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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High Grade Neoplasm and 

Spindle Cell Lesion of Salivary Gland

Young Lyun Oh, M.D.

Department of Path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FNAC) is a very useful tool in the preoperative diagnosis of lesions of the 

salivary gland. Surgical therapy of high-grade malignancies (salivary duct carcinoma, mucoepidermoid 

carcinoma, squamous cellcarcinoma,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small cell carcinoma, and sebaceous 

carcinoma) is different from that of benign lesions or low-grade malignancies. Therefore, the recognition of 

high-grade malignancies is important in salivary gland FNAC. Although recognition of high-grade malignancies 

of the salivary gland by FNAC is not difficult, precise classification of these malignancies is often impossible. 

Additionally, because of its rarity, FNAC of spindle cells and mesenchymal lesions of the salivary glands is a 

tool that is not familiar to many cytopathologists. The characteristic cytomorphologic features of these lesions 

are reviewed here with a discussion of specific diagnost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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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침샘종양은 그 조직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세포 소

견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침샘 종양의 세포

진단은 병리의사에게 쉽지 않은 역이다. 세침흡인 

세포검사는 침샘종양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보고에 의하면 민감도와 특이도

가 90% 매우고 상당히 높다.1,3 침샘종양은 귀 샘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비율은 

약 4:1이고 악성 종양의 부분은 등 이다. 침샘종

양에 한 수술 계획은 으로 세포 진단에 의존하

며 양성 종양과 등  악성 종양은 종양의 완  

제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한 반면 고등  악성 종양은 

범  출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림 박리와 

신보강요법을 하여야 하므로 세포학  진단 방법으로 

종양의 악성도를 수술 에 아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고 할 수 있다.4,6 한 침샘에서의 방추세포 병변은 

그 빈도가 극히 어 병리의사가 경험하기 쉽지 않고 

양성부터 악성 병변까지 범 한 병변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침흡인 세포검사시 진단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7 따라서 이러한 병변들의 특징 인 세포

소견과 진단의 어려움을 고찰하고자 한다.
침샘에 발생하는 고등  악성 종양으로는 크게 침

샘 암종 (salivary duct carcinoma), 고등  액표피모

양암종 (mucoepidermoid carcinoma, high grade), 여러형

태샘종에서 발생한 암종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CXPA), 편평세포암종, 소세포암종  피지

샘암종 등이 있다.

침샘 암종 Salivary duct carcinoma

침샘 암종은 Kleinsasser8
가 1968년에 처음 기술하

으며 고령의 남자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임상

으로 후가 나쁜 고등  악성 종양이다. 주로 귀

샘에 발생하며 간혹 턱 샘에 생기기도 한다.9,11 주변 

림 로의 이와 원격 이가 빈번하며 사망률은 약 

70%이다.9,11 조직학 으로 유방의 고등  암종을 

닮았기 때문에 “salivary duct carcinoma”라 이름 지워

졌지만 최근 비교  후가 좋은 등  유형도 기술

된 바 있다(Fig. 1A, 1B, 1E, 1G).12 면역조직화학염색

에서 침샘 암종은 안드로겐에 90% 이상에서 양성인 

반면 에스트로겐이나 로게스테론에는 각각 1.3%와 

6%에서만 양성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3 최근 침샘

암종의 20.6%가 HER‐2/neu에 양성이라는 보고와 

함께 HER‐2/neu 양성이 수술 후 병변의 조기 재발, 
원격 이  낮은 생존율과 련된다는 보고가 있

다.14

침샘 암종은 세포도말 배경에 괴사의 소견을 보이

고 다각형 세포들이 , 군집, 유두  체모양의 군집

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C, 1D, 1F).15,18 종
양세포들은 세포질이 풍부하고 호산성을 띄는 과립 

