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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inous Adenocarcinoma of the Prostate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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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gnosis of mucinous adenocarcinoma of the prostate (MAP) requires that at least 25%
of the tumor consists of pools of extracellular mucin. According to the above criteria, MAP is
rare and about 70 cases have been reported in literature. Here we report a case of MAP aris-
ing in a 70-year-old man. In the present case, the proportion of the mucinous component was
up to 95% of the total tumor volume, and Gleason’s score is 8 (4+4). The tumor cells were pro-
static specific antigen (PSA)-immunoreactive in mucinous and nonmucinous components. De-
spite the mucin pools, the tumor cells themselves failed to stain with any of the mucin s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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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의 점액성 선암종

- 1예 보고 -

전립선의 점액성 선암종은 1881년 Boyd1가 처음으로 언급하

으며,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종의 드문 형태학적 변형의 하나

이다. 상당수의 전립선 선암종에서 종양세포로 이루어진 관상구

조의 내강에 국한된 적은 양의 점액소(mucin)를 관찰할 수 있으

며, 적어도 전립선 선암종의 1/3 이상에서 국소적인 점액성의 분

화를 보인다.2 Elbadawi 등3은 적어도 전체 종양의 25% 이상이

세포외 점액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를 점액성 선암종으로 보았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까지 문헌에 보고된 예는 략 70여

예에 이르며, 국내에는 문헌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배뇨곤란, 빈뇨와 야뇨증을 주소로 내원한 70세

남자에게서 발생한 전립선의 점액성 선암종 1예를 보고하는 바

이며, 전립선에서 발생한 전립선 선암종의 예후에 한 평가를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 다.

증 례

70세 남자환자가 2년 전부터 시작된 배뇨곤란, 빈뇨와 야뇨증

을 주소로, 최근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침생검과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에서 전립선 선암종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위해 내원하

다. 생검 조직에서 종양 용적 5-10%를 차지하는 Gleason 등급 3

또는 4의 선암종이었으며 점액성 선암종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과거력상 환자는 2년전 개인병원에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1회

시행받았으며 조직학적 진단은 양성전립선비 증이었다.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 상 T2중심 상(T2-weighted ima-

ges)에서 좌측 주변 에 약 1 cm 정도의 저신호가 관찰되었다

(Fig. 1). 하지만 전립선 피막과 신경근 다발로의 침윤은 관찰

되지 않았으며, 이전의 경요도전립선절제술에 의한 전립선 요도

의 확장과 좌측 정낭 부위의 아급성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골

주사검사에서 골전이는 없었다. 환자는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을

시행받았다. Total PSA/free PSA (ng/mL)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23.35/1.93 ng/mL (침생검과 경요도전립선절제술 전),

2.20/0.13 ng/mL (경요도전립선절제술 후), 0.408/0.052 ng/

mL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후). 

절제된 전립선의 크기는 5×4×2.5 cm 으며, 무게는 20 gm

이었다. 절제된 전립선 전체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전

체 전립선 조직 중 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 정도 으며,

점액성 선암종으로 볼 수 있는 부위가 전체 종양의 95%를 차지

하 다. 종양세포는 주변 정상 전립선 조직과 불분명한 경계를

이루며 침윤하고 있었고, HE 염색에서 점액성 부위는 거품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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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 하게 염색되는 점액성 분비물 속에서 종양세포가 가닥

(strands), 섬(islands), 관(tubules) 모양으로 덩어리를 이루거

나 낱개로 흩어져서 관찰되었다(Fig. 2A). 비점액성 부위에서

종양세포는 융합된 선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종양세포의 모양은

점액성과 비점액성 부위에서 유사하 으며 비교적 일정하 다.

핵은 입방형 또는 난원형 이었으며, 세포질은 호산성이거나 미세

한 다수의 공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인환세포(signet ring cells)

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B). 세포외 점액 부위는 Alcian blue

pH 2.5 염색에서 뚜렷하게 양성으로 염색되었으나 종양세포는

염색되지 않았다(Fig. 3A). 종양세포의 기원을 확인하고자 PSA

(Dako, Glostrup, Denmark)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

하 으며 종양세포는 PSA에 양성반응을 보 다(Fig. 3B). 박

리되어 보내어진 주변 림프절 9개에서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동결절편으로 확인한 조직에서 방광목(bladder neck)으로의 침

윤은 없었다. 환자는 근치적 절제술 후에 특별한 치료는 없었으

며 1년 4개월간 혈청 PSA/free PSA 측정치와 이학적검사를

통해 추적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추적기간 동안 재발은 없었다.

