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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l Inverted Papilloma Associated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 A Report of Two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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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l inverted papilloma (IP) is a benign neoplasm that may be associated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SCC).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human papilloma virus 16/18
(HPV 16/18) and p53 are closely related to the pathogenesis of IP with transformation to
squamous cell carcinoma (IP-SCC).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HPV
16/18 and p53 in the pathogenesis of IP-SCC using immunohistochemistry. We studied two
cases of IP-SCC and 10 cases of IP. None of the IP cases presented positivity for HPV
16/18 or p53 protein. Two cases of IP-SCC showed negative reactions for HPV 16/18. The
SCC portion of the IP-SCC showed strong positivity for p53, while the IP portion of the IP-
SCC was negative for p53. MIB-1 labeling index (LI) was estimated in the IP cases and the
IP-SCC as well. In terms of MIB-1 LI,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IP and IP-
SCC, and between the IP portion and the SCC portion in the cases of IP-SCC. In conclusion,
we believe that alteration of the p53 protein is related to IP with malignant transformation, bu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HPV 16/18 and p53 in the patho-
genesis of IP with malignant transform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IB-1 LI and p53 as
biomarkers in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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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세포암종이 동반된 비강의 도립유두종

- 2예 보고 -

도립유두종은 비강과 부비동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모든 원발성 비강 종양의 4% 이하를 차지할 정도로 드문 종양

이다.1 도립유두종은 30-50 에 호발하고 남성에게서 빈도가 훨

씬 높다. 도립유두종은 조직학적으로는 양성 종양이지만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3-30%에서 악성 종양을 동반하므로 임상적

으로는 악성 종양으로 여기는 종양이다.2-6 도립유두종이 악성

종양을 동반하는 경우 편평세포암종이 부분이지만 사마귀모양

암종(verrucous carcinoma)이나 선암종이 동반된 예도 보고되

어 있다.7,8 도립유두종에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하는 원인에

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소수의 보고에서는

human papillomavirus 16/18 (HPV 16/18)의 역할을 강조하

고 있다.2,9 그리고 최근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도립유두종의 암

종화 과정과 p53과의 연관성에 해서도 연구되어 있다.1 국내

의 경우는 편평세포암종이 동반된 도립유두종의 예가 다수의 문

헌에 보고되어 있다.4-6 저자들은 도립유두종에서 발생한 편평세

포암종 2예를 보고하면서 도립유두종의 암종화 과정에서 HPV

16/18과 p53이 서로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해, 그리고 인체 종

양의 생물학적 양상을 판단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MIB-1 표

지 지수와 p53의 암종화 예견 인자로서의 의의 등에 해 문헌

고찰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증 례

증례 1

53세 남자가 2개월 동안 갑자기 커지는 경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진찰 소견에서 오른쪽 경부에 7.5 cm 크기의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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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정된 종물이 만져졌다. 오른쪽 비강은 종물로 가득 채워

져 있었고, 중비갑개는 안쪽으로 려 있으면서 비중격은 왼쪽

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경부 종괴에 한 세침흡인검사에서 전

이성 편평세포암종의 소견을 보 고 오른쪽 비강의 종괴 제거수

술을 시행하 다. 현미경 소견에서 비강의 종괴는 부분 도립

유두종의 소견을 보 으나 부분적으로 침윤성 편평세포암종이

관찰되었다. 이 예에서 관찰된 편평세포암종은 분화가 나빴고

극세포분리 소견을 보 다(Fig. 1). 그러나 암전구병변인 이형

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HPV 16 (8C9, Zymed, U.S.A., 1:3),

HPV 18 (5A3, Novocastra, U.K., 1:10), p53 (DO-7, Novo-

castra, U.K., 1:200), MIB-1 (7B11, Zymed, U.S.A., 1:50)

에 해 통상적인 avidin-biotin complex 방법으로 면역염색을

시행하 으며 HPV 16/18은 모두 음성이었다. p53은 도립유두

종 부분이 1%의 양성률을 보 고 침윤성 편평세포암종 부분이

90%로 강양성을 나타내었다(Fig. 2). MIB-1 표지지수는 도립

유두종 부분과 암종 부분이 각각 16.4%, 47.5%를 나타내었다

(Table 1). 환자는 수술한 뒤 3차례에 걸쳐 화학요법을 받았으

며 그 이후 10년 동안 생존하고 있다.

