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발암 근치술 후 Krukenberg tumor

발병 예측 인자에 대한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성   훈



원발암 근치술 후 Krukenberg tumor

발병 예측 인자에 대한 분석

지도 박  찬  규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성   훈



김성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6월   일



감사의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깊은 애정과 자상한 지도로 이끌어 

주신 박 찬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연구를 위하

여 각별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라 선  조교수님, 조 남훈 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를 아껴주

시고 지켜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일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상곤, 상명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저 자 



차  례

국문요약 ·····················································································································1

Ⅰ. 서 론 ····················································································································4

Ⅱ. 재료 및 방법 ······································································································6

1. 연구 대상 ·······································································································6

2. 연구 방법 ·······································································································6

3. 통계 및 분석 ·································································································8

Ⅲ. 결 과 ····················································································································9

1. 연구 대상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9

2. 원발성 종양의 위치와 전이된 난소 위치와의 관계 ···························12

3. 원발암에서 MMP-2, -9의 발현 ·····························································12

4. MMP-2, -9의 발현과 Krukenberg tumor 발병까지 기간과의 관계 ···14

Ⅳ. 고 찰 ··················································································································15

Ⅴ. 결 론 ··················································································································21

참고문헌 ···················································································································22

문요약 ···················································································································25



그림 차례

Figure 1. Immunohistochemical detection of MMP-2 in gastric

cancer tissue, showing stromal overexpression(×400). ···········13

Figure 2. Immunohistochemical detection of MMP-9 in colon

cancer tissue, showing stromal overexpression(×400). ···········13



표 차례

Table 1. Distribution of clinical prognostic parameters in gastric cancer 

patients ···································································································10

Table 2. Distribution of clinical prognostic parameters in colon cancer 

patients ···································································································1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imary tumor site and Krukenberg tumor 

site ···········································································································12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MP-2, -9 expression and relapse free 

interval ····································································································14



- 1 -

국문요약

원발암 근치술 후 Krukenberg tumor 

발병 예측 인자에 대한 분석

전이성 난소암은 전체 난소암의 5-6%를 차지하며, 이들 중 Krukenberg 

tumor는 30-40%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물지 않은 질환이다. 현재까지 이 

종양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종양 감축술 이외의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

으며, 그 예후 또한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이의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인

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에 있어 가장 호발

하는 암인 위암과 근래에 들어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에서 

Krukenberg tumor가 발병하기까지의 기간과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원발

암 근치술 당시 소견, 그리고 종양의 전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matrix metalloproteinase(MMP)-2, -9 발현 정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

다. 

1986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본원에서  Krukenberg tumor로 진단받

은 총 54예(원발암별로는 위암 38예, 대장암 16예)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원발암 근치술 당시 소견, 

Krukenberg tumor 발병까지의 기간을  조사하 으며, 현재 MMP-2와 -9

의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이 가능하 던 32예(위암 20예, 대장암 12예)를 연

구 대상으로 하 다. 

위암 근치술을 시행받은 연령은 38.2±9.7세, 발병까지의 기간은 평균적

으로 11.7개월이었고, 50세 미만인 경우가 33예(86.8%)로 대부분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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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예(63%)에서 양측성으로 발병하 다. 대장암 근치술을 시행받은 연령은 

51.7±11.6세, 발병까지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4.8개월이었고, 50세 이상인 

경우가 10예(62.5%)이었으며, 9예(56.2%)에서 단측성으로 발병하 다. 이 

두 환자군 모두에서 환자의 연령, 원발암의 조직학적 형태, 분화도, Lauren 

classification(위암의 경우), 최대 직경, 위치, 림프절 전이 정도, Duke's 

stage(대장암의 경우) 등과 Krukenberg tumor가 발병하기까지의 기간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원발암의 침윤 깊이에 있

어서는 위암의 경우 그 유의성이 없었으나, 대장암 경우는 침윤 정도가 깊

을수록 Krukenberg tumor 발병까지의 기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MMP-2와 -9는 신생 혈관의 생성과 악성 종양의 전이에 연관성이 있다

고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이들

의 발현과 Krukenberg tumor 발병 기간까지의 관련성은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현재까지 Krukenberg tumor의 발병에 관여하는 예

