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환의 원발성 유암종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1 부분 순수한

유암종이며 성숙형 기형종과 동반된 경우는 더욱 드물다.1 원발

성 유암종의 크기는 0.5 cm에서 11 cm으로 보고되었으나 드물

게 현미경적 크기인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 종양의 크기가 작고

기형종에서 발생한 경우는 임상적으로 예후가 매우 좋다고 알려

져 있으나,1 전이된 경우에는 화학요법에도 반응하지 않고 단시

간 내에 사망한 예의 보고가 있다.2 유암종은 일반적으로 임상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고환에 발생한 유암종은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 저자는 고환의 성숙형 낭

성 기형종에서 우연히 발견된 0.3 cm 크기의 원발성 유암종 1

예를 경험하고 임상적 의의에 중점을 두어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44세 남자로 약 20일 동안 지속된 음낭의 종창을 주소

로 개인병원에 내원하 다. 가족력 및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

었으며 이학적 소견상 음낭 종창 외에 다른 증상이나 징후는 없

었다고 한다. 고환종양의 진단하에 근치적 고환적출술을 시행한

후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본원 병리과에 의뢰되었다. 육안

소견상 고환은 6×4.5 cm 크기의 단방성 낭성 변화를 보 으며

내강에 노란색을 띄는 진한 액체가 차 있었고 머리카락을 포함

 86

한병리학회지: 제 35 권 제 1 호 2001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1; 35: 86-8 

Primary Carcinoid Tumor Arising in a Mature Teratoma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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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carcinoid tumor is rarely associated with mature teratoma in the testis. In the few
cases reported, the primary carcinoid tumors in the testis were often microscopic in size.
Although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at carcinoids arising in teratomas have an indolent
clinical course, some of these tumors have been reported to metastasize and cause death of
the patient. Therefore, long term follow up may be warranted for patients having primary tes-
ticular carcinoid tumors irrespective of coexisting teratoma. We report a case of primary tes-
ticular carcinoid tumor of microscopic size incidentally found in mature cystic teratoma occur-
ring in a 44 year-old mal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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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testis shows an unilocular cystic tumor (arrows) con-
taining yellowish turbid fluid and hairs. Its wall is not thic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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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벽이 두꺼워져 있거나 벽내 결절이 형성된 것 등

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 조직학적 소견상 낭은 피부 부속

기를 포함하는 중층 편평상피와 위중층 원주상피로 피복되어 성

숙형 낭성 기형종에 합당하 다. 위중층 원주상피로 피복된 낭

벽의 한 부분에서 3×0.5 mm의 작은 세포소들로 구성된 결절

이 관찰되었다(Fig. 2). 세포소들은 균일한 핵과 중증도의 세포

질을 함유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로제트 형성이 흔하

고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3). 면역조직화학염색상

종양세포들은 neuron specific enolase와 chromogranin에 양성

반응을 보 다.  

고 찰

고환의 유암종은 원발성 혹은 전이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

는데 형태학적 소견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워 임상 소견이 중요하

며,1 전이성 유암종의 경우 고환의 유암종이 원발 병소보다 먼저

발견될 수도 있다.3 고환의 원발성 유암종은 부분 양호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드문 종양으로 간혹 전이할 수도 있다.1,4 부분

의 난소에서 발생한 유암종이 기형종과 동반되어 있는데 반해3

고환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은 75% 이상이 순수한 유암종이며

25% 정도의 예에서 성숙형 기형종과 동반되어 있다.1-3,5 국내

문헌상 기형종과 연관이 없고 고형성 종괴로 구성된 원발성 유

암종은 수 예 보고되었으나6 성숙형 낭성 기형종과 동반된 원발

성 유암종의 보고는 없다.

