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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귀밑샘의 상피-근육상피암종의 세침흡인 세포소견
-2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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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Epithelial-Myoepithelial Carcinoma of
Parotid Gland
-A Report of Two CasesHyekyung Lee, M.D., Eunjoo Jang,
Jooheon Kim, M.D., Dongwook Kang, M.D.,
Hyunjin Son, M.D., Meeja Park M.D.

Epithelial-myoepithelial carcinoma (EMC) is a rare low grade malignant tumor of the salivary glands and it shows a characteristic biphasic
population of epithelium and myoepithelium. It shows various cytologic
and histologic features, so making an exact diagnosis is difficult. We
report here on two cases of epithelial-myoepithelial carcinoma arising
from the parotid gland and we compare the cytologic findings of the
aspirated samples with the histologic findings of the tumors. We think
the finding of mixed pattern of large, clear myoepithelia and small
epithelia is the most valuable finding in the diagnosis of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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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피-근육상피암종은 침샘 사이관의 상피와 근육상피가

증

례

임상소견

증식성 변화를 한 종양으로 침샘 상피종양의 약 1%를 차지
한다.1 상피세포와 근상피세포의 다양한 증식 소견으로 상

증례 1 : 환자는 50세 여자로 3년 전부터 서서히 자라는

피-근육상피암종의 흡인 세포 소견도 다양하게 기술되어

좌측 귀밑샘의 무통성 종양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흡인

있다.2-5 국내에서는 남 등 6 과 김 등 7 이 턱밑샘과 귀밑샘

세포 검사 상 여러형태 샘종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았다.

에서 흡인된 세포 도말 소견을 보고한 바 있다. 저자들은

증례 2 : 환자는 76세 남자로 약 10년 전부터 서서히 자

최근 서로 다른 세침 흡인 세포 소견과 조직 소견을 보이는

라는 좌측 귀밑샘 부위 종양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최근 종

상피-근육상피암종 2예을 경험하고 각 증례들의 세포 도말

양의 크기가 증가하고 통증이 있어 반복적인 세침 흡인 세

소견을 조직 소견과 비교하였다.

포검사 후 저등급 악성 종양으로 진단 받고 수술받았다.
The Korean Journal of Cytopathology Vol 19 No 2 / 2008 173

이혜경 외 : 귀밑샘의 상피-근육상피암종의 세포 소견

Fig. 1.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case 1. Three
dimensional pseudopapillary formations with scattered individual naked cells (Papanicolaou stain).

Fig. 3.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case 1. Tubules of
ductal cells with a background of clear cells (Papanicolaou
stain).

Fig. 2.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case 1. Round hyaline
globules surrounded by bland polyhedral cells (Papanicolaou
stain).

Fig. 4.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case 2. Sheets of
spindle myoepithelial cells with ample cytoplasm and welldefined cell borders (H&E).

세포소견

색에서는 무색이나 약한 호산성으로 관찰되었다. 핵은 타
원형인 거품핵이었으며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다. 주변에

증례 1의 세침흡인 세포검사 도말은 높은 세포밀도를

낱낱이 흩어진 나핵세포는 세포질 없이 핵만 관찰되었으며

보였으며 거짓 유두 형태로 분지되는 삼차원 구조의 군집

공포를 가진 세포의 핵의 크기와 염색질의 성상은 비슷하

을 이루거나 낱낱이 흩어져 나핵 세포로 관찰되었다(Fig.

였다. 작은 세포들은 비슷한 크기로 가는관 형태의 배열을

1). 종양세포는 공포를 가진 큰 세포와 호산성 세포질을 가

보였으며 주위에 호산성 물질이 관찰되기도 하였다(Fig.

진 작은 세포들이 혼재되어 관찰되었다. 크기가 큰 다수의

3). 작은세포들의 핵은 둥글거나 타원형이었으며 염색질은

세포는 지방세포를 연상케 하는 커다란 공포를 중심으로

큰 세포보다 진하였다.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간혹

주변부에 배열하는 형태로 관찰되었으며 일부는 하나씩 흩

관찰되기도 하였다. 증례 2의 도말표본은 세포밀도가 낮았

어진 상태로 관찰되기도 하였다(Fig. 2). 이러한 공포는 헤

으며 종양세포들이 한 층 혹은 두 층의 판을 이루거나 낱낱

마톡실린-에오신염색에서 호산성으로, 파파니콜로 바른염

이 도말되어 관찰되었다(Fig. 4). 세포들은 대부분 방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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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case 2. Small clusters of epithelial cell arranged in tubules with eosinophilic
material. (Papanicolaou stain).

포로 거품핵을 가지고 있었으며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

Fig. 6. Histologic findings of case 1. Several cuboidal, ductlike cells surround the lumens and are surrounded themselves
by thick outer mantles of clear myoepithelial cells.(H&E)

고

찰

다. 세포질은 아주 적거나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적은 수
의 상피세포들이 군집을 이루어 관찰되었으며 고배율 현미

상피-근육상피암종은 주로 귀밑샘에서 발생하는 저등급

경 소견 상 중심부에 호산성 물질을 갖는 가는 관 형태로

악성 종양으로 약 50%에서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

관찰되었다(Fig. 5).

