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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ell Carcinoma of the Ovary, Hypercalcemic Type, Large
Cell Variant
- A Case Report -

Jong-Sil Lee, Jong Hak Lee1, Yu-Kyung Kim, Sun-Hoo Park and Gyung-Hyuck Ko

Department of Pathology and 1Obstetrics and Gynec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Jinju, Korea

We report the clinical and pathological features, including the immunohistochemical and
electron microscopic findings, of a case of hypercalcemic type, large cell variant, ovarian
small cell carcinoma. A 44-year-old woman complained of abdominal pain and dysmenor-
rhea. A mass on the left ovary was detected by computer tomographic scan. A total hys-
terectomy with b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was done. Histologically, the tumor was pre-
dominantly composed of large cells with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 and prominent
nucleoli. Mucin-containing cells and myxoid stroma were also present. Typical follicle-like
spaces with lined by small, closely packed epithelial cells with scanty cytoplasm were occa-
sionally seen. No dense core granules were identified on electron microscopic examination.

Key Words : Ovary, Carcinoma, Small cell, Hypercalcemia

이종실∙이종학1∙김유경∙박선후
고경혁

 440

난소의 소세포암종, 고칼슘혈증형 세포 변종

- 1예 보고 -

난소의 소세포암종은 드문 종양으로 조직 소견과 임상적 특징

에 따라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종과 폐형 소세포암종으로 나누

어진다.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종은 60-70%에서 혈청 내 칼슘

이 증가한다.1 조직학적으로 세포질이 거의 없는 소세포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여포와 비슷한 구조물이 나타난다. 개 40세 이하

의 젊은 여성에게서 호발하며, 예후가 매우 나쁘다. 고칼슘혈증

형 소세포암종 중에서도 세포 변종은 매우 드물며 주로 호산

성의 풍부한 세포질을 가진 세포로 구성된다.1-3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종은 국내에 5예가 보고되었으며4-8 세포 변종은 보

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종양의 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세포

와 방추상 세포로 구성된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종을 경험하

기에, 조직학적 소견, 면역 염색 결과 및 전자현미경 소견을 문

헌 고찰과 더불어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5세 여자 환자가 좌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다. 문진

상 환자는 평소에 심한 월경통이 있었으며, 그 이외의 특이 소

견은 없었다. 골반 컴퓨터 단층 촬 에서 비균질성의 고형성 종

괴가 좌측 난소에서 관찰되었다. 종괴는 부분적으로 낭성 변화

를 동반하고 있었고, 좌측 동맥 주위의 림프절이 커져 있었다.

혈액 검사상, CA-125가 99.26 unit/mL (정상치; 0-37.0)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다. 혈중 칼슘은 9.9 mg/dL (정상치; 8.2-

10.8)로 정상이었다. 악성 난소 종양의 의진하에 양쪽 난소와 난

관 절제술 및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 다. 적출된 종괴의 크기는

장경이 9 cm이고 무게는 150 g이었다. 육안적으로 분엽상 소견

을 보 으며, 전체적으로 고무공 정도의 경도를 보 다. 외면은

매끈하 으며, 종양 침습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절단면의 약

60% 정도에서 연황색의 점액양 소견을 보 고, 변연부는 황갈

색의 고형성 소견을 보 다(Fig. 1). 부분적으로 2 cm 미만의

소낭성 변화가 보 고, 일부 석회화와 골화된 곳도 있었다. 오른

쪽 난소는 정상이었다. 광학 현미경 소견상 얇은 섬유 격막에

의한 분엽상과 간질의 점액양 변성이 보 다. 종양 세포의 부

분은 풍부한 호산성의 세포질과 뚜렷한 핵소체를 가진 세포이

으며(Fig. 2), 세포질은 점액양 물질 또는 붉은 색의 초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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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hyaline globule)를 포함하고 있었다. 뚜렷한 핵소체를 가진

방추상 세포의 군집도 관찰되었다. 종양의 일부에 세포질이 거

의 없었으며, 난원형의 핵을 가진 소세포의 군집과 이 소세포로

이루어진 여포와 비슷한 구조물이 보 다(Fig. 3). 점액양 간질

은 alcian-blue 염색에서 양성, PAS 염색에서 음성 소견을 보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 세포는 vimentin 염색(희석

배율 1:1, DAKO, Carpinteria, U.S.A.)에 강양성(Fig. 4A),

cytokeratin 염색(희석 배율 1:1, DAKO, Carpinteria, U.S.A.)

에 양성 반응(Fig. 4B)을 보 으며, chromogranin (희석 배율

1:50, Zymed, San Francisco, U.S.A.), S-100 (희석 배율

1:1, DAKO, Carpinteria, U.S.A.), CD56 (희석 배율 1:50,

Fig. 1. The cut surface of an ovarian mass is lobulated, fleshy,
cream-colored, and shows hemorrhage and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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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umor is mainly composed of large cells with abun-
dant eosinophilic cytoplasm and central nuclei, many of which
have prominent nucleoli. Some of the tumor cells have intracyto-
plasmic hyaline globules (arrow).