모양이거나 액공포를 함유하고 있으며, 핵은 크고 

다형성이며 뚜렷한 핵소체를 갖고 있고 유사분열이 

빈번하다 (Fig. 1H).15,18

유두모양과 체모양의 구조물과 함께 괴사 소견을 

보이는 게 침샘 암종의 특징 인 소견이지만 사실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고등  액표피모양암종, 편
평세포암종, 호산성암종  샘낭암종과 감별이 어렵

다.18 Klijanienko와 Vielh이 보고한 21 의 침샘 암종

의 세포진단을 보면 15 는 고등  샘암종으로 진단

되었고, 5 는 고등  액표피모양암종, 1 는 편평

세포암종으로 진단되었다.18 고등  액표피모양암종

은 액성 혹은 괴사성 배경에 편평상피세포와 간

세포가 주로 도말되어 나타나며 액분비세포는 드물

게 볼 수 있다.19 액표피모양암종에서의 편평상피세

포는 비정형성이 매우 심하고 유사분열이 자주 나타

나 침샘 암종과 감별이 종종 불가능하나 간세포와 

액분비세포 등을 확인하면 액표피모양암종으로 

진단할 수 있다. 편평세포암종 역시 종양의 괴사 소견

이 배경에서 찰되고 핵이 심한 비정형성을 보인다

는 에서 감별 상이지만 풍부한 각질화는 침샘

암종에서는 보기 드문 소견이다.20 침샘 암종  일

부는 종양세포들의 세포질이 아포크린 세포를 닮은 

호산성을 띄기 때문에 호산성암종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나 세포의 비정형성은 침샘 암종에서 더욱 심하

다.21,22 샘낭암종은 침샘 암종의 특징 인 소견  하

나인 체모양을 보인다는 에서 감별하여야 하나 종

양세포들이 침샘 암종보다 반 으로 작고 무정형 

액방울들을 보인다는 이 특징이다.16,17

고등  액표피모양암종

Mucoepidermoid carcinoma, high grade

액표피모양암종은 체 침샘 종양의 5~10% 정도

의 빈도로 발생하며 어른과 소아에서의 침샘에 생기

는 악성 종양  가장 흔한 종양이다. 이 종양은 조직 



Fig. 1.  Salivary duct carcinoma. (A & B) Histologic section shows intraductal growth pattern (A), and cystic and cribriform 

areas (B). (C & D) Cytologic smear shows cohesive group of tumor cells with a cribriform pattern (C) and singly scattered 

individual tumor cells (D). (E) Histologic section shows pseudopapillary pattern. (F) A prominent papillary configuration of 

tumor cells with marked nuclear atypia and granular cytoplasm is seen. (G) Solid sheets of tumor cells demonstrate cellular 

pleomorphism,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 and intracytoplasmic mucin. (H) Cytologic smear shows loose aggregate of 

tumor cells with frequent intracytoplasmic vacuoles. (C&F : H-E, D&H : Papanicolaou)

FE

HG

A B

DC



78  한세포병리학회지 / 제 16 권 / 제 2 호 / 2005

Fig. 2.  Mucoepidermoid carcinoma. (A) High grade mucoepidermoid carcinoma showing solid sheets of poorly differentiated cells 

with scanty glandular elements. (B-D) Cytologic smear from a high‐grade mucoepidermoid carcinoma (B&C) and squamous cell 

carcinoma (D). Note the poorly differentiated squamous cells without definite glandular elements (B) and rare keratinized cells (C) 

in contrast to extensive keratinization in squamous cell carcinoma (D). (B & D : Papanicolaou)

소견에 따라 등 과 고등 으로 나뉘며 등 의 

액표피모양암종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자라며 제 

후에는 국소 재발은 가능하나 원격 이는 매우 드물

고 5년 생존율도 90% 정도로 후가 좋다.23,24 반면 

고등  액표피모양암종은 국소 재발 외에도 주변 

림 , 폐  로 이가 일어나며 5년 생존율은 약 

40% 정도이다.24,25 등  액표피모양암종은 충분한 

제로 치료가 가능하나 고등 은 범 하며 좀더 

극 인 수술이 요구되며 주변 림  제거와 방사

선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26 따라서 수술  고등

 액표피모양암종을 세포검사에서 인지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액표피모양암종은 편평상피세포, 간세포와 