후 인자로 보고되고 있는 50세 미만의 연령과 원발암 근치술 당시 7개 이

상의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위암의 경우), 젊은 연령과 원발 종양이 

진행된 병기를 갖는 경우(대장암의 경우) 등은 원발암 근치술 후 

Krukenberg tumor가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예측하는데는 효용성이 없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장암의 경우 수술 당시 깊은 침윤을 보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Krukenberg tumor가 발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MMP-2와 -9가 악성 종양의 전이에 관여한다고는 하지만 Krukenberg 

tumor 발병까지의 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원발암 근치술 후 Krukenberg tumor의 발병율(3년내 6.7%)이 

낮기는 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발병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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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폐경 이후의 환자에서는 난소

에 대한 이차적인 종양 감축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난소 적

출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폐경 이전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 적출에 따

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난소 적출보다는 조기에 이를 발견하기 

위한 가능한 분자 생물학적 검사를 포함한 철저한 추적 관찰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Krukenberg tumor, 발병 기간, 예측 인자, MMP-2, M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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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암 근치술 후 Krukenberg tumor 

발병 예측 인자에 대한 분석

<지도교수  박 찬 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성 훈

Ⅰ. 서  론

Krukenberg tumor는 전이성 난소암의 30-40%를 차지한다. 병리학적으

로는 Krukenberg(1896)에 의해 1) 난소 내에 종양이 존재하며, 2) 세포 내

에 점액을 분비하여 signet ring cell을 형성하여야 하며, 3) 미만성 기질 침

윤이 육종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낼 때로 정의되었다.
1
 이후 Schlagenhaufer 

(1902)에 의해 위장관계로부터 난소에 전이되어진 상피 세포 기원의 종양

으로 폭넓게 정의되었다.2 

원발암이 난소로 전이되는 기전으로는 1) 직접 침윤, 2) 표층 유두상화, 

3) 림프절을 통한 전이, 그리고 4) 혈행성 전이 등의 가설이 있다.
3
 이들 중 

lumbar lymph node를 통한 림프절을 통한 전이나 혹은 배란을 통해 손상 

받은 난소의 표면에 직접적인 암세포의 접촉에 의한 전이가 가장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가장 흔한 원발암이 위암이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대장, 유방, 담도계에서 

유래되어질 수도 있고, 드물지만, 자궁 경부나 방광에 발생한 원발암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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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발암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원발암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환이 진단되었을 경우에 진행

이 많이 되어진 악성 종양으로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4-7
 

김등(1999)에 의하면 Krukenberg tumor는 위암 근치술을 시행받은 환자군

에서 3년 이내에 6.7%에서 발생하며, 수술 당시 7개 이상의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50세 미만의 환자를 임상적 고위험군으로 분류하 으며,
8
 MacKeigan

등(1979)과 Graffer(1983)등은 대장암으로부터 전이된 Krukenberg tumor의 

경우 젊은 여성의 진행된 대장암의 경우에 호발한다고 보고하 다.9,10 

현재까지 Krukenberg tumor의 치료로는 발생 후 이차적인 종양 감축술 

이외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
11
 김등(2001)은 난소의 이차적인 종양 감

축술 시행 후 육안적 잔류 종양이 남았을 경우 7.5개월, 남아있지 않았을 

경우 10.9개월의 평균 생존 기간을 기대되어지며,
12
 McGill등(1998)은 난소

에 대한 이차적인 종양 감축술이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그 

예후가 20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11 이러한 불량한 예후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Krukenberg tumor가 진단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

여 원발암 근치술 후 발병까지의 기간과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원발암 근

치술 당시 수술 소견, 그리고 종양의 전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MMP-2, -9 발현 정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Krukenberg tumor가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규

명하는 것은 더 나아가 원발암 근치술시 미리 예방적으로 난소 적출을 시

행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혹은 고위험군에서 원발암 적출술 후 난소의 보

다 철저한 추적 관찰을 통하여 발생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환자의 생존 기

간의 연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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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86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산

부인과, 종양 내과 및 일반 외과에 내원하여 Krukenberg tumor로 진단 받

은 38명의 위암 환자와 16명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면역 조직 

화학적 염색은 현재 MMP-2와 MMP-9의 염색이 가능하 던 32개(위암 

20개, 대장암 12개)의 paraffin block을 사용하 다. 

