 생

변 림프절 전이 및 비교적 큰 종양이 관찰되며 세포분열이 3/10

기거나 종양이 위장관으로 자라면서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고, 장

HPF (high power field)로, 악성 잠재력(malignant potential)

관 내로 터져 나오면 장출혈, 복강 내로 터지면 복막염과 복강 출

이 50%가 넘는(5 cm 이상 크기의 종양 & 세포분열수가 >5/50
HPF 조건에 해당) 것으로 평가되었다.

혈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경우 주요 전이 장기
는 간과 복막이다. 검사는 복부 및 골반 CT검사가 필수적이다.

Imatinib은 만성골수성백혈병(CML) 및 c-KIT (CD117)양성

GISTs의 85~90%에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인 KIT 또는

의 GISTs에 사용 가능한 항암제로 미국 식약청(U.S. Food and

PDGFRα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되는데 이것이 간질세포의 표
지자가 된다. GISTs 진단은 임상 및 조직학적 소견에 근거하고 있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받았다. 항공신체검사 업

고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와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통하여 확진되

하지만, 병이 완치되고 약물 부작용이 없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허

고 있다. 그러므로 c-Kit, DOG1, CD34, PKC 및 PDGFRα 항체
에 대한 객관적인 면역염색 자료가 필요하며 이것은 진단과 항암

가를 받아야 한다[4].

제 사용여부 및 항암제 반응효과를 예측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다

tinib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좋아 잔여 병소가 거의 없는(minimal

[1].

or no residual lesion) 상태로 개선되었고 회복상태가 양호하다.

무 매뉴얼에 따르면, 만성골수성백혈병에 Imatinib을 사용 가능

본 사례의 경우 수술로 모든 병소가 제거된 것은 아니나 Ima-

GISTs는 연간 인구 100만명당 10~20명에서 발생하며 전체환

다만 지속적인 Imatinib 치료를 권고 받은 상태이다. 통상적으로

자의 20~30%가 악성 경과를 보인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

암 치료 후 비행 복귀는 모든 암 병소가 소실되어야 하고, 치료가

으며 55~65세에서 빈발하지만 20~30대 및 소아에서도 발생하

종결되고 1년의 비행 정지 및 관찰 기간을 가지며 암 종류, 병기,

고 있다. 또한 다른 위장관 암과 달리 원발장기의 침윤 정도나 림

재발률, 치료 경과에 따라 관찰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4].

프절 전이 등이 치료방침 결정과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

조종사에게 발생한 복막 GISTs의 사례가 다양하지 않지만, 비

면 원격전이 여부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행 복귀를 고려할 때 다음의 3가지 사항, 즉 (1) 완전 관해 상태인

원격전이가 없다면 수술이 1차적인 치료이며 원격전이가 있다면

가?, (2) 항암치료제의 부작용이 없는가? (3) 항암 치료 후 회복되

전신적인 약물 치료가 1차 치료가 된다. 원격전이가 없는 경우 예

었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원발장기, 종양의 크기, 종양세포의

사료된다[3].

세포분열 수 등이며 원발장기가 위인 경우가 소장인 경우보다 예

우선 “완전 관해 상태인가?” 대한 평가를 보면, 잔여 병소가 모

후가 좋고, 종양이 크고 종양세포의 세포분열 수가 많을수록 예후

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수술과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

가 나쁘다.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요인보다 종양 돌연

고 약 2년 동안 재발 및 악화의 증거가 없는 상태로 향후 항암치료

변이의 위치와 종류가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에 더 중요한 요소로

가 지속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Imatinib의 부작용은 없는가?”에

간주한다[2]. Imatinib은 55%의 종양에서 크기를 50~80% 감소

대한 평가를 보면, 현재까지 특이 부작용은 없지만 장기적 복용에

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다. 수술로 완전 절제하더라도 재발률이

따른 부작용 및 약물 내성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고 흔치 않는

40%이고 평균 수명은 66개월이다[3].

부작용이긴 하지만 시야 흐림, 실신, 졸리움, 저혈압, 심부전 등 항
공업무의 안전성 측면에 있어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추적 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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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3]. 마지막으로 “전신상태가 양호한가?”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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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현재는 특이소견이 없는 정도로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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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를 종합하여 비행복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IV. 판정결과
현재 상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관찰이 더 필요하
여 1종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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