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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tic Adenomyoepithelioma of the Breast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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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myoepithelioma of the female breast is a rare tumor. With rare exceptions, the tumor
is uniformly solid. We describe a large grossly cystic adenomyoepithelioma in a 67-year-old
female. The tumor was histologically benign. The characteristic microscopic finding was the
proliferation of rounded tubules lined by both epithelial and myoepithelial cells. Immunohisto-
chemical findings confirmed the presence of two cel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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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의 낭성샘근육상피종

- 1예 보고 -

유방의 근육상피에서 발생하는 병변은 크게 근육상피증

(myoepitheliosis), 샘근육상피종(adenomyoepithelioma), 악성샘

근육상피종(malignant adenomyoepithelioma)의 세 가지로 나

뉜다.1 샘근육상피종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국내에는 2예가 보고

되어 있다.2,3 샘근육상피종의 종괴는 부분 경계가 좋으며 고형

성을 띤다. 샘근육상피종과 악성샘근육상피종에서 육안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낭성 종괴는 매우 드물다.4-6 저자들은 67세 여자의

유방에서 낭성 소견을 보인 샘근육상피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67세 여성으로 최근에 오른쪽 유방 외상부에서 종괴

가 만져져서 병원을 방문하 다. 과거력상 특이한 병력은 없었

다. 초음파 검사에서 경계가 잘 지어진 5 cm 크기의 낭성 종괴

가 있어 악성 종양 의심 하에 종괴를 제거하 다. 종괴의 크기는

5.5×5×4.7 cm 고, 단면에서 피막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중

격 벽으로 구분된 낭성 종괴의 가장자리는 고형성으로 연황색을

띠었고, 고형성 부위는 출혈이 동반된 낭 부위로 돌출되어 있었

다(Fig. 1A). 조직 소견에서 고형성 부위는 섬유조직에 의해 분

리된 다양한 크기의 결절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피세포로 피복

된 낭의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다(Fig. 1B). 결절은 주로 관 구

조로 구성되었고, 관을 싸는 입방형의 상피세포는 호산성을 띠

는 적은 양의 세포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관 주위로 증식하는

세포는 풍부하고 투명한 세포질을 가지고 있었다(Fig. 2A). 방

추세포가 섬유다발을 형성하는 부위도 국소적으로 관찰되었다.

상피세포에서 부분적인 점액성, 피지성, 편평상피화생 등이 보

다. 피복 상피가 일부 탈락된 낭의 벽에서 출혈이 동반된 육아조

직이 관찰되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관 구조를 싸는 상피

세포는 cytokeratin (AE1/AE3, prediluted, DAKO, California,

USA)에 양성인 반면(Fig. 2B), 관 주위에 증식하는 투명한 세

포질을 가진 세포와 방추형의 세포들은 smooth muscle actin

(HHF35, prediluted, DAKO, California, USA)에 양성이어서

근육상피세포임을 확인하 다(Fig. 2C). 근육상피세포에서 10개

의 고배율 시야당 1-2개의 유사분열상이 관찰되었으나, 비정형

성은 약하 다. 이러한 소견으로 본 증례는 유방에 발생한 낭성

샘근육상피종으로 진단되었다.

고 찰

유방의 샘근육상피종은 상피세포와 근육상피세포로 구성된

매우 드문 종양으로 성장 유형에 따라 방추세포형, 관상형, 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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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세 가지로 나뉘며, 관상형이 가장 흔한 유형이다.1 본 예는

상피세포와 근육상피세포로 구성된 둥근 관 구조의 증식이 특징

적인 관상형이었다. 처음에 샘근육상피종은 국소적인 재발 잠재

력을 가진 양성 종양으로 구분되었으나, 원격전이를 보이는 악

성샘근육상피종의 예도 보고되어 있다.7 양성인 샘근육상피종에

서 조그만한 낭들을 현미경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나, 육안으로

낭성을 띠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5,6 악성샘근육상피종에서도 방

사선학적 혹은 육안으로 관찰되는 낭성 종괴 형태는 드물게 보

고되었다.4 악성샘근육상피종은 10개의 고배율 시야당 11-14개

의 유사분열이 관찰되며, 세포학적 비정형성이 심하고 주변 조

직으로 침윤하는 성장 양상을 보인다.7 본 예는 초음파 검사에서

비교적 종괴의 크기가 크고 낭성 소견이 관찰되어 악성 종양을

의심하 다. 그러나 종양이 피막에 잘 둘러싸여 있었고 조직 검

사에서 유사분열상이 드물며 비정형성이 약하여 낭성샘근육상피

Fig. 1. (A) Solid and cystic mass, measuring 5.5 cm in the greatest diameter is noted on transverse section. (B) The solid tumor mass
protrudies into the cyst which is lined by epithelial cells.

A B

Fig. 2. (A) The tumor is characterized by proliferation of round tubules lined by both epithelial and myoepithelial cells. (B) Immunohistochem-
ical stain for cytokeratin shows intense staining of the epithelial cells. (C)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smooth muscle actin shows posi-
tivity in the cytoplasm of the myoepithelial cells and no reaction in the epithelial cell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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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합당하 다.

샘근육상피종은 관내유두종, 경화샘증, 미세관샘증 등과 감별

할 필요가 있다.5,6 관내유두종에서 상피세포의 증식이 심한 경우

서로 융합되어 불규칙한 소강을 많이 만들 수 있으나, 부분적으

로 상피세포가 유두상으로 증식하며 그 내부에 잘 발달된 섬유

혈관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감별할 수가 있다. 경화샘증의 경

우 상피세포와 근육상피세포로 구성된 관 구조가 관찰되나 간질

의 섬유화가 특징적이다. 미세관샘증은 종양을 구성하는 관 구

조가 침윤성 성장 양상을 보이며 관 구조를 형성하는 세포는 근

육상피세포층이 없이 단층을 이루기 때문에 샘근육상피종과 감

별할 수 있다. 

저자들은 비교적 드문 낭성 소견을 보인 샘근육상피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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