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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ADENOID BASAL CELL CARCINOMA IN
UTERINE CERVIX
Young Hwa Cho, MD, Ji Hyun Choi, MD, Hyuk Jung, MD, PhD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wangju, Korea

Adenoid basal cell carcinoma of uterine cervix is very rare disease and is common to postmenopausal women. Adenoid basal cell
carcinoma does not make certain type of lesion. So adenoid basal cell carcinoma is hard to find. Differentiation between adenoid
basal cell carcinoma from adenoid cystic carcinoma is significant because prognosis of Adenoid basal carcinoma is less severe.
We report patient who underwent hysterectomy under the diagnosis of pyometra. She was diagnosed with adenoid basal cell
carcinoma by biopsy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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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의 선양기저세포암(adenoid basal cell carcinoma)은 1966
년 Baggish와 Woodruff [1]에 의해 최초로 보고된, 전체 자궁 경부 선암
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종양이다.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
란의 여지가 있으나 주로 기저부의 다능성(multipotential) 세포나 경부
상피의 예비(reserve) 세포로부터 분화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2]. 자궁 경부의 선양 기저세포암은 대부분이 자궁 경부 상피 내 이형
성증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 세포진 검사에서도 발견이 어려운 매우 드
문 질환이다[3]. 그러나 선양 기저세포암은 비교적 전이가 드물며 좋은
예후를 보이므로 예후 면에서는 다른 자궁 경부암과 구별되어야 한다
[4]. 저자들은 농자궁증의 진단 하에 복강경하 질식 자궁절제술 및 양측
부속기절제술을 시행한 고령 환자의 수술 후 조직학적 검사상 선양기저
세포암 1예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스테로이드 제제 복용하였으며, 20년 전 늑막염을 앓은 후 우측 폐의 섬
유화로 경도의 제한성 환기 장애 진단 받고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 중이
었다.
현병력: 2009년 말부터 지속된 농성 질 분비물로 본원 내원 3달 전 개
인 산부인과에서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 보이
지 않았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질 정제, 경구 항생제 등의
치료 받았던 분으로, 내원 일주일 전부터 농성 질 분비물 재발하여 개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시행 중 정밀 검사 위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학적 소견 및 내진 소견: 내원 당시 혈압, 맥박, 체온 정상이었으며 양
측 무릎의 관절염으로 약간의 운동 제한 있었으나 비교적 전신 상태는
양호하였다. 복부 촉진 상 자궁이 커져있어 부드럽게 만져졌으며, 양측
부속기는 위축되어 촉지되지 않았다. 질경을 사용한 육안적 검사 상 자
궁 경부는 위축되어 있었고 미란과 출혈 등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

증례
환 자: 이 O 임
나 이: 70세
주 소: 내원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농성 질 분비물
월경력: 초경은 16세 전후이며 생리양과 생리통은 보통이었으며 5-6일
정도 지속되었고 51세에 폐경되었다.
산과력: 6-0-1/0-6 질식 자연분만 6회 하였으며, 한 차례의 인공 유산
기왕력이 있었다.
가족력: 특이 사항 없었다.
과거력: 내원 3년 전 고혈압, 당뇨 진단 받고 현재까지 경구 치료제 복
용 중이며, 간헐적으로 양측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진통 소염제 및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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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vaginalultrasonographic image of hypoechoic lesion in

Fig. 2. Uterus after surgery and fixation with formalin.

uterus.

A

B

Fig. 3. (A) Low power view of rounded nests of basaloid cells infiltrating muscle layer. The tumor is characterized with small nests with scant cytoplasm
( ) (H&E, ×40). (B) Note the peripheral palisading of tumor cells ( ) and gland formation ( ) (H&E, ×100).

았다.
검사 소견: 혈액학 검사상 혈소판 13.0 g/dL으로 정상 소견 보였으며
백혈구 13,620 (호중구 75%)/μL로 상승 소견 보였다. 생화학 검사 상
혈당이 170 mg/dL로 소폭 상승된 것 이외에 이상 소견은 없었다. 소변
검사상 백혈구가 검출되었으며, 질 분비물에 대한 미생물학적 배양 검
사에서 질 내 상재균 이외 병원성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본원에서 다
시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고, 자궁
외경부 조직 검사에서 악성과 관련된 소견 보이지 않았다.
경질 초음파 소견: 자궁은 전굴 상태로 크기는 11.0×5.0 cm 정도였으
며 자궁벽은 0.3 cm로 얇아져 있었다. 자궁 내부에 저에코성의 액체 저
류 소견이 보였고, 양측 부속기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
수술 소견: 저자들은 환자가 3개월 전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와 본원에서 시행한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 자궁 외경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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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검사에서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항생제 치료, 자궁 내 농양 흡입술
시행 후 복강경하 자궁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수술 시 골반이나
복강 내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떼어낸 자궁 내경부 조직이
육안상 연화된 소견을 보여 응급동결검사 의뢰하였으며 고등급 편평상
피내병변(high 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이상의 소견이 관
찰되어 영구 조직 검사 확인해 보기로 하고 복강경하 자궁 절제술 및 양
측 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병리학적 소견:
1. 고정 후 소견: 절제한 자궁은 길이 11.0 cm, 너비 6.5 cm, 두께 1.0
cm이었고 자궁 경부는 여러 군데 헐어 있는 상태였으며 자궁 내막에는
딱지 같은 물질들이 침착되어 있었다(Fig. 2).
2. 현미경 소견: 소량의 세포질과 진한 핵상을 띄는 작고 고른 크기의
세포들이 둥지 형태를 이루며 자궁 근층을 침습한 소견 보였다. 변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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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포가 열을 지어 울타리 모양으로 배열되는 전형적인 선양기저세포
암의 소견을 보였으며, 기저 세포들 옆으로 선세포가 관찰되었다(Fig. 3).
임상적 경과: 수술 후 영구 조직검사 상 종괴가 자궁 경부에 국한된
4.0 cm 미만의 크기로 혈관/림프절 전이 소견 없고 변연 조직 깨끗하
여 병기 Ib1으로 설정하고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전신 상태 호전되어 퇴
원하였다. 수술 일주일 뒤 외래 방문 시 특별히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
고, 이후 검사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상 골반강 내 병소 제거된 상태로 대사 증가된
부위 없었으며 타 장기에 전이 소견 보이지 않아 추가적 치료 없이 본과
에서 외래 통해 경과 관찰 중에 있다.