2. 연구 방법

가. 임상․병리학적 예측 인자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추적 관찰하 다. 38명의 위암 환자에 

대해서는 위절제술 당시 환자의 연령, WHO 조직학적 분류, 조직학적 분화

도, Lauren classfication, 종양의 크기, 침윤 깊이, 원발암의 위치, 림프절 

전이 유무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Krukenberg tumor가 발생하기까지 기간

과의 연관성을 조사하 다. 16명의 대장암 환자에 대해서는 대장 절제술 

시행 당시 환자의 연령, WHO 조직학적 분류, 조직학적 분화도, 종양의 크

기, 침윤 깊이, 원발암의 위치, 림프절 전이 유무, Duke's stage를 조사하

여 이에 따른 Krukenberg tumor가 발생하기까지 기간과의 연관성을 조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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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발암에서 MMP-2, -9의 면역 조직 화학적 염색에 의한 발현

(1) MMP-2, 9의 면역 조직 화학적 염색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고 파라핀 포매한 조직을 4㎛ 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xylene으로 15분간 탈파라핀하고 10%, 90%, 70%의 알코올

을 각 3분씩 거쳐 증류수로 함수시켰다. 내인성 peroxidase의 활성을 억제

하기 위하여 3% 과산화수소수로 10분간 처리한 후 항원의 노출을 위하여 

citric acid buffer에서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30분간 끓 다. 30분간 실온에

서 식힌 후 PBS buffer로 10분간 처리하 다. 일차 항체인 MMP-2, 

MMP-9(Neomarkers, Fremont, CA, USA)을 각각 1:100으로 희석하여 4℃

에서 밤샘처리한 후 anti-mouse and rabbit-Ig(DAKO, Carpinteria, CA, 

USA)을 20분간 처리하여 비특이적 결합을 억제하 다. PBS에서 10분간 

처리하고 이차 항체(DAKO, Carpinteria, CA, USA)를 20분간 처리하 다. 

다시 PBS buffer에서 10분간 처리한 후 Streptavidin-HRP (DAKO, 

Carpinteria, CA, USA)를 20분간 처리하 다. PBS buffer에 10분간 처리한 

후 DAB chromogen kit (ScyTek, Utah, USA)로 발색한 다음 증류수로 

씻어 낸 다음 Mayer's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을 하여 각 항원을 발현

하는 세포와 부위를 조사하 다.

(2) 면역 조직 화학적 염색의 판정

면역 조직 화학적 염색의 판독은 일부 기질에 염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종양세포에 염색되는 것을 양성으로 판정하여 염색 범위와 강도에 따라 각

각 (-), (+), (++)으로 나누었다. 종양세포의 50% 이상에서 강 양성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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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 종양 세포의 10% 이상 50% 미만에서 약 양성을 보인 경우를 

(+)로 하 다. 종양세포의 10%이하에서 약 양성이거나 염색이 되지 않는 

예를 (-)로 하 다. 

3. 통계 및 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SAS V8.2를 이용

하 으며, 기술통계값은 평균±표준편차, 또는 전체에 대한 백분율로 표현

하 다. Krukenberg tumor의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향을 주는 요인 분

석에는 two sample t-test, chi-square 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비교하 으

며,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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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 대상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Krukenberg tumor가 진단된 총 54명의 환자 중 위암으로부터 발생한 38

예와 대장암으로부터 발생한 16예의 임상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원발암이 위암이었을 경우, 위암 근치술 당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38.2±

9.7세, Krukenberg tumor 발병까지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11.7개월이었고, 

50세 미만인 경우가 33예(86.8%), 원발암은 조직학적으로는 tubular 

adenocarcinoma가 20예(52%)로 가장 흔하 고, 분화의 정도가 낮은 예가 

35예(92%)로 흔하 으나 환자의 연령, 조직학적 분류나 분화도에 따른 발

병 기간까지의 차이는 없었다. Lauren classification으로는 diffuse type이 

31예(82%),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이었던 경우가 27예(71%), 7개 이상의 