고환의 원발성 유암종의 임상 양상으로는 고환 종 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지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1 또한 난소 유

암종의 1/3에서 유암종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나 고환 종양에

서는 이러한 증상이 드물다.1,3 발생 연령은 10세에서 발생한 보

고도 있으나 부분 원발성 생식기 종양보다 더 나이가 많은 50

이후에 발생한다. 이는 난소에서 발생한 경우와도 유사하므

로 유암종은 나이가 많은 환자에서 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1,3

순수 유암종의 평균 크기는 4.2 cm이지만, 기형종과 동반된 경

우는 1.5 cm으로 현미경적 크기인 경우도 아주 드물게 보고되

어 있다.1 좌측 고환이 우측 고환보다 더 흔히 침범되며 드물게

양측에 발생할 수도 있고,1 부분 한 개의 종괴로 나타난다.1

육안상으로 고형성인 경우가 흔하나 기형종과 동반된 경우는 낭

성 종괴로 나타날 수 있다.1

고환의 원발성 유암종은 중장관 기원의 종양과 형태학적으로

나 조직화학적으로 동일하여4 균일한 종양세포들로 구성됨이 특

징이다. 고환의 원발성 유암종의 조직학적 소견은 기형종과의

연관성에 관계없이 세포들의 비정형성과 유사분열이 드물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면역조직화학소견상 세포들은 chromo-

granin, serotonin, neuron specific enolase, gastrin, neurofila-

ment, substance P, vasoactive intestinal polypeptide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1 순수한 유암종의 발생기전에 한 가설로는 유

암종이 기형종의 일부 다가 다른 성분들이 모두 소실되었을 가

능성, 기형종에 존재하는 은친화성 세포에서 기원했을 가능성,

여러 잠재력을 갖는 생식세포에서 발생하 을 가능성 등이 제시

되고 있는데, 기형종에서 발생한 유암종의 경우는 부분 소화

기나 호흡기 상피와의 연관성이 관찰된다.4

종양의 크기가 크고 유암종 증후군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예

후가 나쁘며,1 종양의 크기가 4 cm 이하이고 기형종에서 발생

한 경우는 임상적으로 예후가 좋다고 보고되어 있다.1 그러나 기

Fig. 2. A 0.3 cm sized microscopic nodule is found in the cystic
wall below the columnar epithelium.

Fig. 3. The nodule is composed of nests of uniform cells with
coarse chromatin pattern and moderate amount of cytoplasm.
These cells frequently form rosettes. 



 88 고재향

형종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림프절이나 폐로 전이한 예들이 있으

며,2,7 전이한 경우 화학요법에도 반응하지 않고 3개월 내에 사망

한 예의 보고도 있다.2 악성 경과를 보이는 종양인 경우도 장기

간이 경과한 후 사망할 수 있으므로 고환에 발생한 유암종의 경

우는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1 기형종에서 발생한 경우

치료 및 예후는 기형종의 성분에 따른다는 보고도 있으나3 현재

까지 보고된 예들 중 미성숙 기형종과 동반된 유암종의 보고는

없었다.

본 종양은 성숙형 낭성 기형종에서 육안적으로 고형 성분 없

이 낭벽내에 현미경적인 크기의 유암종이 발견된 매우 드문 예

로, 기형종에서 발생한 경우는 체로 임상적으로 예후가 매우

좋으나 전이로 인해 급속히 사망한 예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지속

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예와 같이 육

안상 결절이 관찰되지 않는 낭성 종괴에서도 철저한 조직학적 검

색을 통해 유암종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Zavala-Pompa A, Ro JY, El-Naggar A, et al. Primary carcinoid

tumor of testis. Cancer 1993; 72: 1726-32.  

2. Takagi Y, Tanaka J. Primary testicular carcinoid tumor with ter-

atoma: a case report. Hinyokika Kiyo 1997; 43: 157-9.

3. Bates RJ, Perrone TL, Parkhurst EC. Insular carcinoid arising in a

mature teratoma of the testis. J Urol 1981; 126: 55-6.

4. Leake J, Levitt G, Ramani P. Primary carcinoid of the testis in a 10-

year-old boy. Histopathology 1991; 19: 373-5.

5. Czopek J, Frasik W. Carcinoid tumor as a part of mature teratoma of

the testis. Pol J Pathol 1996; 47: 91-3.

6. Kim HJ, Cho MY, Park YN, Kie JH. Primary carcinoid tumor of the

testis: immunohistochemical, ultrastructural and DNA flow cyto-

metric study of two cases. J Korean Med Sci 1999; 14: 57-62. 

7. Kaufman JJ, Waisman J. Primary carcinoid tumor of the testis with

metastasis. Urology 1985; 25: 5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