증례 2

52세 남자가 3개월 동안의 복시, 비충만감, 안면신경 마비를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2년 전에 신세포암종으로 수술한 적

이 있었다. 진찰 소견에서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었

으며 점막이 두꺼워져 있었다. 부비동 전산화단층촬 에서 오른

쪽 비강과 오른쪽 전사골동, 양측 후사골동에 걸쳐 종괴가 관찰

되었고 종괴는 접형골동과 뇌로 침습하고 있었다. 내시경을 통

한 종괴의 생검을 시행하 다. 육안으로 종괴는 부분적으로 유

두모양을 하고 있는 회색의 점막조직이었다. 현미경 소견에서

전형적인 도립유두종의 소견을 보 으며 일부에서 침윤성 편평

세포암종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증례 1과 마찬가지로 이형성 병

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증례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면역염색을

시행하 다. HPV 16/18은 모두 음성이었고 도립유두종 부분과

암종 부분의 p53 양성률은 각각 1%, 68.3%를 나타내었다.

MIB-1 표지지수는 각각 35.1%, 36.6% 다. 환자는 수술 2달

후 사망하 다.

동일한 기간 동안 도립유두종은 모두 40예 으며 평균 연령

은 47세 고 남녀비는 3:1이었다. 따라서 도립유두종에 암종이

동반되는 빈도는 5% 다. 면역염색을 위해서 도립유두종만 있

는 10예를 조군으로 사용하 고 동일한 항원에 한 면역염색

을 시행하 다. 양성 판정기준으로 HPV16/18은 핵이 질한 갈

색으로 염색되면 양성으로 하 고, p53은 종양 세포의 5% 이상

에서 핵이 갈색으로 염색되면 양성으로 판정하 다. HPV

16/18은 모두 음성이었다. p53은 8예에서 양성률이 1% 이하

Fig. 2. Inverted papilloma portion (left upper) is negative for p53
protein, while squamous cell carcinoma portion (right lower) is
strong positive for p53 protein.

Fig. 1. Poorly differentiated squamous cell carcinoma in inverted
papilloma. The squamous cell carcinoma portion shows mild
acantholytic change.

SCC (%)IP (%) SCC (%) IP (%)

Case 1 Case 2

HPV 16 (-) (-) (-) (-)
HPV 18 (-) (-) (-) (-)
p53 <1 >90 <1 68.3
MIB-1 LI 16.4 47.5 35.1 36.6

Table 1. Immunohistochemical results in two cases of inverted
papilloma associated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IP: inverted papilloma, SCC: squamous cell carcinoma, LI: label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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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예에서는 각각 2.4%, 3.2%로 모두 음성이었다. MIB-1 표

지지수는 5.6-26.5%의 분포를 보 고 평균 18.5% 다.

고 찰

도립유두종에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하는 빈도는 문헌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2,3,5,6 국내의 보고를 보면 27% 정도로5,6

외국의 보고와 유사하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5%로 암종의 발

생 빈도가 매우 낮다. 이와 같이 도립유두종의 암종화 빈도가

문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수술 범위의 정도, 조직 표본의

채취 방법, 조직학적 진단 기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

각한다. 발생 연령의 분포는 암종을 동반하는 예가 좀더 고령인

경향이 있으나3,5 문헌고찰상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

서도 도립유두종에 암종이 동반된 예와 동반하지 않은 예 사이

에 발생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조직학적 진단 기준으로는 비정

형성을 보이는 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간질로 침습한 경우에만

암종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며, 상피 내에 단지 비정형성을 보이

는 세포만 있는 경우에는 암종으로 진단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예에서는 뚜렷한 비정형성을 보이는 세포가 기저막을 파괴시키