액분비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 인 경우는 액

분비세포가 주이고 고등 인 경우는 편평상피세포가 

주인 양상을 보인다 (Fig. 2A).27 액분비세포는 원주

형 는 반지세포와 같은 모양을 갖고 세포질은 연한 

호산성이거나 투명하며 편평상피세포는 다각형 모양

이며 세포질은 진한 청색을 띈다. 간세포는 액분

비세포보다는 작고 종종 미성숙 상피변형세포를 닮은 

모양을 보인다. 등  액표피모양암종은 흔히 낭

성이며 액분비세포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학

으로 뚜렷한 악성 소견을 보이지 않고 간혹 낭벽을 

이루고 있는 상피세포가 채취되지 않아 침샘의 세침

흡인 세포검사시 일어날 수 있는 음성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19 고등  액표피모양암종의 세포

도말표본은 세포 도가 높고 편평상피세포로 이루어

져 있는 군집이나 상들이 주를 이룬다 (Fig. 2B). 편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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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ytology specimen from a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Cellular aspirate shows clusters of poorly differentiated 

pleomorphic malignant cells in necrotic background. (A & B : H-E)

평상피세포는 분화가 좋지 않으며 비정형성이 심하기 

때문에 악성 종양으로 진단하기는 어렵지 않다.28,29 그
러나 고등  액표피모양암종은 분화가 좋지않은 편

평세포암종,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CXPA)  침샘 암종과의 감별이 매우 어렵다. 편평

세포암종은 부분 이성인 경우이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 병력을 아는 것이 요하다. 고등  액표피모

양암종에서도 간혹 각질화를 보이긴 하나 범 한 

각질화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소견이 

보이면 타장기, 특히 두경부에서의 편평세포암종이 

이 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Fig. 2C, 2D).30,31 
CXPA와의 감별에서도 환자의 병력이 도움을 주며 세

포도말에서 여러형태샘종의 흔 이 있는지 자세히 

찰해야 한다. 침샘 암종의 경우는 범 한 괴사와 

유두 모양 구조물이 고등  액표피모양암종과의 감

별시 요한 소견이다. 

여러형태샘종에서 발생한 암종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CXPA

CXPA는 여러형태샘종에서 발생한 암종으로 조직

학 으로 암종과 남아 있는 여러형태샘종이 혼재된 

소견을 보인다. CXPA는 침샘의 악성 종양의 5~15%를 

차지하며 여러형태샘종의 약 5%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2,33 암종의 조직 유형은 개개의 종양

에 따라 다양하지만 부분의 경우 유형(ductal 
subtype)의 고등  샘암종이다.34-36 따라서 CXPA의 세

포 소견으로 충분히 악성으로 진단이 가능하나 역시 

고등  액표피모양암종, 침샘 암종  이 암종

과의 감별은 용이하지 않다. CXPA는 환자의 부분

이 침샘 종괴를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갑자기 커진 

경우에는 다른 고등  암종과의 감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XPA의 세침흡인된 검체는 세포 도가 높

게 도말되며 주로 다형성 는 분화가 나쁜 악성 세

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말 배경에 괴사 소견을 보

일 수 있다 (Fig. 3).37,38 남아 있는 양성 부분인 여러형

태샘종에 해당하는 부 가 채취되어 나올 수는 있으

나 그 빈도는 높지 않다. 세포도말 소견상 여러형태샘

종 부분이 도말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CXPA로 인지

하는 것은 쉽지 않다.39 그러나 세포소견이 샘낭암종, 
액표피모양암종  세엽세포암종과 같은 침샘의 원

발 암종의 특징을 뚜렷이 보이지 않는 비특이 소견을 

보이는 경우 한번쯤 감별진단에 CXPA를 떠올려야 한

다.