림프절에 전이가 있었던 경우가 25예(66%), 종양이 위의 하부 1/3에 위치

한 경우가 15예(39%)로 흔한 빈도를 나타내었으나, 이러한 조직 병리학적 

소견에 따른 Krukenberg tumor 발병 기간까지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

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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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clinical prognostic parameters in gastric cancer 

patients 

 Variables No.(%) Relapse free interval(months)a P

 Age NSb

   < 50 years 29(76) 11.7 ± 17.4

   ≥ 50 years  9(24) 11.6 ± 10.7

 Histologic classification NSb

   Tubular 20(52) 13.4 ± 13.4

   Mucinous  1 (3) 0.0 ± 0.0

   Signet ring cell 14(37) 10.6 ± 22.1

   Mixed  3 (8) 9.3 ± 8.6

 Histologic differentiation NSb

   Well differentiation  0 (0)

   Moderate differentiation  3 (8) 19.3 ± 18.5

   Poorly differentiation 35(92) 11.0 ± 16.5

 Lauren classification NSb

   Intestinal  7(18) 13.4 ± 14.1

   Diffuse 31(82) 11.3 ± 17.3

 Tumor dimension NSb

   < 5cm 11(29) 23.0 ± 23.5

   ≥ 5cm 27(71)  7.0 ± 10.1

 Depth of invasion NSb

   Subserosal  5(13) 25.8 ± 34.8

   Serosal 22(58) 12.0 ± 12.2

   Contiguous 11(29) 4.5 ± 7.7

 Primary tumor site NSb

   Entire  4(11)  9.0 ± 10.4

   Upper 1/3  5(13) 26.6 ± 34.5

   Middle 1/3 14(37) 13.0 ± 13.9

   Lower 1/3 15(39) 6.1 ± 8.2

 No. of positive lymph nodes NSb

   0 to 6 13(34) 17.6 ± 22.1

   ≥ 7 25(66)  8.5 ± 12.2

aRelapse free interval(months) was presented by mean ± SD
b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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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암이 대장암이었을 경우 대장암 근치술 당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42±11.7세, 발병까지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4.8개월이었다. 종양이 serosa

이상 침윤되었을 경우(11예(69%)) Krukenberg tumor가 발병하기까지 기

간이 통계학적 유의하게 짧았다. (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clinical prognostic parameters in colon cancer 

patients

Variables No.(%) Relapse free interval(month)a  P

Age NSb

  < 50 years  4(25)  6.8 ± 10.9

  ≥ 50 years 12(75) 3.6 ± 4.8

Histologic classification NSb

  Tubular 15(94)  5.1 ± 7.7

  Signet ring cell  1 (6)  0.0 ± 0.0

Histologic differentiation NS
b

  Well differentiation  0 (0)

  Moderate differentiation 14(88)  5.0 ± 7.9

  Poorly differentiation  2(12)  3.5 ± 4.9

Tumor dimension NS
b

  <5cm  8(50)  6.1 ± 8.6

  ≥5cm  8(50)  3.5 ± 6.6

Depth of invasion 0.0086

  Subserosal  5(31) 12.6 ± 9.1

  Serosal  7(44)  1.0 ± 2.6

  Contiguous  4(25)  1.8 ± 3.5

Primary tumor site NS
b

  Ascending colon  5(31)  5.6 ± 7.8

  Descending colon  1 (6) 10.0 ± 0.0

  Sigmoid colon 10(63)  3.9 ± 7.9

No. of positive lymph nodes NS
b

  0 to 6 11(69)  6.4 ± 8.5

  >6  5(31)  1.4 ± 3.1

Duke's stage NS
b

  A  0 (0)

  B  0 (0)

  C  8(50)  7.9 ± 9.5

  D  8(50)  1.8 ± 3.2
aRelapse free interval(months) was presented by mean ± SD
b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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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발성 종양의 위치와 전이된 난소 위치와의 관계

위암 근치술 후 발생한 Krukenberg tumor 38예 중 24예(63%)에서 양측

성 난소에 발생하 으나, 대장암 근치술 후 발병한 16예 중 7예(44%)에서

만이 양측성 난소에 발병하 다. 대장암의 경우 그 예가 적어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상행 결장이나 하행 결장에 원발암이 있었던 경우 편

