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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osa Cell Tumor of the Unilocular Cystic Type
- A Case Report -

Kyu Yun Jang, Myoung Ja Chung, Woo Sung Moon, Myoung Jae Kang
and Dong Geun Lee

Department of Pat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Unilocular cystic granulosa cell tumors (UCG) are extremely rare. Due to the relatively small
mass of the tumor available for histologic examination, diagnosis of UCG is not easy. Here
we present a case of UCG in a 54-year old female. A 12×10 cm unilocular cystic mass was
identified in the right ovary. The tumor was thin-walled and consisted of a single large cavity
with a smooth internal surface. In most areas there were no cells lining the cyst, however, in
focal areas the unilocular cyst was lined by one or more layers of uniform granulosa cells, form-
ing Call-Exner bodies. A diagnosis of UCG was made after multiple sections were examined.
A careful histologic examination is required for the correct diagnosis of U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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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

- 1예 보고 -

과립막세포종은 전체 원발성 난소 종양의 1.5-3%를 차지하고,

전체 난소 악성종양의 6%를 차지한다. 과립막세포종은 육안 소

견에 따라 고형성 부위를 가지는 종양과 다방성 낭종 및 단방낭

성 과립막세포종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

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1-3 국내에서는 5예의 단방낭성 과

립막세포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그 빈도는 전체 과립막세포종의

약 6.3%에 해당한다.4-8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은 조직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양 세포가 적고, 과립막세포종에서 흔히 나타

나는 이차적 변화와 종양세포의 변성에 의한 형태학적 변화 때문

에 진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난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양이나 난포낭과 같은 병변과도 감별하여야 한다.2,3 저자들은

낭벽의 일부에서만 국소적으로 종양세포가 확인된 단방낭성의 과

립막세포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54세 여자로 배부 통증과 하복부 통증 및 빈뇨로 내원

하 다. 환자의 출산력은 4-0-4-4 고, 20년 전 자궁 근종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았으며 15년 전에는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

은 과거력이 있었다. 검사실 소견상 CA125는 4.83 U/mL, CA19-

9는 1.88 U/mL로 정상범주내 고,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외견

상 남성형 증상 등의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골반 전산

화 단층촬 상 이전에 자궁이 절제된 골반 중앙부에서는 장경 12

cm 크기의 고형성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단방성 낭종이 관찰되

었고, 방광은 낭종에 의해 우측으로 려 있었다(Fig. 1). 양측

난소 및 난관 절제술을 시행하 는데, 육안소견상 우측 난소에서

는 12×10 cm 크기의 혈액-장액성 액체로 채워지고 내면은 매

끄러운 단방성의 낭종이 관찰되었다. 고형성을 띠는 부위는 없었

다. 좌측 난소와 난관에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악성 종

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행한 동결절편에 의한 조직학

적 검사 결과, 낭종의 벽에서 소난포를 형성하는 과립막세포가

관찰되었으나 매우 국소적으로만 관찰되었기 때문에 난포낭으로

진단하 다. 그리고 구절편의 조직학적 검색을 통하여 과립막

세포종을 감별하여야 한다고 하 다(Fig. 2A). 파라핀 포매된

구절편의 조직학적 소견상 부분의 낭벽에서는 낭을 피복하는

세포가 낭벽으로부터 탈락되어 관찰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만

한 층 또는 여러 층의 종양세포가 낭벽에서 관찰되었다(Fig. 2B).

종양세포는 작고 균일한 원형 또는 타원형이었고, 종양세포의 핵

은 둥 거나 타원형이었다. 일부의 핵에서는 핵구가 관찰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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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 커피알 모양처럼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양세포

는 특징적인 소난포형의 Call-Exner 체를 형성하 다(Fig. 3).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상 종양세포는

vimentin (DAKO, Glostrup, Denmark)에 해서는 강한 양성

반응을, alpha-inhibin (DAKO, Carpinteria, CA, USA)에

해서는 약한 양성 반응을 보 다(Fig. 4). EMA (DAKO, Glo-

strup, Denmark), smooth muscle actin (DAKO, Glostrup,

Denmark) 및 high molecular weight cytokeratin (DAKO,

Carpinteria, CA, USA)에 해서는 음성 반응을 보 다. 상기

와 같은 소견으로 우측 난소의 낭종을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으

로 진단하 다. 좌측 난소에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2년 후까지 재발은 없었으며, 환자는 건강하 다.

Fig. 2. (A) In frozen section, the inner aspect of the cystic tumor is
lined by a single layer or epithelial cells forming microfollicles. (B)
In permanent section, granulosa cells lining cyst are denuded. 

A

B

Fig. 1. Computerized tomography shows a unilocular cystic mass
in the pelvic cavity measuring 12 cm in diameter (arrow). The uri-
nary bladder (arrow head) is pushed to the right side of the ovari-
an cyst.

Fig. 4. Tumor cells are strongly positive for vimentin (A) and weakly
positive for alpha-inhibin (B).

A

B

Fig. 3. In permanent section, some area shows a microfollicular
pattern in association with Call-Exner bodies.