편평세포암종 Squamous cell carcinoma

침샘의 원발 편평세포암종은 매우 드물고 부분의 

경우는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에서 이된 경우이다.40 
원발성의 경우 침샘 의 표면상피가 편평화생된 부분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편평세포암종과

의 감별은 환자의 임상 병력이 없다면 세포 소견으로

만은 불가능하다.41 
세침흡인 도말표본의 세포 도는 

높고 세포들은 세포군집 는 상을 이루고 있거나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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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baceous carcinoma. (A) The tumor lobules consist of sheets of sebaceous cells having pleomorphic nuclei, abundant 

mitosis and variable degree of cytoplasmic vacuoles. (B-D)  Aspirate shows cellular and necrotic smear (B), small and large tumor 

cell clusters with pleomorphic nuclei (C, D). (B-D: H-E)

개개로 흩어져 있는 소견을 보인다.41 종양의 분화도

가 좋은 경우는 각질 진주나 각질화된 세포질을 갖는 

반면 고등  비각질화 편평상피세포암종은 이러한 소

견들을 인지할 수 없어 다른 고등  침샘종양과의 감

별이 어렵다.41 특히 고등  액표피모양암종과의 감

별은 무척 힘들며 이 경우 액소의 발견이 도움을 

주며 periodic acid- Schiff와 mucicarmine 염색을 해보

는 것도 좋지만 고등  액표피모양암종에서도 부

에 따라 액소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세침흡인 도말표본에서 이 둘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19,42 고등  액표피모양암종의 경

우에는 간세포와 함께 각질화가 은 악성 세포들

이 삼차원 구조를 보이며 도말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

피세포암종과는 달리 각질화 물질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세포암종 Small cell carcinoma

원발 소세포암종은 매우 드문 침샘 종양이며 주로 

남자에게서 발생하는 후가 나쁜 고등  악성 종양

이다.43,44 종양세포들은 간혹 신경내분비 양상을 보일 

수는 있으나 작고 미분화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으

며 폐의 소세포암종과 세포학 으로 동일한 모양을 

보인다.44-46 종양세포의 핵은 둥 거나 난원형이며 핵

소체는 분명치 않고 핵과 세포질의 비율이 높으며 핵

의 변조와 빈번한 유사분열  괴사성 배경이 특징이

다.47,48 감별진단으로는 림 종, 샘낭암종의 고체 아형 

(solid variant of adenoid cystic carcinoma), 기 형 편평

세포암종(basaloid squamous cell carcinoma), 이 소세

포암종  각세포암종 (Merkel cell carcinoma) 등을 

들 수 있다. 샘낭암종에서는 국소 으로라도 체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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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찰할 수 있고 신경내분비 양상들은 보이지 않는 

이 감별에 도움을  수 있다. 종양세포들은 면역조

직화학검사 상 신경내분비 지표인 synaptophysin, chro-
mogranin, Leu 7  neuron specific enolase에 양성이다. 

한 cytokeratin 20에 양성인데 이는 폐의 이 소세

포암종과의 감별에 도움을 주는 소견이다.49

피지샘암종 Sebaceous carcinoma

피지샘암종은 매우 드문 암종으로 주로는 귀 샘에

서 발생하며 종종 얼굴 신경 는 피부를 침범하는 

동통성 종괴로 발병한다.50 조직학 으로 종양은 섬유

성 조직에 의해 나 어지는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다양한 정도의 피지샘 분화를 보이는 종양세포들

을 찰할 수 있으며 등도 이상의 핵의 비정형을 

동반한다 (Fig. 4A).  피지샘암종의 세포도말 표본은 

괴사성 배경에 부분 세포 도가 높고 종양세포들

은 소엽모양으로 군집을 이루며 세포들은 비정형이 

매우 심하며 핵염색질은 거칠고 핵소체가 뚜렷하다

(Fig. 4B‐4D).51-53 종양세포들은 세포질이 풍부하며 

자잘한 그물망 모양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다양한 정

도의 공포형성도 찰된다. 이러한 공포들은 

mucicarmine 염색에는 음성이나  oil‐red‐O 염색에는 

양성이다. 

