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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nasal Undifferentiated Carcinoma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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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nasal undifferentiated carcinoma (SNUC) is a rare, aggressive neoplasm arising in the
nasal cavity and paranasal sinuses. We report a case of SNUC in an old woman. The tumor
was located at the nasal cavity and ethmoid sinus, extending to the cranial cavity. The nasophar-
ynx was free from the tumor. Microscopically, the tumor formed nests or sheets containing
medium-sized cells with small amounts of eosinophilic cytoplasm. High mitotic rates and tumor
necrosis were characteristic. There was no evidence of glandular or squamous differentiation.
The tumor was focally weak positive for cytokeratin, but negative for vimentin, leukocyte com-
mon antigen, S-100 protein, chromogranin, synaptophysin and neuron specific enolase. Epstein
Barr Virus EBER-1 was not detected by in situ hybridization. SNUC is a highly aggressive tumor
and must be distinguished from less aggressive sinonasal neopla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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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

- 1예 보고 -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Sinonasal undifferentiated carcinoma)

은 비교적 드문 악성 종양으로 부비동과 비강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한다.1 종양은 중등도 크기의 둥근 세포로 구성되며, 빈번한

유사분열, 괴사, 혈관 침범을 특징으로 하고 예후가 아주 불량한

종양이다.1,2 이 종양은 비강과 부비동에서 발생하는 악성 림프

종, 흑색종, 횡문근육종, 코인두미분화암종과의 감별이 광학현미

경만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종양은 1986년 Frierson 등1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임상 병리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Epstein Barr Virus (EBV)와의 연관성에 관해 논란이 있

었으나 최근에는 EBV와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고 있다.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이라는 질환의 범주를 알면 비강과 부

비동에 발생하는 별다른 분화를 보이지 않는 악성 종양의 진단

에 도움이 된다. 이 암종은 외국에서는 많이 보고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종양의 세포학적 소견을 중심으로 발표한 논문을

포함하여 2예만이 보고되어 있어3,4 병리소견을 중심으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2세 여자 환자가 양쪽 비강내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과

거력상 흡연력을 포함하여 특이소견은 없었다. 검진상 양쪽 비

강을 채우고 있는 종괴가 관찰되었고 코인두에는 특이소견이 없

었다. 부비동 전산화단층촬 에서 양쪽 비강, 사골부비동, 그리

고 우측 상악동을 채우고 있는 큰 종괴가 관찰되었고, 이 종괴는

안와와 두개강내로 침윤하고 있었다(Fig. 1).

종괴에서 생검을 시행하여 여러 개의 작은 조직을 검색하 다.

종양세포는 주위 연부조직과 뼈로 침윤성 성장을 하 다. 세포들

은 편평상피세포나 선종으로의 분화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판상

으로 자라거나 세포들이 덩어리를 이루며 자라고 있었다(Fig. 2).

종양세포의 크기는 혈관내피세포의 크기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컸다. 세포는 둥 고 핵은 부분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소량

의 호산성의 세포질을 가지고 있었다. 세포 경계는 불분명하 지

만 핵은 소포성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염색질은 거칠었고 핵소

체는 뚜렷하 다. 낱개 세포의 괴사나 세포 덩어리 사이에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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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주 관찰되었다. 종양세포 사이 또는 판상으로 자라는 종양

세포의 덩어리 사이에 주로 림프구로 구성된 염증세포의 침윤이

있었다. 유사분열은 한 고배율 시야당 1-2개가 관찰될 정도로 흔

하 고, 개개 세포의 괴사와 이로 인한 세포의 파편들이 자주 관

찰되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cytokeratin에만 약하게 양성이었고(Fig.

3),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 vimentin, leukocyte

common antigen (LCA), S-100 단백질, chromogranin, neu-

ron specific enolase (NSE)에 음성이었다. EBV EBER-1에

한 제자리부합화 검사에서 음성이었다(Fig. 4).

환자는 머리얼굴절제술(craniofacial resection),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방사선 치료중 경부 림프절에 전이가 발

견되었다.

Fig. 1. Computed tomography reveals a large soft tissue mass in
the bilateral ethmoid sinus and right maxillary sinus.

L

Fig. 2. Tumor cells are arranged in small nests. The tumor cells
have coarse chromatin, prominent nucleoli. Note necrosis between
cell nests.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gainst cytokeratin shows
eccentrical positivity in the cytoplasm of most of tumor cells.

Fig. 4. Tumor cells of the present ease are EBV EBER-1 negative,
in contrast to those of nasopharyngeal undifferentiated carcinoma
that are EBV EBER-1 positive (inset).



고 찰

전형적인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의 광학현미경 소견은 다음과

같다.1,2,5 종양은 중등도 크기의 다각형 내지 둥근 세포로 구성되

고, 덩어리를 만들거나, 육주형태, 리본형태, 또는 판상으로 자란

다. 핵은 둥 거나 타원형이며 이형성을 동반하고 과염색상이다.

