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

한병리학회지: 제 37 권 제 3 호 200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3; 37: 218-20

Primary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Ovary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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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ases of primary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ovary are associated with mature ter-
atoma or Brenner tumor, and a few cases are related to endometriosis of the ovary. But a few
cases of ovarian primary squamous cell carcinoma have occurred without clear associated
etiology. Although some of them are concurred with cervical carcinoma in situ, they have not
shown clear associations with the ovarian primary squamous cell carcinoma. We report a case
of primary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ovary appearing in pure form. A left ovarian mass
was detected in a 43-year-old woman. A total hysterectomy and bilateral adnexectomy with
regional lymph node dissection were performed. Histologically, the tumor was predominantly
composed of polygonal tumor cells with keratinization and intercellular bridge, dyskeratotic
cells, necrotic cell debris, and inflammatory cells. Also, metastasis to paraaortic lymph node
was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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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의 원발성 편평세포암종

- 1예 보고 -

난소에 발생한 편평세포암종은 원격 장기에서 전이된 경우가

가장 많고 원발성인 경우는 드물다. 원발성 편평세포암종으로 보

고된 증례의 부분은 피부모양 기형종(mature teratoma) 또는

브렌너종양에서 악성 변화를 일으켜 발생하 고,1-3 소수는 난소

의 자궁내막증과 연관되어 있었다.4 지금까지 보고된 원발성 편

평세포암종 중에서 연관된 병인이 없는 순수형은 24예이고, 이

중 10예는 자궁목의 제자리암을 동반하 다.5 저자들은 43세 여

자환자의 난소에서 피부모양 기형종, 브렌너종양, 그리고 자궁내

막증과 연관 없이 발생한 순수형 원발성 편평세포암종 1예를 경

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3세 여자환자가 3개월간 지속되는 무월경과 2주간 지속되는

우측 하복부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 다. 산과력은 2-0-3-2이

었고 질 초음파 검사상 골반강내에 9×7 cm 크기의 경계가 분

명한 반향성(echogenic) 종괴가 관찰되었다. 내원 당시 혈중 CA

125는 128.74 U/mL (정상치: 0-35.0 U/mL)로 상승되어 있었

고, CA 19-9는 0.01 U/mL (정상치: 0-37.0 U/mL)로 정상

이었다. 두경부, 부비동, 흉부, 골반부의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

사와 자궁목의 세포도말검사에서 원발성 악성종양의 증거는 없

었다. 임상적으로 자궁부속기 종양이 의심되어 진단적 복강경 검

사 후 전 자궁 절제술과 양측 부속기 절제술 및 림프절 박리를

시행하 다.

육안검색상 우측 난소의 크기는 8.5×8×6.5 cm 고 외표면

은 매끄러웠다. 절단면상 살색 및 적갈색을 띠는 부드러운 고형

성 종괴로 7×2.5 cm 크기의 낭성 변화를 동반하 다(Fig. 1).

낭 내부에는 적갈색의 변성된 장액이 소량 남아 있었고, 뼈, 연

골, 모발조직은 관찰되지 않았다. 자궁 및 좌측 부속기는 정상이

었다.

현미경 소견상 고형성 부위에서 종양은 기저양 또는 얇은 판

상 성장을 하고(Fig. 2A), 종양 소의 중심부는 각질화된 종양

세포, 이상각화된 세포, 괴사된 세포절편, 그리고 염증세포로 구

성되었다(Fig. 2B). 간질에 침윤한 무핵성 편평세포 주변에 이

물형 다핵거 세포가 국소적으로 관찰되었다. 종양세포는 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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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핵내에 한 두개의 뚜렷한 핵소체와 거친 염색질을 포함하

고 유사분열상이 흔하며 세포간교가 관찰되었다(Fig. 3A). 그

러나 철저한 표본채취에도 샘 구조의 분화는 보이지 않았고 피

부모양 기형종이나 브렌너종양의 흔적도 관찰되지 않았다. 낭성

부위에서 낭벽은 1-2층의 원주세포 및 입방세포로 피복되어 있

었다. 일부 피복세포는 극성이 소실되어 중층으로 배열하며 한

개의 뚜렷한 핵소체를 가지는 형성이상 소견을 보 다(Fig. 3B).

국소적으로 피복세포 하부의 기질에서 혈철소를 포함한 식세

포 침윤이 있었다. 자궁과 좌측 부속기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

나, 우측 동맥곁 림프절에서 전이가 확인되어 FIGO stage III

로 진단하 다.