이 종양 Metastatic neoplasm

이성 종양은 귀 샘에 호발하며 다음으로는 턱

샘에서 간혹 발생한다.54 
이 종양은 침샘으로의 직

 침윤하는 양상으로도 올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침샘 내 는 주 의 림 로의 이에 의해 침샘 

종양으로 나타나게 된다.54 편평세포암종과 흑색종이 

가장 흔한 이 암종이며 귀 샘에 이되는 종양의 

60% 이상이 두경부의 원발 종양 특히 피부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54,55 두경부 종양을 제외하고는 폐, 신장, 
유방, 결장 등이 이되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립샘,   췌장암 등이 보고되어 있다.54 반면 턱

샘에 이되는 종양은 두경부 종양보다는 주로 유방, 
신장  폐의 종양들로 보고되어 있다.54 침샘의 이 

암종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병력을 참조하는 

것이 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발 침샘종양과의 

감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방추세포 는 간엽 병변 

침샘병변의 부분은 상피세포 병변이며 방추세포

가 주인 경우는 그 빈도가 드물며 이러한 방추세포 

는 간엽 병변은 염증 병변, 양성  악성 종양에 

이르기까지 범 한 병변으로 나타난다.7 반면에 침

샘의 방추세포 병변에 해 보고는 매우 고 한정되

어 있다. 따라서 세침흡인 도말표본에서 침샘의 방추

세포 병변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반

드시 임상 소견을 참조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면역조

직화학검사나 자 미경검사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한 세포도말 표본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양성 병변인지 악성 병변인지

를 감별해주는 것이 환자의 치료 결정에 큰 도움을 

 수 있다. 악성 병변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들로는 

핵의 과염색, 뚜렷한 핵소체, 염색질의 불규칙한 분포, 
핵의 비정형, 괴사, 출 , 비정형 유사분열  높은 세

포 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핵 염색질이 순하면서 

크기나 모양의 다형성을 보이는 경우는 악성 종양보

다는 거짓육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염증성/반응성 상태

Inflammatory/reactive conditions

이 집단에 속하는 병변으로 크게 육아조직 (granula-
tion tissue), 육아종 침샘염 (granulomatous sialadenitis) 

 결 근막염 (nodular fasciitis) 등을 들 수 있다. 염
증성/반응성 병변에서의 방추세포는 반응성 섬유모세

포, 근육섬유모세포나 조직구들이다. 육아조직 병변에

서는 액성 기질과 염증세포 배경 하에 비교  통통

한 방추형 모양의 섬유모세포와 세 모양의 모세

들을 찰할 수 있다. 이 섬유모세포의 핵은 둥 거나 

길쭉하고 어느 정도 세포질을 갖고 있으며 핵의 과염

색성이나 비정형은 드물다. 육아종 침샘염은 결핵, 사
르코이드증, 진균감염  침샘 폐쇄 등과 같이 다양

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며 상피모양세포, 림 구, 형질

세포, 호 구, 호산구  다핵거 세포 등으로 이루어

진 병변이다.56 결핵이나 진균 감염의 경우 괴사가 

찰되지만 사르코이드증에서는 괴사가 없는 것이 특징

이다. 세포도말소견 역시 조직 소견과 마찬가지로 만

성 염증세포들과 함께 상피모양세포의 집합체와 다핵

거 세포가 찰되는 것이 특징이다.56 침샘의 결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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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dular fasciitis. (A) Histologic section shows a mixture of varying fibroblasts, inflammatory cells and collagenous matrix. 