측 난소에 발병하는 경우가 67%를 차지하 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imary tumor site and Krukenberg tumor 

site 

Krukenberg tumor site

Bilateral Unilateral

Gastric cancer

  Entire  3 1 (Lt. 0, Rt. 1)

  Upper 1/3  3 2 (Lt. 0, Rt. 2)

  Middle 1/3  6 8 (Lt. 2, Rt. 6)

  Lower 1/3 12 3 (Lt. 2, Rt. 1)

Colon cancer

  Ascending colon  2 3 (Rt. 2, Lt. 1)

  Descending colon  0 1 (Lt. 0, Rt. 1)

  Sigmoid colon  5 5 (Lt. 3, Rt. 2)

3. 원발암에서 MMP-2, -9의 발현

MMP-2와 -9의 면역 조직학적 염색이 가능하 던 32개(위암 20개, 대장

암 12개)의 paraffin block에서 실시하 다. 염색 범위와 강도에 따라 종양

세포의 50% 이상에서 강 양성을 보인 경우를 (++),  10% 이상 50%미만에

서 약 양성을 보인 경우를 (+), 10%이하에서 약 양성이거나 염색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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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예를 (-)로 판독하 다. (Figure 1, 2)

Fig. 1. Immunohistochemical detection of MMP-2 in gastric cancer 

tissue, showing strong stromal overexpression(×400).

Fig. 2. Immunohistochemical detection of MMP-9 in colon cancer tissue, 

showing strong stromal overexpressio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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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MP-2, -9의 발현과 Krukenberg tumor 발병까지 기간과의 관계

MMP-2와 -9의 발현 정도와 원발암 근치술 후 Krukenberg tumor의 발

병까지의 기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또한, 

chi-square test를 통해 원발암의 침윤 정도에 관여할 것으로 보고되어지는 

MMP-2와 -9의 발현 정도와 실제 위암 및 대장암의 침윤 깊이와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MP-2, -9 expression and relapse free 

interval 

No. (%) Relapse free interval(months)a P

Gastric cancer 20 (100)

  MMP-2 NSb

(-) 13 (65) 14.0 ± 9.6

(+)  3 (15) 10.7 ± 10.5

(++)  4 (20)  3.8 ± 7.5

  MMP-9 NS
b

(-)  2 (10) 10.0 ± 14.1

(+)  1 (5)  0.0 ± 0.0

(++) 17 (85) 12.3 ± 9.5

Colon cancer 12 (100)

  MMP-2 NS
b

(-)  6 (50)  2.8 ± 4.5

(+)  6 (50)  6.2 ± 10.4

(++)  0 (0)

  MMP-9 NS
b

(-)  1 (8)  0.0 ± 0.0

(+)  3 (25)  8.3 ± 14.4

(++)  8 (67)  3.6 ± 5.2

aRelapse free interval(months) was presented by mean ± SD
b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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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Krukenberg tumor가 진단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원발암 

근치술 후 발병까지의 기간과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원발암 근치술 당시 

소견, 그리고 종양의 전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MMP-2, -9 발현 정

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김등(1999)은 치료적인 위암 근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Krukenberg 

tumor의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써 환자의 연령, 위암 조직의 조직

학적 분류, 분화도, Lauren classification, 최대 직경, 침윤 정도, 림프절 파

급 정도를 제시하 으며, 특히 위절제술 당시 환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와 림프절에 7개 이상 전이된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 다.
8
 이는 

본 연구에서 위암으로부터 Krukenberg tumor가 발병한 경우 50세 미만의 

환자가 29명(76%), 7개 이상의 림프절에 전이가 있었던 예가 25예(66%)로 

다수를 차지한 점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이미 발병한 군에 있어서 이들 두 

인자들을 포함한 김등(1999)이 제시한 발생에 대한 예측 인자들이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Krukenberg tumor가 발병하는지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원발암이 대장암일 경우 MacKeigan등(1979)과 Graffer등(1983)은 

