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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Multilocular Cystadenoma of the Prostate
- A Case Report -

Chang Ohk Sung, Jinwon Seo and Sang Yong Song

Department of Path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Large multilocular cysts and cystic neoplasms of the prostate are very rare. A healthy 52-year-
old man presented with acute urinary retension. Physical examination revealed a large abdomi-
nal mass. Pelvic MRI showed a 15×10×9 cm, lobulated, and multiseptated cystic mass in
the pelvic cavity. Exploration laparotomy revealed a large cytic mass that compressd and dis-
placed the urinary bladder antero-laterally, and adhered to the prostate and the sigmoid colon.
Macroscopically, the mass was grayish white colored, multilocular cysts containing reddish-brown
serous fluid. Microscopically, the tumor was composed of glands and cysts lined by the prostat-
ic-type epithelium in the fibrous stroma. The prostatic nature of the lesion was confirmed by
the lining epithelium expressing prostate-specific 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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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샘의 거 다방성 낭샘종

- 1예 보고 -

전립샘의 다방성 낭샘종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1991년 이후

10여 증례만이 주로 비뇨기과학 문헌에 보고되어 왔다.1-4 국내에

서는 골반에 위치하며 전립샘과 유착되어 있는 1예만이 보고되어

있을 정도로 드문 종양이다.1 저자들은 천골 전방에 위치하고 있

는 거 다방성 전립샘 낭샘종 1예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

자 한다.

증 례

환자는 52세 남자로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중 급성 요폐가 발

생하여 내원하 다. 방사선 소견에서 종괴는 방광과 전립샘에 일

부 붙어 있었고 천골 전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골반강의 주로

왼쪽으로 자라고 있었다. 이에 의해 방광과 전립샘은 앞쪽 그리

고 오른쪽으로 전위되어 있는 소견을 보 다(Fig. 1). 수술 소견

에서 종괴는 방광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경계가 좋았고, 전립샘과

결장에 유착되어 있었으나 쉽게 박리되었다. 

육안 소견에서 종괴는 회백색의 반짝이는 큰 낭이었으며 크기

는 12.5×10 cm, 무게는 503 g이었다(Fig. 2). 절단면은 장액을

함유한 2 mm에서 7 cm까지 다양한 크기의 낭으로 구성되어 있

었으며 낭벽의 두께는 평균 0.4 cm 다. 출혈이나 괴사는 관찰

되지 않았다.

조직학적 소견에서 종괴는 낭과 샘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낭

들은 입방형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들은 창백한 세포질

을 가지고 있었다. 핵은 기저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핵소체는 뚜

렷하지 않았다. 입방형 세포들의 아래쪽에서는 납작한 기저세포

들이 부분의 역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낭의 내층은 국소적으

로 다층화되어 있고, 작은 유두상 돌출을 보이는 부분도 관찰되

었다. 세포의 형성이상이나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다. 버팀질

은 세포수가 적었고 국소적으로 현저한 유리질화 및 평활근세포

의 증식을 보 으며, 소수의 림프구나 큰포식세포들이 관찰되었

다(Fig. 3).

종양 세포는 PAS, mucicarmine에 국소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

고,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PSA (1:1,200, DAKO, Denmark)

에 강한 양성 반응을 보 다(Fig. 3, inset). Cytokeratin 7 (1:

100, DAKO)에는 양성, cytokertin 20 (1:100, DAKO), vimen-

tin (1:400, DAKO), epithelial membrane antigen (1:50,

DAKO), 그리고 CEA (1:100, DAKO)에는 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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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문헌검색 결과 10예의 유사한 증례가 있었으며 발생 연령은 최

소 20 에서 최 80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 다. 크기는 최소

7.5×6.5×5 cm에서 최 45×35×12 cm까지 다.1-4 종괴는

주로 방광 후면에 위치하 고 전립샘이나 방광 등 주변 장기들

과 유착하고 있었으며, 1예는 줄기에 의해 전립샘과 연결되어 있

었다.2 조직학적 소견은 본 증례와 유사하 으며 완전한 외과적

적출 후 재발은 보고되지 않았다. 

감별 질환으로는 방광 후 또는 복막 후 다방성 종양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엽상 아형의 비정형전립샘증식(Phyl-

lodes-type variant of atypical prostatic hyperplasia), 다방성

복막봉입체낭포(multilocular peritoneal inclusion cysts), 림프

관종(lymphangiomas), Mullerian 관 낭종이나 정낭 낭종(sem-

inal vesicle cysts) 등이 해당되나, 전립샘양 상피세포를 확인함

으로써 쉽게 구분된다. 특히 PSA 양성 반응은 진단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종양의 발생 기원의 가설 중 하나는 비정상적인 배형성

의 결과로 인한 이소성 전립샘 조직에서부터 유래한다는 설이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이 병변이 20-30 의

젊은 남자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가설은 심한 전립

샘 증식이나 결절이 주변 연부조직으로 이탈되면서 가는 섬유성

줄기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전립샘과 분리된다는 것이다.5

부분의 증례에서 임상 경과를 결정하기 위해 추적관찰이 필요하

지만 현재까지는 완전한 절제 후 재발이 보고된 적이 없는 양성

종양이다.

Fig. 1. Pelvic MRI shows a large lobulated, multiseptated cystic
mass (arrow) in the pelvic cavity. The urinary bladder is compressed
and displaced anterolaterally by the tumor.

Fig. 2. Macroscopically, the mass is gray-white, multiseptated, cys-
tic and solid. Multiple small cysts are variably sized ranging from
2 mm to 7 cm.

Fig. 3. A cystic structures are lined by the double layer of prostatic
epithelium-reminiscent cells in the fibrous stroma, composed of
typical fibroblasts, collagenous material and smooth muscle cells.
And cysts are lined by cuboidal to low columnar epithelial cells with
basally located nuclei. Flattened basal cells beneath the epithelial
cells of the gland are present. Small papillae protruding into a gland
are also present. The tumor cell shows strongly staining for prostat-
ic-specific antigen (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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