(B-D) Cytologic smears show aggregate of spindle cells embedded in collagenous matrix (B), dispersed fibroblasts demonstrating 

spindled or polygonal shapes (C), and inflammatory cells including multinucleated giant cells (D). (B-D: H-E)

주로 주변부의 림 에서 되어 나타나며 사르코

이드증은 양측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며 이 둘의 감

별에는 세포 소견 외에도 임상 소견이 도움을 다.56 
결 근막염 (nodular fasciitis)은 주로 은 성인에서 

빠르게 커지는 피부  결 로 나타나며 발병하는 곳

은 팔, 몸통  두경부 순이다. 주로 얕은 근막에서 발

생하며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반응 병

변으로 턱 샘을 침범한 경우 침샘에 생긴 양성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세침흡인 세포검사시 어려울 

수 있다 (Fig. 5A).57,58 세포도말 표본에서 많은 수의 

섬유모세포가 아교질과 함께 결속된 작은 군집들이 

보이며 배경에는 림 구, 형질세포, 조직구  다핵거

세포도 찰할 수 있다 (Fig. 5B‐5D). 섬유모세포

의 핵은 타원형이거나 길쭉하고 염색질은 균일하며 

작은 핵소체를 갖고 있다. 핵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유사분열은 찰할 수 있으나 과염색성이나 비정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종과 감별할 수 있다. 세포질은 

섬세하고 양끝으로 연약한 돌기모양을 보이며 간혹 

공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양성 종양 Benign neoplasm

신경집종 (schwannoma)은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으

나 그  많은 수의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두경부에 

주로 발생한다. 이들  부분은 목의외측에서 주로 

발생하나 드물게 안면신경에서 발생하여 마치 침샘 

종양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다.7,59 
세침흡

인 세포검사시 환자가 동통을 호소할 수 있다. 세침흡

인 도말표본은 크고 작은 경계가 고르지 않은 세포군

집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세포군집들은 물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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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wannoma. (A) It shows spindle cells with Verocay 

bodies in collagenous fragments. Note the similarities of 

clusters of spindle cells in schwannoma (B) and myo-

epithelioma (C). (H-E)

핵 모양을 갖는 방추세포들과 교원질로 구성되어 있

다 (Fig. 6A, 6B).7,59-61 간혹 액성의 Antoni B형 조직

과 Verocay 체들도 찰된다 (Fig. 6A). 방추세포들의 

경계는 불분명하며 길다란 핵의 염색질은 고르며 핵

소체나 유사분열은 부분의 경우 보이지 않는다. 종
양세포들은 S-100 단백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양성이다.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신경집종은 여러형

태샘종으로 오진될 수 있으며 반 로 방추형 근상피

세포가 풍부한 여러형태샘종이 신경집종으로 오진될 

수 있다.59,90 그러나 여러형태샘종에서는 방추세포 외

에도 다각형 는 형질세포모양세포들과 연골성 바탕

질을 찰할 수 있다는 이 감별 이 될 수 있다. 감
별진단의 하나인 근상피종은 Verocay 체가 부족하고 

S-100 단백과 cytokeratin 염색에 양성이다.62 액성 

는 교원성 바탕질에 난원형이나 길쭉한 모양의 섬유

모세포들이 성 게 는 개개로 도말되는 섬유종증 

역시 감별 상이다.63

근상피종 (myoepithelioma)은 침샘 종양의 1% 이하

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종양이다.64 1991년에 WHO에 

의해 정식으로 하나의 종양으로 분류되었으며 귀

샘, 입천장  턱 샘 순이 호발 부 이다. 종양을 구

성하는 세포들은 형질세포모양세포, 방추세포  투

명세포 등이며 이들  방추세포들로만 주로 이루어

진 방추세포형 근상피종(spindle cell myoepithelioma)
은 침샘의 방추세포 병변의 감별진단시 꼭 생각해야 

할 침샘 종양이다.65,66 방추세포들은 개개로 흩어지거

나 느슨하게 무리지어 나타나 신경집종이나 섬유종으

로 오진될 수 있다 (Fig. 6C).67 핵은 고랑을 갖고 있으

며 비정형이나 유사분열은 찰되지 않는다. 여러형

태샘종 (pleomorphic adenoma)에서 자주 보이는 연골

액유사 바탕질은 잘 찰할 수 없다. 간혹 Verocay 
체와 유사한 핵의 울타리배열이 찰되기도 한다. 
S-100 단백, smooth muscle actin, GFAP  calponin에 