고 찰

과립막세포종은 난포 과립막 세포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난소 종양이다. 이 종양은 조직학적 소견이 매우 다양하여 심지

어 같은 종양 내에서도 서로 다른 형태학적 소견이 혼재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 종양의 성장 양상은 Call-Exner 체를 보이는 소

난포, 난포, 육주, 섬, 고형성 또는 미만성을 띤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형의 공통적인 주요 진단 소견은 핵 모양으로 핵구가 있

어 핵이 커피알 모양을 보인다는 점이다. 과립막세포종은 일반적

으로 고형성 부분이 많은 종양이지만 때때로 낭 형성이 저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과립막세포종은 방사선 및 육안 소견에 따라 단

방낭성, 다방낭성, 또는 고형성을 부위를 가진 유형으로 분류하

고 있다. 국내 보고에 의하면 각각의 유형이 차지하는 빈도는 각

각 6.3%, 26.3%, 그리고 67.5%이다.4-8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

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하나의 낭으로 이루어진 종양으로 낭

벽은 종양성 과립막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단층의 입방세포로만

이루어진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이 보고된 바도 있다.2,3,9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은 난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양이나

기능성 병변과 감별하여야 한다. 난소에서 발생하는 낭성 병변은

부분이 난포낭, 낭성 자궁내막증, 낭샘종이나 기형종 등의 양

성 병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수의 상피성 악성 종양이 드물

게 발생한다. 그 중 낭성 과립막세포종은 더욱 드물며, 단방낭성

인 경우 난포낭으로 오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3,9

특히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은 종양 내부의 압력에 의한 위축과

종양세포를 지지하는 레티쿨린 구조의 결핍으로 인해 낭 내벽 상

피가 탈락되어 조직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양 세포가 적다.

그 뿐 아니라 이차적인 종양세포의 변성에 의한 형태학적 변화

때문에 쉽게 진단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2,3,9 그러나 주의 깊

고 적절한 검체 채취에 의한 조직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과립막세

포종으로 진단할 수 있는 조직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난소에서 발생하는 다른 낭성 병변을 진단에서 배제할 수 있

다. 또한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에서는 과립막세포종의 특징적

소견인 핵구가 반드시 관찰되는 것이 아니어서 진단에 도움이 되

지 못할 수 있다. Mulvany 등3이 보고한 6예의 단방낭성 과립막

세포종에서도 2예에서만 소수의 세포에서 핵구가 관찰되었다. 낭

성 과립막세포종에 한 세침흡인 결과를 고찰한 Martinez-On-

surbe 등2도 핵구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국내에 보고된 단방낭

성 과립막세포종에서도 1예에서 핵구에 한 기술이 있었으나

핵구는 관찰되지 않았다.8 그렇기 때문에 소난포 또는 로제트모

양 구조를 보이거나 때때로 Call-Exner 체와 유사한 소견이 단

방낭성 과립막세포종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2 본 증례의

경우 종양의 낭 내벽을 피복하는 종양의 수가 너무 적고 과립막

세포종의 특징적 소견인 뚜렷한 핵구가 관찰되지 않아,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Call-Exner 체를 보이는 소난포 모양

이 관찰되어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난소의 과립막세포종은 주로 40세 이상의 여성에게서 나타나

며, 흔히 에스트로겐 분비 과다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남성형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특히 크기가 큰 낭

성 과립막세포종에서 남성형 증상이 잘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

다.9-11 본 증례의 경우 남성형 증상 등의 호르몬 변화에 따른 임

상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Nakashima 등9은 536예의 과립막

세포종을 검토하 는데, 남성형 증상을 보이는 17예의 과립막세

포종 중 5예가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이어서 단방낭성 과립막세

포종에서 남성형 증상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이 기초로 삼은 536예의 과립막세포종 중 단방낭성 과립막세

포종이 몇 예 는지 알 수가 없어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과 남성

형 증상 출현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Young

등10이 보고한 2예와 Norris와 Taylor11가 보고한 2예의 남성화를

동반한 과립막세포종 중 3예는 다방낭성 과립막세포종이었고 1예

는 고형성 과립막세포종이었다. 또한 Murvany 등3이 보고한 6예

의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과 국내에 보고된 단방낭성 과립막세

포종 중 임상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4예에서 남성형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보다 많이 축적된 증례를

통해 비교해 보아야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과 남성형 증상 출현

의 연관성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제

외하더라도 본 증례의 경우 종양을 구성하는 종양세포의 양이 절

적으로 적기 때문에 종양으로부터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한 환

자 임상상의 변화나 진단에 유용한 혈청 내 종양 지표에 한 변

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자가 20년 전에 이미 자궁

근종에 의한 자궁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에 따른

자궁과 관련된 증상을 볼 수 없었다. 다만 난소 낭종에 의한 방광

의 압박으로 빈뇨가 나타났다.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의 경우 수술 전 진단 방법의 부정확성

과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유형의 과립막

세포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2 본 증례의 경우 종양의 낭 내벽을

피복하는 종양의 수가 적고, 과립막세포종의 특징적 소견인 핵구

가 관찰되지 않아 진단이 어려웠다. 그러나 난소에서 발생하는

낭종의 경우 단방낭성 과립막세포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둔다면 수술 전 또는 수술 중에 정확한 진단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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