고 찰

난소의 편평세포암종은 드물게 발생하고, 전이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자궁목이 가장 흔한 원발부위이다. 전이된 경우를 제외

하면 피부모양 기형종의 악성 변화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하는

경우와 브렌너종양에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

하다.1-3 그외에도 자궁내막증과 연관되어 발생한 경우도 소수 있

고,4 연관된 병인이 없이 순수형으로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었다.5

Peterson1은 8,038예의 피부모양 기형종을 검토한 결과, 악성

변화의 빈도는 1.8%이고 부분 폐경기 여성에서 발생하며 그

중 약 80%가 편평세포암종이라고 보고하 다. 피부모양 기형종

에서 발생한 편평세포암종은 편평세포의 형성이상 또는 제자리

암에서 발생하거나,1 낭벽을 피복하는 원주상피가 편평상피화생

을 일으킨 후 악성 변화를 동반하여 발생한다.2

순수형 편평세포암종의 조직학적 기원은 불분명하여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5 난소의 표면 상피세포에서 직접 순수형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한다는 가설과 자궁목의 제자리암이 공존하

는 몇몇 증례를 근거로 하여 자궁목의 제자리암과 순수형 편평

Fig. 1. Cut surface of the ovary shows a flesh, red-brown colored
mass with central cystic change.

Fig. 2. (A) In the low-power view, the tumor grows as an basaloid
or sheet-like pattern. (B) The center of the tumor cell nests is com-
posed of keratinized cells, dyskeratotic cells, necrotic cell debris,
and inflammatory cells. 

A B

Fig. 3. (A) The tumor is composed of anaplastic polygonal cells with
frequent mitoses and intercellular bridges. (B) The lining epithelium
of the cystic wall shows dysplastic changes with loss of polarity, nu-
clear pleomorphism, and prominent nucleoli.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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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암종이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가설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순

수형 편평세포암종 24예 중에서 자궁목의 제자리암을 동반한 경

우는 10예로 두 가지 가설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세하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자궁목의 제자리암에 동반된 순수형 편평세포암종의

발생기전으로 다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5 첫째, 여성생식기

관의 점막표면을 따라 난소로 연속적인 전파에 의해서 발생하거

나, 둘째, 채취된 표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미세침윤성 혈관침

습성 자궁목암이 난소에 전이를 하여 발생하거나, 셋째, 생식기

계의 비슷한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동일한 암 유발물질에 노출

되게 되어 동일한 경로 및 분화도로 반응하여 발생한다는 가설

등이 있다. 최근 Mai 등6은 외음부 상피내종양과 자궁목 상피내

종양이 있던 환자의 난소에서 Human papilloma virus (HPV)

DNA 16형 및 18형을 발견하여 HPV가 난소에서도 편평세포

암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본 증례에서는

자궁목에 육안적 및 조직학적 이상 소견이 없기 때문에 난소의

표면 상피세포에서 직접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하 을 가능성을 시

사하고 있다.

난소의 원발성 편평세포암종은 악성 브렌너종양, 자궁내막유사

샘편평세포암종(endometrioid adenosquamous carcinoma), 편

평상피로 분화를 보이는 혼합 상피종양(mixed epithelial tumor),

그리고 전이성 편평세포암종과 감별이 필요하다.5 양성 브렌너

성분이 있거나, 자궁내막과 유사한 악성 샘 조직이 관찰되면 난

소의 편평세포암종을 배제할 수 있고, 피지샘, 모발, 연골, 골, 갑

상선 조직 등 둘 이상의 배엽에서 기원한 조직이 관찰되면 피부

모양 기형종에서 발생한 편평세포암종과 순수형 편평세포암종을

감별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표본채취가 진단에 중요하다. 본

증례에서도 표본채취를 철저히 했지만 샘 구조로 분화를 보이지

는 않았고 피부모양 기형종이나 브렌너종양의 흔적도 관찰되지

않아 순수형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하 다. 낭의 피복세포중 일

부에서 형성이상을 보이지만 제자리암으로 이행하는 부위가 관

찰되지 않고, 주된 종양부위와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편

평세포암종의 선행병변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국소적으로 혈

철소를 포함한 식세포 침윤이 있었으나 자궁내막과 같은 샘 및

기질이 관찰되지 않아 자궁내막증과도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난소에서 발생한 편평세포암종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수술 후

보조적 약물 치료 및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적이

지 못하다. Kashimura 등7은 난소의 편평세포암종 82예의 평균

5년 생존율이 28%이며 이는 일반적인 표면상피암종에 비해 예

후가 나쁘다고 보고하 다. Pins 등5은 진행된 임상병기, 높은 조

직학적 등급, 혈관침습, 종양파열, 그리고 피막침윤이 있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보고하 다.

결론적으로 난소의 순수형 편평세포암종은 극히 드물고, 진단

을 위해서는 주의 깊은 표본채취가 중요하며, 발병기전에 하

여는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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