고찰
자궁 경부의 선양기저세포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종양으로 아
프리카계 미국인 폐경기 여성에게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아
시아인에게도 종종 보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1999년 Park
등[5]과 2003년에 Lee 등[6]이 자궁 경부의 선양기저세포암을 경험
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선양기저세포암은 상피 아래 위치하여 발견
이 매우 어려우며 육안상으로도 정상 자궁 경부로 보이거나 뚜렷한 형
태의 병변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4]. 간혹 선별 검사에서 발견되
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으로 나타난다[3]. 조직
학적으로 작고 둥근 세포들이 둥지 형태를 이루며 증식하는 특징을 보
이고 그 세포들은 비교적 크고 진한 핵과 적은 양의 세포질을 갖는다
[2,7].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종양은 기원하는 조직에 존재하는 keratin에
염색 양성 소견을 보여 종양 표지자로 사용 가능하다. 자궁 외경부 편
평 상피의 기저 세포는 CK 14, 19에 양성이며 자궁 경부의 선양 기저세
포암은 대표적으로 CK 14, 17, 19와 cytokeratin KL1에 염색 양성 소견
을 보인다[8,9]. 본 사례에서도 면역 염색에서 CK와 p63에 양성 소견을
보였다. Grayson 등[2]의 연구에서 자궁 경부의 선양낭포암이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 및 collagen IV와 laminin에서 모두 양성 소
견을 보인 반면 선양기저세포암은 EMA에는 모두 양성, collagen IV와
laminin에는 모두 음성 소견을 보였다[8,9]. 유전적인 연구에 의하면 선
양기저세포암는 종종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와의 관련성이 보고되기도
하며 Jones 등[10]의 연구에서 p53 gene의 변형과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었다[11]. 선양 기저세포암은 세포의 증식이 늦기 때문에 전이나 재발
이 적어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예후가 더 좋지 않은 선
양 낭포암과의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 선양 낭포암은 조직학적으로 선
양 기저세포암과 매우 유사하나 세포의 이형성, 유사분열, 괴사, 실질의
유리화, 전이 등이 흔하다는 것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2]. 또한 선
양 낭포암은 임파구나 형질 세포의 침습이 많아 임파선 침윤이나 전이
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범위 자궁절제술 및 보조적인 항암 요
법이나 방사선 요법이 필요하며 예후도 좋지 않다[2,4,5,11,12]. 반면 선
양 기저세포암의 예후가 좋지 않은 예는 거의 없으며, 1988년 Ferry와
Scully [13]가 보고한 67세 여성이 폐 전이를 동반하여 3개월 내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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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예가 있을 뿐이다. 자궁 경부의 선양 기저세포암은 대부분 광범위
자궁절제술 치료만으로 좋은 예후를 보인다[14]. 본 사례에서 환자는 농
성 질 분비물을 주소로 내원하여 초음파에서 관찰되는 저에코성 병변
이외에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내원 3개월 전 개인 병원에서 검사
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본원에서 시행한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 및
자궁 외경부 조직 검사에서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저자들은 농자궁증
의 진단하에 항생제 치료 후 복강경하 질식 자궁절제술 및 양측 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조직 검사상에서 자궁 경부의 선양 기저세포
암을 발견하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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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의 선양 기저세포암의 1예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조영화, 최지현, 정 혁
자궁 경부의 선양기저세포암은 폐경기 여성 주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 대부분이 특정한 형태의 병변을 보이지 않아 발견이 어렵다. 선
양기저세포암은 전이나 재발이 적어 광범위 자궁절제술만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직학적 검사가 유사하나 예후가 좋지 않
은 선양낭포암과 감별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농자궁증의 진단하에 자궁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수술 후 조직학적 검사상, 선양기저세포
암 1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단어: 선양기저세포암, 선양낭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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