염색질은 미만성으로 균질한 것이 특징이나 거친 경우도 있다. 핵

소체의 크기는 크고 뚜렷한 경우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부분의 세포는 소량의 호산성의 세포질을 가지고 있

다. 유사분열은 매우 흔하여 10개의 고배율 시야에서 10개에서

최고 145개까지 관찰될 수 있다. 개개 세포의 괴사나 세포 덩어

리의 중심부 괴사가 자주 관찰된다. Homer-Wright rosettes, 세

포간 섬유소성 간질, 세포내 과립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Shin 등3이 국내에서 보고한 증례의 경우, 종양은 주로 중간

크기의 세포들이 소나 엽을 이루면서 자랐고, 미만성 내지 거친

과립상의 핵을 가진 세포들로 구성되었다. 면역조직화학검사에

서 종양세포들은 cytokeratin, EMA에 양성이었고, NSE에 약

하게 양성이었다.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은 비강과 부비동에 원발성으로 생긴 악

성 림프종, 소세포암종, 흑색종, 횡문근육종, 코인두미분화암종

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악성 림프종은 간질 조질이 없이 부착력

이 없는 세포가 판상으로 자라는 점이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과

다른 점이며, LCA 염색을 통해 쉽게 감별이 된다. 소세포암종

과의 감별은 두 종양 모두에서 미만성의 균질한 염색질이 관찰

될 수 있지만,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은 세포의 크기가 중등도 이

상이며, 큰 핵소체나 거친 염색질을 가질 수 있고 부분의 예에

서 소량의 호산성 세포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별이 가능

하다. 또한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은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일부

에서 NSE에 양성을 보일 뿐 chromogranin, synaptophysin 등

신경내분비 표지자에 음성이다. 색소를 생성하지 않는 흑색종과

의 감별은 흑색종인 경우 큰 호산성의 핵소체를 가진다는 점이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과 다르며, 감별이 어려울 경우 S-100 단

백질 염색을 통해 감별이 가능하다. 횡문근육종은 임상적으로 소

아에 더 흔하며, 작은 림프구를 닮은 과염색상의 핵을 가진 세포

들이 점액양 내지 부종을 동반한 기질 사이에 파묻혀 있는 점에

서 감별이 가능하다. 염증 세포의 침윤이 없는 코인두미분화암

종과의 감별이 임상 병리적으로 가장 어려운데,5 광학현미경 소

견이 비슷한 경우 임상적으로 발생 부위가 코인두인 경우 코인

두미분화암종일 가능성이 크며, 발생 부위가 비강 부비동인 경우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의 가능성이 크다. 코인두미분화암종은 소

포성 핵, 세포들의 융합체 양상(syncytial pattern), 방추형 세포

가 특징적이고, 괴사가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만큼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과 감별이 가능하다. 또한

코인두미분화암종은 EBV 제자리부합화 검사에 양성이라는 점

이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과의 큰 감별점이다(Fig. 4).2,5 그 외

에도 후각신경모세포종, 신경내분비암종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

우도 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의 경우 cytokeratin이 일정하게 양성이고 그

외 NSE가 양성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2 synaptophysin과

chromogranin에는 음성이다. CD99가 일부 종양에서 양성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Ewing 육종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막을 따라 염

색되는 특징적인 양상은 아니라고 한다.2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이 육주형태나 리본형태로 자라면서 NSE

에 양성이라는 점에서 신경내분비 분화를 보인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전자현미경 검사상 신경내분비종양에서 관찰되는 세포돌

기가 관찰되지 않고 신경분비과립으로 생각되는 과립성분이 극히

드물게 관찰되는 점에서, 신경내분비로의 분화를 보인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1 Cerilli 등2은 NSE 양성은 교차반응에 의한 것

이며 실제 단세포군 항체를 사용하여 비특이적 반응을 줄이면

NSE 양성률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 다.

이 질환이 처음 보고된 이후 EBV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코인두미분화암이 EBV EBER-1에 양성이라고

알려져 있어, 해부학적 위치의 근접성과 조직학적 유사성 때문

에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의 발암기전에 EBV가 관여할 것이라

는 추측이 많았다. 실제로 일부 보고에서는 EBV가 양성이라는

보고도 있었다.6-9 특히 Lopategui 등9은 22예의 부비동비강미분

화암종을 11예의 서양 환자와 11예의 동양 환자로 나누어 EBV

EBER-1의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동양 환자의 64% (7/11)에

서 EBV EBER-1가 양성이라고 보고하 다. 이런 결과를 토

로 Lopategui 등은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의 발생에 환경지역적

인 요소가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반면 Jeng 등5은 만

환자들을 상으로 36예의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과 13예의 코

인두미분화암종에서 EBV EBER-1의 발현율을 조사한 결과,

코인두미분화암종 전례에서 EBV EBER-1가 양성이었고 부비

동비강미분화암종 전례에서는 EBV EBER-1가 음성으로 나와,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과 EBV는 무관하다고 주장하 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8,9 EBV EBER-1가 양성이라고 보고된 증례 중

EBV EBER-1가 양성인 부분이 코인두미분화암종과 유사한

부위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Cerilli 등5은 그러한 예들은 부비

동비강미분화암종이라기보다 코인두미분화암종일 가능성이 크

다고 주장하 다. 이번 증례도 EBV EBER-1에 한 제자리

부합화 검사에서 음성이었다. 이전 보고에서 EBV에 양성이라

고 보고된 증례들은 염증세포의 침윤이 적은 코인두미분화암종

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에 한 진단기준

을 엄격히 하면 EBV에 음성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의 치료는 아직 확립된 방법이 없으며

예후는 매우 나쁘고 치료 방법에 따라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

어 있다.2,10-12 Cerilli 등2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 16명의 환자 중

13명(81%)의 환자가 암종으로 사망하 고, 평균 생존 기간은

18개월이었다.

부비동비강미분화암종은 외국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예만이 보고되어 있다.3,4 이번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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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0년부터 1998년 9년간 서울 학교 병리학교실에서 진단

된 원발성 코부비동 종양을 검색하여 본 결과, 이미 보고된 진

단 기준에 맞는 증례는 한 예 밖에 없을 정도로 드물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드문 종양이지만, 코, 부비동, 인두 부위에 발생하는

미분화 암종의 감별진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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