면서 간질로 침습하는 소견을 보 다. 그러나 송 등5이나 Caru-

ana 등11의 예와는 달리 이형성 소견을 보이는 이행부위가 보이

지는 않았으므로 암종화 과정에 있어서 암전구병변 단계를 거쳤

는지에 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도립유두종의 발생 원인에 해서는 알레르기, 만성 부비동

염, 흡연, 발암물질, 바이러스 감염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히 밝혀진 원인은 없다.8 여러 원인 가운데 HPV와의 관련

성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각 연구마다 HPV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

로 되어 있어,9 도립유두종의 발생 원인에 있어서 HPV의 역할

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HPV가 도립유두종과 관련이 있다

고 하는 보고를 보면 그 빈도는 낮지만 주로 HPV 6/11이 발견

되고 있으며 HPV 16/18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립유

두종에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한 예에서는 HPV 16/18이 관련

이 있다고 하여 자궁경부의 고등급 상피내병변이나 편평세포암

종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2,10,11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HPV 16/18에 한 면역염색이 모두 음성이었으며 조군으로

사용한 도립유두종에서도 모두 음성이어서 도립유두종의 암종화

단계에서 HPV 16/18의 역할을 규명할 수 없었다.

p53 유전자 변이는 인체의 암종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유전

자 이상이며, 두경부 암종의 경우에는 38-80%에서 발견될 정도

로 p53 유전자 이상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두경부 암종 가운데

도립유두종에서 발생한 편평세포암종에서의 p53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에 Fang 등1은 도립유두종에서 발생한 12예의

편평세포암종 가운데 50%에서 p53 단백 양성 소견을 보이고,

p53 단백 양성 소견은 편평세포암종 부분뿐만 아니라 도립유두

종 부분에서도 관찰되었으므로 p53 유전자 변이는 도립유두종의

악성 변화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 다. 그리고

p53 단백 양성 소견은 암종 발생에 한 위험요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1,11 물론 많은 증례에 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2예 모두 편평세포암종 부분은

강양성을 보 으나 도립유두종 부분은 음성이었다. 따라서 도립

유두종 부분과 암종 부분이 모두 양성 소견을 보이는 예가 없어

p53 단백의 암종화 예견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알 수 없었다.

HPV 감염이 주된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암종은 자궁경부의

암전구병변과 편평세포암종이다. 그 기전을 간단히 살펴보면

HPV는 E6와 E7 단백을 만들고 이 단백은 각각 p53과 Rb 단

백과 결합하여 p53과 Rb 단백을 불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자궁

경부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도립유두종에

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례 수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적은

예이기는 하지만 HPV 16/18과 p53 단백 이상이 동시에 발견

되고 있기 때문이다.1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예 모두 HPV

16/18 음성이었으므로 p53 단백의 불활성화에 HPV 감염이 원

인으로 작용했는지에 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인체의 다양한 종양에서 그 종양의 생물학적 양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세포의 증식능이 자주 이용된다. 종양세포의 증식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MIB-1 표지

지수는 간편하면서도 세포증식능을 비교적 잘 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MIB-1 표지지수를 측정해

보았는데, 도립유두종에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한 예의 수가 너

무 적어 통계학적인 의의는 알 수 없었다. 암종이 발생한 2예에

서 도립유두종 부분과 암종 부분 사이에서도 증례 수가 너무 적

어 통계학적인 의의를 알 수 없었다.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

기 위하여 문헌 고찰을 시행하 으나 여기에 해 보고된 문헌

이 없어 저자들의 연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도립유두종의 편평세포암종 부분에서 p53 단백이

양성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으나 도립유두종의 암종화의 원인

에 있어서 HPV 16/18과 p53 단백의 상호역할, 그리고 MIB-1

표지지수와 p53 단백의 생물학적 예견인자로서의 의의 등에

해서는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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