었다.8,9 상피-근육상피암종은 침샘의 사이관의 상피세포와
근육상피세포의 증식성 변화를 보이는 종양인데 근상피세

병리소견

포가 증식하면서 상피세포 종양와 간질세포 종양 양쪽으로
분화되는 형태를 모두 보일 수 있으므로 그의 소견은 매우

증례 1의 절제된 종양은 2×2.2×2 cm으로 피막에 의

다양하다. 본 증례들에서도 증례 1에서는 상피-근육상피암

해 잘 둘러싸인 회백색의 고형종양이었다. 증례 2의 종양

종의 흔한 세포학적 소견인 기둥형태의 두 종류의 세포증

은 5×5×4.5 cm 으로 절단면 상 부분적으로 낭성 병변과

식이 주로 관찰되었으나 증례 2에서는 방추세포의 증식이

회백색의 고형병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미경소견 상

주 소견으로 전체 종양의 약 5∼10%만이 입방형 상피세포

증례 1의 종양은 주로 가지를 이루는 기둥배열을 이루고

와 방추형 근육상피세포의 증식이 같이 관찰되었다. 세포

있었다. 기둥구조는 내측에는 입방형 상피로, 외측은 투명

도말 소견도 증례 1에서는 입방형 상피세포와 공포형성이

한 세포질을 가지는 근육상피로 이루어져 있었다(Fig. 6).

뚜렷한 투명세포들이 혼재되어 있는 삼차원의 세포군집형

면역조직화학 염색 상 내측의 입방형 세포는 cytokeratin

성이 주 소견이었으나 증례 2에서는 특별한 구조 형성없이

에 양성, S-100 단백에 음성이었으며 외측의 투명세포는

방추세포들만이 주로 도말되는 양상이었고 아주 적은 부분

S-100 단백에 양성, cytokeratin에 음성이었다(Fig. 7). 증

에서만 상피세포과 근육상피세포가 같이 존재하는 소견이

례 2의 종양의 대부분은 방추세포의 증식으로 이루어져 있

었다. 상피-근육상피암종의 조직 소견과 세포 소견이 다양

었으며 전체 종양의 약 5∼10%정도에서 상피세포와 근육

한 것은 근육상피의 분화능력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데 증

상피세포의 증식이 기둥배열로 관찰되었다. 방추세포 증식

례 1의 근육상피는 근육상피세포종이나 여러형태 샘종에

은 사이사이에 섬유성 물질과 얽힌 듯이 관찰되었으며 일

서 주로 관찰되는 형질세포양 근육상피 대신 세포질 내 공

부에서 낭성 변화와 함께 신경집종에서 관찰되는 핵의 울

포형성이 뚜렷한 투명세포로 관찰되었으며 증례 2에서는

타리배열도 관찰되었다(Fig. 8). 세포들의 비정형성이나 유

신경집종과 같은 방추세포로 관찰되었다. 세포도말 소견과

사분열은 거의 없었다.

조직 소견을 비교해 보았을 때, 증례 1의 세포도말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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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case 1. There are cytokeratin and EMA positive innner ductal epithelia, and S-100 protein
and vimentin positive outer myoepithelia.

찰되는 공포를 형성하는 세포들은 조직 소견 상 공포를 함
유하는 증식성 근육상피들이 삼차원적으로 도말되는 소견
으로 생각되었으며 주위 나핵세포들은 Arora 등 10 이 언급
한 바와 같이 근육상피세포인 투명세포의 세포질이 약하여
흡인과정과 세포도말과정에서 세포막의 파열에 의해 나핵
세포로 관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증례 2에서 도말 표본
상 세포 충실성이 적은 것은 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
육상피들에서 분비된 근육원섬유들이 섬유성 병변을 유발
하여 흡인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조직소견의 다양성 때문에 상피근육상피암종은 다른 종양과의 감별진단이 쉽지 않아 각
Fig. 8. Histologic findings of case 2. Ductal epithelial cells
arranged in tubules are surrounded by spindle myoepithelial
cell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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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마다 몇 가지 의미있는 소견들이 기술하였다.11-17 그
중 두 종류의 세포가 도말된다는 점과 투명세포가 관찰된
다는 점, 호산성의 구상물질은 저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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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으로 진단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소견들은 여러형태 샘종이나 샘낭암종에서도 관찰되는
소견이므로 각 소견들의 조합을 고려하여 진단해야할 것으
로 생각하였다. 증례 1에서 두 종류의 세포가 도말된다는
점에서 세포성 여러형태 샘종을, 많은 호산성의 구상물질
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샘낭암종과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였으나 여러형태 샘종보다 많은 세포가 도말되며
편평상피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점, 밀집된 삼차원의 세포
군집이 관찰되는 점, 호산성의 구상 물질과 함께 투명세포
들이 관찰되는 점들이 감별진단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구
상 호산성 물질이 자주 관찰되어 샘낭암종과의 감별이 어
려웠으나 Klijanienko 등 4 이 기술하였던 손가락모양의 구
조 없이 투명세포가 뚜렷한 점, 상피와 근육상피가 밀집되
어 관찰된다는 점, 타원형 세포들의 핵의 염색질이 진하지
않아 감별하였다. 다형성 저등급 샘암종에서도 호산성 구
상물질이 관찰되지만 상피-근육상피암종에서는 호산성의
뚜렷한 간질 중심이 관찰되는 것과 달리 가는 수지상 간질
중심을 보이면서 투명세포가 드물다는 것이 다른 소견이었
다. 증례 2에서는 어떤 형태학적 구조를 관찰하기 어려워
신경내분비 종양과 같은 분화가 나쁜 종양들을 감별해야한
다고 생각하였으나 재검하니 적은 양이지만 중심부에 호산
성물질을 가지는 작은 상피 군집들이 관찰되어 종양성분이
두 종류임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다(Fig. 5). 이에 저자들
은 상피-근육상피암종의 진단을 위해 두 종류의 세포가 도
말되어야 하며 근육상피세포의 증식양상에 따라 도말되는
세포의 양과 형태가 다양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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