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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al Adenocarcinoma of the Lacrimal Gland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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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ductal adenocarcinoma of the lacrimal gland is a neoplasm morphologically similar to
ductal carcinoma of the salivary gland and breast. The tumor is very rare and has not been
previously reported in Korea. We report a primary ductal adenocarcinoma of the lacrimal gland
in a 75-year-old man. Computerized tomography showed a 1.5 cm-sized poorly demarcated
nodule in the left upper eyelid. Microscopically, the tumor showed features similar to those of
intraductal and invasive ductal carcinoma of the breast, including comedonecrosis. Therefore,
ductal carcinoma rather than ductal adenocarcinoma appears to be a more appropriate term
for these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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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샘 관샘암종

- 1예 보고 -

침샘 관암종 또는 유방 관암종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암종

이 눈물샘에서 발생할 때 눈물샘 관샘암종이라고 한다.1 눈물샘

관샘암종은 매우 드물어서 세계적으로 6예가 보고되어 있으며1-6

국내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다. 이에 저자들은 눈물샘에 발생한

원발 관샘암종 1예를 보고한다.

증 례

75세 남자가 7개월 전부터 왼쪽 눈에 가려움과 이물감이 생겼

다. 진찰 결과 위 눈꺼풀 바깥 위쪽에서 종양이 관찰되었으며,

전산화단층촬 결과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1.5 cm 크기의 결

절이 보 다(Fig. 1). 이 결절은 균질한 음 을 보이며 가운데에

점 모양 석회화를 동반하 다. 그리하여 종양 절제술이 시행되

었다. 병리검사 시 종양은 여러 조각으로 조각나 있었다. 절단면

은 균질한 회백색이었으며 육안으로는 괴사를 관찰할 수 없었다.

종양세포 세포질은 풍부하 고 분홍색을 띠고 있었다(Fig. 2).

종양세포 핵은 다형성을 보 고, 핵소체는 뚜렷하 다. 이와 같

은 종양세포들은 주로 고체(solid) 모양으로 큰 덩이를 이루거나

작은 덩이, 또는 기둥(trabecula) 모양을 이루며 버팀질로 침습

하 다(Fig. 3). 샘 구조는 보이지 않았다. 여드름집 모양(co-

medo-like) 괴사도 관찰되었으며(Fig. 4), 유사분열은 50개 고

배율 시야당 21개 정도 관찰되었다. 종양 주변에서는 정상 눈물

샘이 관찰되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종양세포는 시토케라

틴 7에 양성, 시토케라틴 20에 음성이었다(Fig. 5). 

고 찰

현재까지 보고된 눈물샘 관샘암종의 현미경 소견을 종합해 보

면 종양세포는 분홍색의 풍부한 세포질, 잔물집 모양(vesicular)

핵, 뚜렷한 핵소체를 가지고 있다. 확장된 관 모양 구조 안에 종

양세포가 유두 모양, 체(cribriform) 모양, 또는 고체 모양으로

증식하며 여드름 모양 괴사가 있고 아포크린 화생을 동반할 수

있으며 버팀질로 침습하는 종양세포는 판, 작은 집단, 또는 기둥

모양을 이룬다. 이 중 체 모양과 여드름 모양 괴사는 모든 예에

서 관찰되었다. 한편 샘 구조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

하더라도 조금밖에 없는 듯이 기술하고 있다. 본 증례에서도 샘

구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종양은 유방 관암종

또는 침샘 관암종처럼 눈물샘에 생긴 종양이므도 눈물샘 관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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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rimal duct carcinoma)이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보고자들은 모두 눈물샘 관샘암종(lacrimal duct adenocarcino-

ma)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처음 보고자가1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을 그 로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본 증례에서는 체 모양 구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드름

모양 괴사와 기둥 모양 암세포 집단이 버팀질로 침습하는 모습

등이 유방 침습 관암종과 비슷하므로 눈물샘 관샘암종이라고 생

각된다. 또 시토케라틴 면역조직화학 염색 양상도 눈물샘 관샘암

종을 보고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같다. 

눈물샘 관샘암종은 시토케라틴 7에 양성이므로, 시토케라틴 7

에 음성인7 눈물샘 근육상피세포에서 기원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 세포와 샘꽈리 세포는 시토케라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원에 면역조직화학 염색 양상이 같기 때문에, 눈물

샘 관샘암종이 실제로 샘꽈리 세포가 아니라 관 세포에서 기원

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한다.5

Fig. 1. There is a 1.5 cm-sized round nodule in the left upper eye-
lid. It is poorly demarcated and has a small calcific focus in the
center. 

Fig. 2. The tumor cells have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 and
vesicular nuclei with prominent nucleoli, and are arranged in large
or small sheets. Lacrimal glands are seen in the right upper corner.

Fig. 3. Small nests or trabeculae of tumor cells infiltrate into the
dense collagenous stroma. This figure is reminiscent of the inva-
sive ductal carcinoma of the breast. 

Fig. 4. A dilated duct-like structure with intraluminal proliferation
of tumor cells and central necrosis, reminiscent of comedocarci-
noma of the breast. 

Fig. 5. The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cytokeratin 7 (A) and nega-
tive for cytokeratin 2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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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별진단 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비특이 샘암종(adenocar-

cinoma, not otherwise specified)과의 감별이다. 사실 눈물샘

관샘암종은 예전에는 비특이 샘암종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이

종양과의 감별은 형태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비특이 샘암

종에서는 분화가 매우 나쁘지 않는 한 샘 구조가 흔히 관찰되며

본 증례와 같은 여드름 모양 구조는 나오지 않는다. 눈물샘 관샘

암종을 비특이 샘암종과 분리하여 따로 분류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침샘 관암종이 예후가 매우 나쁘기에8 침샘 관암종

과 형태가 비슷한 눈물샘 관샘암종도 예후가 매우 나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5 그러나 증례 수도 적고 추시 기간도 짧아

눈물샘 관샘암종의 실제 예후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

재까지 보고된 눈물샘 관샘암종의 임상 소견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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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ference
number)

Age Sex Site Size (cm) Treatment
Metastasis at the
time of diagnosis 

Outcome

1 68 Male Eyelid, right, 4 Orbitectomy No evidence No evidence 
upper outer and radiotherapy of disease after 10 months 

2 67 Male Eyelid, right, 2.5 En bloc No evidence Recurred after 
upper outer resection 8 months with 

metastasis to brain 
3 52 Female No data No data Orbital Lymph node No evidence of disease 

exenteration after 6 years 
4 46 Male Orbit, left No data Orbital exenteration No evidence No evidence of disease 

and radiotherapy after 19 months
5 67 Male Orbit, right 3 En bloc resection No data Recurred with 

and radiotherapy metastasis to brain, 
lung, liver, pancreas. 

Died 2 years and 10 months
after surgery 

6 59 Male Orbit, right 15 Orbital exenteration Lymph node No evidence of disease
and radiotherapy after 6 months

Present case 75 Male Eyelid, left, 1.5 Excision No evidence On follow-up 
upper outer

Table 1. Summary of the reported cases of ductal adenocarcinoma of the lacrimal g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