Krukenberg tumor가 경우 젊은 여성의 진행된 경우에 호발한다고 보고하

다.
9,10 

이러한 두 인자가 발병의 예측인자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에서도 위암의 경우와 유사하게 환자의 연령, 대장암 조직의 조직학

적 분류, 분화도, 최대 직경, 위치, 림프절 파급 정도, Duke's stage등이 

Krukenberg tumor의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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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의 깊은 침윤 깊이만이 Krukenberg tumor의 빠른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Krukenberg tumor는 대부분의 경우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전이에 대해 현재 여러 가설들이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다.3 38예의 위암 환자들 중 24예(63%)에서, 16예의 

대장암 환자들 중 7예(44%)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한 본 연구에서 보면 원

발암에 따라 난소에 전이되어지는 기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암의 경우 Hirono등(1983)이 림프절을 통한 전이가 주된 경로라는 보고

하 으며,
13
 이와 함께 폐경 된 난소에 비해 풍부한 혈관계를 가진 폐경 이

전의 기능성 난소가 배란 동안 난소가 파열되며 표피 세포에 암세포의 파

급이 용이함이 전이에 관여하는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침윤된 깊이가 깊을수록 Krukenberg 

tumor가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았던 대장암의 경우는 위보다 난소에 

더 근접해 있는 장기로써 아마도 직접적 전파에 의한 전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20여종의 MMP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근래에 가장 각

광을 받고 있는 것이 MMP-2(72KD)와 MMP-9(92KD)이다. 정상적인 발

생 과정 및 종양의 침습과 전이의 필수적인 과정인 혈관 생성

(angiogenesis)에 있어  extracellular matrix의 파괴는 필수적이며, 이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이 바로 MMP이며, 이들은 성장 인자, 

호르몬, 그리고 cytokine 등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어진다. Nguyen등(2001)

이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MMP가 관여하는 혈관 생성의 과정은 다음

과 같다.14 Thrombin은 악성 종양과 같이 혈관 형성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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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되어 있으며, 이는 내피의 thrombomodulin과 상호 작용하고 protein C

를 활성화하며 활성화된 protein C가 신속하게 잠재성의 MMP-2를 활성화

함으로써 모세 혈관이 파열된다고 하 다. Thrombin이 쉽게 fibrin clot으

로 합병되어 내피하 기저막에 고정되거나 antithrombin III, protein C 

inhibitor, heparin co-factor II나 heparin에 의해 불활성화되므로 그 효과는 

일시적이다. 활성화된 protein C 뿐 아니라 hydrogen peroxide와 

hepatocyte growth factor와 같은 혈관 형성 물질이 MMP-2의 활성에 기

여한다. 내피 세포는 혈관 형성 초기 단계에서 이동하고 MMP-9은 기저막

의 붕괴에 관여하는데 파열되어 국소적으로 기저막을 붕괴시키는 세포 내 

저장 소수포로부터 분비된다. 기저막이 붕괴된 후에 내피세포는 간질성 기

질(interstitial stroma)에서 우세한 단백질인 type I collagen과 접촉한다. 

Type 1 collagen의 기질은 MT1-MMP를 상향조절하고 MMP-2를 활성화

한다. 교원질로 유도된 MMP-2 활성화의 장기화는 악성 종양에서의 혈관 

형성 시간의 극대화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MMP-2의 활성

화는 새로이 형성된 모세 혈관이 제 1형 교원질과의 접촉을 방해하는 장애

물로서 작용하는 기저막을 분비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MMP-2와 다른 MMP들은 특히 교원질효소(collagenase)와 MT-MMPs의 

역할을 하는데 간질성 기질에서의 제 1형 교원질은 내피 세포 이동과 이후

의 혈관 형성을 일으키는 내피 세포의 붕괴를 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간질성 기질 내에 존재하는 제 1형 교원질이 지속적으로 붕괴됨으로써 내

피 세포의 이동과 결과적으로는 혈관의 생성이 지속되는 것이다.

