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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Immature Teratoma with Increase of Serum -fetoprotein
- A Case Report -

Bohng-Hee Kim

Department of Pathology, Dankook University Hospital, Chonan, Korea

In the immature teratoma with increased serum -fetoprotein (AFP), a complete pathologic
examination is especially required because coexistence with other germ cell tumors is asso-
ciated with a poor prognosis. If the case is proved to be a pure immature teratoma in spite of
a thorough examination, the source of AFP should be found as an AFP-producing pure imma-
ture teratoma is not associated with a poor prognosis. In this case of a grade III-immature ter-
atoma in an ovary of a 12-year old girl, serum AFP was increased. On pathologic examination,
there was no evidence of a yolk sac tumor or embryonal carcinoma. On an AFP immunohisto-
chemical stain, immature liver tissue, digestive and respiratory epitheliums wer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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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알파태아단백이 증가된 순수 미성숙 기형종

- 1예 보고 -

미성숙 기형종은 악성 난소종양의 1%에 불과하나, 20세 이하

에서는 10-20%를 차지하는 드물지 않는 종양이다.1,2 혼합 생식

세포종의 약 반수에서 관찰되는 비교적 흔한 성분2이고 다른 생

식세포종양이 동반된 미성숙 기형종은 더 나쁜 예후를 보인다.

따라서 혼합 생식세포종양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육안관

찰과 충분한 양의 현미경적 검사가 필요하다.1-6 한편, 혈청 알파

태아단백의 증가는 난황막종양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먼저 알려

졌으나,7,8 이후 배아암종7,8 뿐 아니라 미성숙 기형종에서도 나타

날 수 있는 소견으로 기술되었다.5,10-14

저자는 병리학적 검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청 알파

태아단백이 증가한 난소종양 환자에게서 난황막종양이나 배아암

종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 순수 미성숙 기형종을 경험하고, 알파

태아단백의 기원과 그 의미에 관하여 문헌고찰을 하 다.

증 례

12세 여아가 1개월 전부터 변비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지내던

중 복부에 종괴가 만져지고 10일 전부터는 압통이 동반되어 내

원하 다. 가족력, 출생력, 그리고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내원 후 시행한 복부 초음파와 전산단층 촬 소견은 악성 기형종

을 시사하 으며, 수술 전 종양 표지자를 측정한 결과 혈청 알파

태아단백은 112.39 ng/mL, -HCG는 0.002 IU/mL로 나타났

다. 우측 난소와 자궁관 절제술을 시행한 후, 현재 화학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수술 후 약 3주째에 혈청 알파태아단백을 측정한

결과 4.26 ng/mL로 정상치를 나타내었다.

육안으로 측정한 결과 난소 종양의 크기는 21×18×9 cm, 무

게는 2,133 g이었고, 국소적으로 난소피막이 파괴되어 종양이

노출되어 있었다. 부분이 고형성이었으며 엷은 분홍색의 연한

뇌조직과 유사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골조직이 불규칙

적으로, 골조직이 국소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출혈이 있는 곳에서

는 괴사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많은 미성숙 조직과 함께 미성숙 신경상피가 저배율 시야에서 슬

라이드 당 4개 이상에서 관찰되었다. Norris 등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조직학적 등급은 III/III 으며(Fig. 1), 총 26개의 슬라

이드에서 다른 생식세포 종양 성분은 관찰할 수 없었다. 알파태

아단백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미성숙 간

세포들에서 양성을 보 고(Fig. 2), 술잔세포를 포함한 소화기

상피세포와 섬모를 보이는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국소적으로 양

성을 보 다(Fig. 3). 신경조직과 그 외의 조직들은 모두 음성

이었다. 복막뒤 림프절, 벽측 복막, 그리고 좌측 난소 생검에서

종양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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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미성숙 기형종은 조직학적 등급이 예후에 중요하고, 난황막

세포종이나 융모막암종 같은 태아밖 성분에서 기원하는 다른 생

식세포종양을 동반하면 예후가 나쁘다. 그러므로, 혈청 알파태아

단백이 증가한 경우 특히 철저한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해야 한

다. 두개강 외에서 발생한 미성숙 기형종을 연구한 Stephen 등9

은 재발 예측인자로서 조직학적 등급보다 아주 작은 부위의 난

황막 세포종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 으며, 슬라이드를

재검색하면서 이러한 국소적 난황막 세포종 부위를 놓치는 것이

오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하 다. 

병리학적 검사를 철저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식세

포종양의 성분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성숙 기형종에서 알

파태아단백을 분비할만한 성분을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

우에는 다른 생식세포종양 성분이 있을 때와는 달리 예후가 나

쁘지 않기 때문이며, 미성숙 기형종의 병기나 조직학적 등급과

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6,10

난소의 미성숙 기형종에서 혈청 알파태아단백이 증가하는 빈

도는 보고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Kawai 등11은 총 17예 중

11예(64.7%)에서 증가하 는데 이 중 1예만이 1,000 ng/mL를

넘었고 1,000 ng/mL를 넘는 경우 난황막 세포종을 시사한다고

보고하 으며, Heifetz 등9은 18.4% (7/38)에서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미성숙 기형종에서 알파태아단백에 해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실시한 보고들5,6,10,12-15에서는 소화기 상피세포들이나

미성숙 간세포들에서 양성을 보 다고 하 는데, 이는 발생학적

으로 태아의 난황막, 소화기관, 간 등에서 정상적으로 알파태아

단백을 분비하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외, Burus 등12은

소화기 상피세포 뿐 아니라 호흡기 상피세포, 편평상피세포, 골

세포, 골아세포, 그리고 뇌실막세포 등 더 다양한 세포들에서 면

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한 결과 알파태아단백이 양성이었다고 하

으며, 솔방울샘에서 생긴 미성숙 기형종 1예13에서도 소화기

상피세포 뿐 아니라 뇌실막세포에서 양성이었다고 하 다. 그러

나 그 외 부분의 신경조직에서는 음성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5,6,10,12-15 또한, 재발 혹은 전이 병소가 신경조직이나 미성숙

간엽조직들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혈청 알파태아단백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추적관찰시 종양 표지자로 이용할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 다.5,14

한편, 1예의 난소에 생긴 낭성 성숙 기형종5과 소수의 엉치꼬

리에 생긴 성숙 기형종6에서도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알파태아

단백이 양성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Perrone 등10은 알파

태아단백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성숙 기형종에서는 모두 음성이

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후에는 이 단백을 생산

하지 않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하 다. 또한, Burrus 등12은

미성숙기형종의 알파태아단백 면역조직화학염색에 관한 연구에

서 성숙해 보이는 종양세포가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알파태아단백

에 양성이면 미성숙세포임을 나타내므로 조직학적 등급 0와 1을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

Fig. 2. There are a few microscopic foci of immature liver cells (A),
which are positive for AFP immunohistochemical stain (B).

A B

Fig. 3. The digestive epithelium containing goblet cells (A) and the
respiratory epithelium showing cilia (B) are positive for AFP immu-
nohistochemical stain. 

A B

Fig. 1. This immature teratoma shows neuroepithelial tissue occu-
pying 4 or more low power fields per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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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적으로, 난소의 미성숙 기형종에서 혈청 알파태아단백의

증가가 반드시 더 나쁜 예후를 보이는 난황막 세포종이나 배아암

종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육안검색과 충분한

검체를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순수 미성숙 기형종이라고 판단될

때는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알파태아단백의 생산 부위를 확인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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