양성이다.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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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rcinosarcoma. It shows poorly differentiated chondroblastic forms in a myxoid background (A) and pleomorphic malignant 

epithelial component (B). (H-E)

종 (hemangioma)은 유아에서 침샘에 생기는 

가장 흔한 종양이며 여아에서 호발한다.7 부분 선천

성이며 귀 샘을 침범하나 턱 샘이나 작은 침샘에서

의 보고도 있다. 부분의 종은 로 소멸되므

로 수술  제가 불필요하다. 조직 유형으로는 성인

형보다 소아형이 빈번하고 침샘 과 세엽사이로 모세

이 소엽성으로 증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세포도말 

소견으로는 액성 배경을 바탕으로 방추세포들이 

상 는 군집을 이루며 세포들의 핵은 미세한 염색질

을 갖고 있으며 핵소체는 잘 보이지 않는다.68 유사분

열은 종종 보이나 비정형 유사분열은 찰되지 않기 

때문에 악성 종양을 배제할 수 있다.

악성 종양

근상피종의 악성 병변인 근상피암종(myoepithelial 
carcinoma)은 근상피종과 마찬가지로 형질세포모양 세

포, 방추세포  투명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방추세포가 주인 방추세포 유형의 근상피암종 

(myoepithelial carcinoma, spindle cell pattern)은 분화가 

나쁜 경우 후가 좋지 않다.66,69,70 종양세포의 비정형

보다 침윤성 성장이나 이가 근상피암종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요한 요소이다. 세포학 으로 버 질 섬

유모세포, 신경집세포 는 평활근세포들을 닮았고 

비정형이 뚜렷하지 않아 악성 종양으로 진단이 어려

운 경우도 있으나 유사분열은 자주 찰할 수 있다.71 

암육종 (carcinosarcoma)은 악성 혼합종양(malignant 
mixed tumor)의 한 유형으로 매우 드문 종양이며 타 

장기의 화생암종 (metaplastic carcinoma)과 같은 조직 

소견을 보인다.72, 세포학 으로 비정형이 심한 악성 

상피세포와 버 질세포가 찰되며 가장 흔한 유형의 

버  성분으로는 연골육종, 섬유육종, 골육종  평활

근육종 등이 있다 (Fig. 7).72 
흑색종 (melanoma)은 주로 두경부로부터 이되어 

나타나며 다양한 유형의 세포들이 나타날 수 있으나 

종종 방추형세포들로 이루어진 경우 육종과의 감별이 

어렵다.73 종양세포의 핵은 다형성이나 비정형을 보이

며 핵소체가 뚜렷하고 핵내 입체가 자주 찰되며 

갈색의 색소도 세포질 는 주변 배경에서 찰되는 

게 진단에 도움을 다.74

침샘의 육종 (angiosarcoma)은 매우 드물지만 

주로 귀 샘과 턱 샘에서 보고되어 있다.75 다른 장

기에서 발생하는 육종의 조직소견과 같이 주로 

방추세포로 이루어진 신생 증식이 특징 이며 종

양의 악성도에 따라 다르지만 고등 일 경우 세포의 

비정형이 심하고 유사분열이 자주 찰된다 (Fig. 
8A).75 세포학 으로는 액성 도말 배경에 방추모양 

는 둥근 핵을 갖는 세포들이 군집을 이루어 나타난

다 (Fig. 8B, 8C).76,77 세포 도가 낮고 과다한 액에 

의해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부 한 검체로 

오인될 수도 있다.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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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giosarcoma. (A) Histologic section displays vascular 

spaces lined by atypical endothelial cells. (B) Aspirate form this 

lesion consists mostly of blood and a few tumor cells. (C) The 

cells have hyperchromatic nuclei with clumped chromatin.(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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