고 찰

양성 또는 악성 전립선 상피세포에서 중성 점액소가 소량 분

비되며 세포질내에 과립으로 존재한다. 반면, 산성 점액소는 양

성 전립선 선상피세포 내강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전립선

암종의 점액성 부위에서는 현저히 나타난다.2,4 산성 점액소에는

황점소(sulfomucin)와 시알로뮤신(sialomucin)이 있으며 두 가

지 유형 모두 악성 전립선 암종에서 관찰된다.4 Alcian blue pH

2.5 염색에서는 황점소와 시알로뮤신 모두에 양성을 보이나 pH

1.0에서는 황점소는 양성, 시알로뮤신은 음성을 보인다. 또한 중

성 점액소와 부분의 다른 당단백은 Alcian blue 염색에 음성

Fig. 1. T2-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reveals a 1.5 cm-
sized lesion of low signal intensity (arrows) in the left lobe of the
prostate.

Fig. 2. (A) Mucin lakes contain small groups of malignant cells (arro-
ws). (B) Tumor cells in nonmucinous area are oval or cuboidal with
eosinophilic cytoplasm. 

A B

Fig. 3. (A) Alcian blue intensely stains the mucin lakes. Note the
absence of intracytoplasmic mucin positivity (Alcian blue, pH 2.5).
Inset: Higher magnification of the tumor cells. (B) Immunostaining
for PSA shows intense intracytoplasmic immunoreactivity in tumor
cell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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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전립선 암종의 점액성 병변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Alcian blue pH 2.5 염색을 사용

한다.

Epstein과 Lieberman5은 원발성 전립선 점액성 선암종에

한 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하 다: 1) 적어도 절제

된 종양의 25%가 세포외 점액소 부위로 이루어지며, 2) 점액성

물질을 포함한 확장되지 않은 선구조는 점액성 선암종 부위로 간

주하지 않으며, 3) 전립선 이외의 부위가 원발성이 아니어야 한다.

원발성 전립선 점액성 선암종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McNe-

al 등6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에 의해 얻어진 전립선 암종 100

예 중 33예(33%)에서 점액소 부위를 확인하 으나, Epstein과

Lieberman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1,600예의 전립선 선암종을

분류하 을 때 6예(0.4%)의 점액성 선암종을 확인하 다. Ro 등7

도 역시 Epstein과 Lieberman의 기준에 따라 2,800예의 전립선

선암종을 분류했을 때 이 중에서 12예(0.4%)가 점액성 선암종임

을 확인하 다.

원발성 전립선 점액성 선암종과 전립선으로 전이한 이차성 점

액성 선암종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조직 소견이 있

다. 첫째, 장이나 방광에서 발생한 경우 종양세포가 긴 원주형

인 반면, 전립선 점액성 선암종의 경우 난원형 또는 입방형이며

술잔세포(goblet cells)가 관찰되지 않는다.3,5 둘째, 유방의 점액

성 선암종과 비슷한 비유두상(non-papillary) 성장을 한다.3,5 셋

째, 종양세포의 세포질은 점액에 한 염색에서 음성반응을 보인

다는 것이다.5,8 본 예에서는 종양의 95%에 달하는 부위가 세포

외 점액소 부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종양세포의 모양은 입방형 또

는 난원형이었고 비유두상 성장을 하 으며 PSA에 양성반응을

보 다. 또한 점액소 부위는 Alcian blue pH 2.5 염색에 양성

반응을 보여 산성 점액소임을 알 수 있었으며, 종양세포의 세포

질에서는 음성반응을 보 다.

Gleason 등급체계9에서는 점액을 분비하는 암종을 등급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점액성 부위의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점액성 선암종을 등급화하 다. 그러나 McNeal 등6은 Gleason

4등급의 체모양(cribriform pattern)부위와 점액성 선암종부위가

흔하게 근접해서 관찰되는 점, 두 가지 유형의 이행 부위가 또한

흔하게 관찰되는 점, 점액성 부위내 떠 있는 세포소(cell nests)

에서 체모양이 찢어진 듯한 흔적이 흔하게 관찰되는 점 등을 근

거로 점액성 선암종이 Gleason 등급체계에서 4등급에 해당된다

고 결론지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선암종에 비해 전립선의 점액성 선암종은

호르몬 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골전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0 그러나 Saito 등2은 Elbadawi 등3이 제

시한 기준에 따라 60예의 전립선 점액성 선암종을 검토한 결과,

보통의 선암종과 같이 PSA 혈청치가 증가되어 있으며, 골형성

성(osteoblastic) 골전이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호르

몬 치료가 시행되었던 점액성 선암종 27예 중 22예(77.8%)에서

호르몬 치료에 반응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점액성 선암종을 보

통의 전립선 선암종의 드문 아형의 하나로 간주하 으며 비슷한

임상경과를 밟을 것이라고 언급하 다. 본 증례의 환자에서 골전

이는 없었다. Total PSA/free PSA (ng/mL) 측정치는 23.35/

1.93 ng/mL로 증가되어 있었으나 경요도전립선절제술 후 2.20/

0.13 ng/mL로 감소하 고 근치적 절제술 후 0.408/0.052 ng/

mL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조직학적 검사에서 종괴는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었고 림프절 전이는 없었다. 환자는 근치적 절제술

후에 특별한 치료는 없었고 1년 4개월간 혈청 PSA/free PSA

측정치와 이학적검사를 통해 추적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추적기

간 동안 재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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