Fig. 3. A follicle-like structure is present.

Fig. 4. (A) The tumor cells are strongly positive for vimentin. (B)
The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cytoker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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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med, San Francisco, U.S.A.), carcinoembryonic antigen

(희석 배율 1:1, DAKO, Carpinteria, U.S.A.), inhibin (희석

배율 1:50, Oxford Bio-Inovation, U.K.) 염색에는 음성이었다.

세포분열은 드물게 관찰되었으며 Ki-67염색(희석 배율 1:1,

DAKO, Carpinteria, U.S.A.)에서도 열 개의 고배율 시야당 5

개 미만의 낮은 증식률을 보 다. p53 염색(희석 배율 1:1,

DAKO, Carpinteria, U.S.A.)에서는 국소적으로 양성 소견이

보 다. 전자 현미경 소견상 조면세포질내세망(rough endo-

plasmic reticulum) 및 미토콘드리아 등의 세포 내 소기관들이

풍부하 다. 핵 주위로 불규칙하게 배열된 미세섬유가 보 으며

(Fig. 5) 고 도 과립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환자는 다른

치료를 거부했으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 재발 소견을 보이지

는 않는다.

고 찰

난소에 발생하는 소세포암종에는 고칼슘혈증형과 폐형이 있

다.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종은 폐형에 비해 발병 연령이 낮으

며, 종양 세포에서 핵의 눌림(molding)이나 미세한 반점상의

염색질, 그리고 신경 내분비 과립을 볼 수 없다는 점이 폐형 소

세포암종과 다르다.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종은 60-70%에서

혈청 내 칼슘의 증가를 보이는 특징 때문에 그와 같이 명명되었

다.1 호발 연령은 9-43세(평균 23.9세)이며, 거의 모든 예에서

일측성이고 수술 당시 난소 밖까지 파급되어 있는 경우가 반 이

상이다. 육안 소견상 부분 고형성이며 부분적으로 낭성 변화

를 보인다. 종양세포는 일반적으로 둥 거나 타원형인 핵을 가

지며, 세포질이 아주 적고 핵 내에 작은 핵소체를 가지고 있다.

종양세포로 구성된 여포와 비슷한 구조물이 관찰된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상 cytokeratin, vimentin에

부분 양성이며 epithelial membrane antigen, neuron spe-

cific antigen, chromogranin A에 일부 양성을 보이며 S-100,

desmin, inhibin에 음성이다.1-4 전자 현미경 소견상 세포간 접

합부와 풍부한 조면세포질내세망이 관찰된다.9,10

일반적으로 종양의 반 정도에서는 세포도 관찰된다. 세포

는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고 있으며 핵이 크고 핵소체가 뚜렷하

다. 종양이 주로 이러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고칼슘

혈증형 소세포암종 중에서도 세포 변종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

우 드물다. 세포가 얼마나 많이 관찰되어야 세포 변종으로

분류되는가에 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Young 등1은

소세포암종에서 세포의 출현 정도를 3등급으로 분류하 으므

로, 약 2/3 이상의 종양 세포가 세포인 경우를 세포 변종으

로 분류한 듯 하다. 세포 변종은 일반적인 고칼슘혈증형 소세

포암종에 비해 고칼슘혈증이 동반될 확률이 57%로 조금 낮은

편이다.1 Young 등1에 의하면 세포를 포함하지 않은 소세포

암종 22예 중 11예(50%)가 재발한 데 비해, 세포를 포함한

소세포암종의 경우에는 17예 중 12예(72%)가 재발하 다고 한

다. 따라서 세포 변종은 일반적인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종에

비해 예후가 나쁠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 변종의 면역조직화

학적 소견은 일반적인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종과 같다. 전자현

미경 소견에서는 세포 내에서 핵 주변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배열된 미세섬유가 관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9

환자의 연령이 비교적 낮다는 점, 여포와 비슷한 구조물이 보

인다는 점, 종양세포의 핵이 커피 원두 모양이 아니라는 점뿐만

아니라 종양세포가 호산성의 풍부한 세포질을 가진다는 점 때문

에, 세포변종의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종은 유년기 과립막세

포종양과의 감별에 특히 문제가 된다. 그러나 유년기 과립막세

포종양은 혈중 칼슘이 증가하지 않으며 종양세포 내 초자소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포변종의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

종과 구별된다.2 또한 과립막세포종양은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

종과는 달리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inhibin에 양성 반응을 나

타낸다.11

본 예는 방추 세포가 비교적 많이 관찰된다는 점, 골화의 소

견을 보여 준다는 점, 그리고 세포 분열수가 적다는 점 외에는

기존에 보고된 세포 변종의 전형적인 조직학적, 면역조직화학

적 및 전자현미경 소견과 일치하 다. 김 등4이 보고한 난소의

소세포암종도 부분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므로 세포

변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수술 후 1년 밖에 지나

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나쁜 예후와는 달리 본 예에서 현

재까지 종양의 재발이 없는 것은 종양 내 세포분열수가 적은 것

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Fig. 5. The tumor cells show many irregularly arranged paranu-
clear microfilaments (× 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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