MMP-2의 발현 정도가 위암 조직에 있어 Monig등(2001)은 환자의 연령, 

종양이 분화도, WHO classification, Lauren classification과는 무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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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의 침윤 깊이, 원격 전이 정도, 특히 림프절 전이 정도와는 관련이 있

으며,15 Cai등(2002)은 장막(serosa)의 침윤 유무, 종양의 분화도, 림프절 전

이, 간 전이와 관련 있다고 보고하 다.
16
 Papadopoulou등(2001)은 정상 조

직에 비해 대장암 조직에서 MMP-2의 발현이 높으며 이는 종양의 분화도

나 Duke's stage와 같은 임상 병리학적 인자들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

다.
17
 Shen등(2000)은 혈청 내의 MMP-9의 수치가 위암의 stromal 

reaction과 연관이 있다고 하 고,
18
 Albo등(2002)은 위암 조직의 MMP-9의 

발현 정도가 종양의 공격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하 으며,19 

Pucci-Minafra등(2001)도 정상인의 혈청 비해 대장암 환자의 혈청에서 

proMMP-9의 발현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음을 보고하 다.
20
 또한 

Matsuyama등(2002)은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조직에 있어 MMP-2와 9의 

발현이 전이되지 않은 대장암 조직에 비해 높게 발현됨을 보고하면서 이들

이 원발암의 침윤 및 전이에 관여함을 시사하 다.
21
 이에 반하여 Oberg등

(2000)은 대장암 환자의 혈청에서 MMP-2 와 9의 양을 조사해 본 결과 이

들의 종양 병기나 예후와의 관련성이 떨어짐을 보고하기도 하 다.
22
 본 연

구에서 보면 면역 조직 화학적 염색에 의한 MMP-2와 9의 발현 정도가 

Krukenberg tumor 발병까지의 기간과 통계학적으로는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상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면역 조직 화학적 염색상 MMP-2의 

발현 정도는 양의 상관 관계를, 그리고 MMP-9의 발현 정도는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들은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Krukenberg 

tumor의 발병함에 있어 신생 혈관 생성을 통한 전이 방식이 다른 방식들

에 의한 전이보다 관련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MMP-2와 -9

이 전이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정 즉, MMP-2의 경우 초기 전이 단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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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MMP-9의 경우 말기 전이 단계에 관여하여 그 단계에 따라 말기 단

계에서는 이미 MMP-2가 소진되고 MMP-9만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향후 zymography등을 통해 활

성화된 MMP의 양을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20
  

Krukenberg tumor는 3년 내에 6.7%에서 발병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그

에 따른 이차적인 종양 감축술이 시도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예방적 난소 적출에 대하여 언급되어져 왔다. 본 연구 결

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고되어진 고위험군에서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Krukenberg tumor가 발병할 지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을 제시할 수 없었

다. 최근 들어 호르몬 대체 요법이 발달함에 따라 난소 적출 후 삶의 질적 

향상이 되었으나, 대체 요법에 따른 신체적 부작용들과 특히 여성의 상실

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폐경 이전의 여성에 있어 예방적인 난

소 적출은 집도의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고위험군(특히, 

폐경 이전의 여성)이라 할 지라도 모든 예에서 예방적인 난소 적출이 시행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폐경 이후의 여성에 있어 이차

적 종양 감축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계의 악성 종양 수술 당시 난

소에 육안적인 병적 소견이 보이지 않을 지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난소를 

절제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폐경 이전의 고위험군에 있

어서는 이차적 종양 감축술시 잔류 종양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생존 기간의 

연장을 기대하려면 원발암 근치술 후 조기에 Krukenberg tumor의 발병을 

발견하기 위해 가능한 분자 생물학적 검사를 포함한 철저한 추적 관찰이 요

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54예의 비교적 적은 수의 Krukenberg tum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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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 고, 또한 synchronous와 metachronous tumor를 모두 포함하

고 있어 발병까지의 기간이 0-82개월까지 다양하여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찾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을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좀 더 많은 예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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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Krukenberg tumor의 발병을 예측하는 임상적 인자로는 환자의 연령, 위

암 조직의 조직학적 분류, 분화도, Lauren classification(위암의 경우), 최대 

직경, 침윤 정도, 림프절 파급 정도, Duke's stage(대장암의 경우)등 제시

되고 있으며, 특히 위암 근치술 당시 환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와 

림프절에 7개 이상 전이된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정의되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예측 인자 역시 원발암 근치술 후 이 종양이 언제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다만, 대장암으로부터 발생한 경

우 침윤 깊이가 깊을수록 빠른 기간 내에 Krukenberg tumor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MMP-2와 -9의 경우 신생 혈관의 생성과 악성 종양의 전이에 관여한다

고 알려져 있으나, 원발암 조직에서 이들의 발현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과 

Krukenberg tumor 발병까지의 기간과의 관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함을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Krukenberg tumor 발병의 고위험군이라 할 지라도 현재

까지 언제 이 종양이 발병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단 Krukenberg tumor가 발병하면 그 예후가 매우 불량

하기 때문에, 폐경 이후의 고위험군 여성에 있어서는 이차적인 종양 감축

술에 따른 수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난소 적출이 고려될 수 있을

지라도, 폐경 이전의 여성의 경우 고위험군이라 할 지라도 예방적 난소 적

출보다는 원발암 근치술 후 조기에 Krukenberg tumor의 발병을 진단하려

는 시도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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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ct

The predictive factors for relapse of Krukenberg tumor

after removal of primary cancer

Sung Hoon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Tchan Kyu Park) 

Among metastic ovarian cancers, which account for 5-6% of ovarian 

cancers, Krukenberg tumor occurs frequently with an incidence of 

30-40%. Not only are there no effective treatments (radiotherapy, 

chemotherapy, etc.) other than secondary debulking operation, but also 

due to its poor prognosis, research on the predictive factors for 

occurrence of Krukenberg tumor has been important. This study 

assessed the relation between the factors such as clinical characteristics, 

operative findings of primary cancer,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 (MMP)-2, -9 known to be related to cancer 

metastasis and the relapse free interval of Krukenberg tumor in patients 

with stomach and colon cancer. 

From January 1986 to December 2001, 54 patients who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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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ed as Krukenberg tumor in this hospital were enrolled. Their 

clinical characteristics, operative findings of primary cancer and the 

relapse free intervals were reviewed by medical records and 32 

currently available paraffin blocks of pathologic specimen were stained 

with MMP-2 and -9.

For stomach cancer, the mean age of gastrectomy was 38.2±9.7 yrs 

and relapse free interval was 11.7 months. Thirty-three (86.8%) patients 

were younger than 50 years old and 24 patients had bilateral cancers. 

On the other hand, for colon cancer, the mean age of colectomy was 

51.7±11.6 yrs and relapse free interval was 4.8 months. Ten (62.5%) 

patients were over 50 years old and 9 patients (56.2%) had iplsilateral 

cancer. However, the factors such as age, histologic classification of 

primary cancer, histologic differentiation, Lauren classification (stomach 

cancer), maximal diameter of cancer, location of primary cancer, number 

of positive lymph nodes, Duke's stage (colon cancer) and relapse free 

interval of Krukenberg tumo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both 

groups. Nevertheless, although the depth of invasion of stomach cancer 

had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relapse free interval of Krukenberg 

tumor, the depth of colon cancer invasion correlated inversely with 

relapse free interval.

Recently, MMP-2 and -9 have been highlighted for the association 

with angiogenesis or cancer metastasis. This study, however, revealed 

no association between MMP-2 or -9 with relapse free interv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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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kenberg tumor. 

From our study, the possible prognostic factors such as younger age 

(< 50 yrs), lymph node metastasis (≥ 7 nodes for stomach cancer), 

and advanced stage (colon cancer) had no role for the prediction of 

relapse free interval of Krukenberg tumor. However, deep depth of 

colon cancer invasion predicted short relapse free interval of 

Krukenberg tumor. Also, although MMP-2 and -9 suggest cancer 

metastasis, they were less efficient for the prediction of relapse free 

interval.

As a conclusion, even though Krukenberg tumor shows low incidence 

(6.7% in 3 yrs) after primary cancer operation, the prognosis is poor 

and the predictive factors for relapse free interval are few. Therefore, 

prophylactic oophorectomy for menopausal patients to relieve the burden 

of secondary debulking operation, and early detection and meticulous 

follow up of ovarian status for premenopausal patients to overcome the 

problems arising from prophylactic oophorectomy should be conside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 Krukenberg tumor, relapse free interval, predictive factors, 

MMP-2, M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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