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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nar Cell Cystadenoma of the Pancreas 
- Report of a Case with Metaplastic Ossification -

Baek-Hee Kim, Seog-Yun Park, Bomi Kim and Gyeong Hoon Kang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cinar cell cystadenoma (ACA) is a very rare cystic lesion of the pancreas. The lining epithe-
lium of ACA is morphologically identical to acinar cells of the pancreas. It is uncertain whether
ACA is a benign neoplasm or cystic transformation of acinar glands but it is worthy to consider
ACA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other cystic neoplasms of the pancreas. We report here a
25-year old-woman who was operated on for a cystic mass of the pancreas. Grossly, a multi-
locular cystic mass containing clear serous fluid was observed. There was no communication
between the cysts and the pancreatic ducts. Microscopically, cysts of various size were lined
by columnar, cuboidal or flattened epithelial cells with a few foci of pseudostratification. The
cells had granular apical cytoplasm and basally located nuclei with minimal atypia, the same
as normal acinar cells. Metaplastic ossification was noted in the stroma. Immunohistochemi-
cally, the lining epithelium was positive for cytokeratin 7, antitrypsin and antichymotry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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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의 샘꽈리세포낭종

- 화생성 골화를 동반한 1예보고 -

췌장에 발생하는 낭성 병변은 부분 거짓낭이며, 낭성 종양

의 발생 빈도는 낮다.1 장액낭샘종(serous cystadenoma), 점액

낭샘종(mucinous cystadenoma), 고형거짓유두모양종양(solid

pseudopapillary neoplasm), 관내유두모양점액종(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이 췌장 낭성 종양의 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 낭성섬세포종(cystic islet cell tumor), 낭성

기형종(cystic teratoma), 샘꽈리세포낭암종(acinar cell cyst-

adenocarcinoma)과 샘꽈리세포낭종(acinar cell cystadenoma)

등이 드물게 관찰된다.2-5 이 중 샘꽈리세포낭종은 췌장샘꽈리낭

성전환(acinar cystic transformation of pancreas)으로도 알려

져 있으며, 종양성 질환인지 반응성 질환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

혀지지 않았다.1,2,4-7 샘꽈리세포낭종은 Albores-Saavedra가 보

고한 이래 세계적으로 단 10여 증례만이 보고되어 있고 국내 문

헌에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기에, 저자들이 경험한 샘꽈리세포

낭종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8

증 례

25세 여자 환자가 3년 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 다. 당시 방문한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낭종이 관찰되어, 병변 부위에서 흡인생검을 시행하 고

양성낭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추적검사에서 낭의 크기가 더 커

져 흡인생검을 2회 더 시행하 고, 마지막 생검에서 점액낭샘종

으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본원

에 내원하 다. 환자의 과거력과 가족력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체 검진 결과 상복부 동통과 구역감 이외에 별다른 특이소견

없었다. 혈중 지질분해효소수치 등을 비롯한 혈액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본원을 방문한 후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췌장 두부

에 4 cm 크기의 얇은 벽이 있는 다낭성 낭성 병변이 관찰되었

다. 점액낭샘종과 희발낭성장액낭샘종(oligocystic serous cys-

tadenoma) 등의 양성 낭종을 의심하 으나, 이후 추적관찰에서

크기가 커져 유문 보존적 이자샘창자절제술(pylorus 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을 시행하 다. 육안 검사 결과, 절

제한 췌장의 크기는 낭을 포함하여 5.0×5.0×2.0 cm 으며, 췌

장의 두부에 장액성의 내용물이 있는 4.0×2.5 cm 크기의 다낭

성 낭성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1). 이 병변은 다양한 크기의

여러 개의 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얇고 투명한 낭벽에 일부 석

회화된 부분이 있었다. 낭과 낭 주변 실질에 고형성 증식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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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 췌장실질에 위축 소견을 보이는 부분

이 일부 있었다. 췌장관의 내강이 늘어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으며, 췌장관은 낭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광학현미경 검사결과 병변은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큰 낭 이

외에도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낭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췌장의 샘꽈리세포와 동일한 세포학적 특성

을 보 다. 낭벽세포의 세포 꼭 기에서는 호산성의 과립상을 띠

는 세포질이 관찰되었고, 세포 바닥의 세포질은 호염기성을 띠고

있었다. 낭벽세포는 부분 원주형 또는 입방형이었으나 일부분

에서 편평형 세포가 관찰되었고, 다형성이 적은 핵은 세포의 바

닥에 위치해 있었으며, 유사분열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낭을

이루는 세포들은 부분 단층으로 배열해 있었으나 소수의 세포

군락들이 거짓중층으로 배열해 있는 모습도 보 다. 낭벽세포가

소실되고 그 부위에 포말큰포식세포들의 집적이 관찰되는 곳도

일부 있었다. 주변부에는 유리질화된 결합조직이 두껍게 둘러싸

고 있었고, 화생성 골형성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Fig. 2). 큰 낭

주변부로는 작은 낭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이 작은 낭들은 샘꽈리 형태를 취하며 작은 낭들의 내강이 큰

낭의 내강과 서로 교통하는 양상을 보 다. 췌장관이나 세관들

과 연결된 낭은 없었으며, 관세포에 췌장상피내종양(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m, PanIN) 등의 형성이상은 없었다. 낭

벽에서 난소모양 기질은 관찰되지 않았고, 주변 실질에는 큰 낭

주변으로 관막힘으로 인한 염증과 위축 소견이 보이는 것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PAS와 alcian-blue의 특수염색검사와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

행하 다. 낭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에서 PAS는 세포 꼭 기의

과립상을 띠는 부위에 약한 양성 소견을 보 고, alcian blue 염

색에서 이 세포들은 음성 소견을 보 다.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이 세포들은 CK7 (OV-TL12/30, 1:300, Dako), EMA (E29,

1:200, Dako), antichymotrypsin (polyclonal, 1:100, Dako),

antitrypsin (polyclonal, 1:100, Dako)에 양성이었으며, Ki67

(MIB-1, 1:800, Dako) 항체에 양성인 세포는 전체 낭벽세포의

1% 이하 다(Fig. 3). 그 외 CK19 (RCK108, 1:200, Dako),

CK20 (Ks20.8, 1:250, Dako), CEA (II-7, 1:150, Dako), sy-

naptophysin (polyclonal, 1:200, Dako), chromogranin (poly-

clonal, 1:50, Zymed), MUC-1 (Ma695, 1:100, Novocastra),

MUC-2 (Ccp58, 1:100, Novocastra)에 염색되는 세포는 없었

으며, 이러한 염색 양상은 CK7에 낭벽세포가 양성인 점을 제외

하면 정상 췌장실질의 샘꽈리세포와 비슷하 다.

현재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

고 있는 상태이며, 병의 재발이나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소견은

없다.

고 찰

췌장의 샘꽈리세포낭종은 아주 드물게 관찰되는 췌장의 낭성

병변으로, 낭벽을 구성하는 세포가 췌장의 성숙한 샘꽈리세포와

같은 형태를 띤다.2 악성종양인 샘꽈리세포낭암종의 양성 응물

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췌장샘꽈리낭성전환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병변의 종양성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2,7,9

샘꽈리세포낭종의 증상은 본 증례와 같이 낭의 확장에 의한

복통 등의 증상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췌장 질환을

A B

Fig. 1. (A)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and (B) gross image of specimen: A thin walled macrocystic mass with lobulated mar-
gin is present in the pancreas head (arrow). 



췌장의 샘꽈리세포낭  205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많은

증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에 따르면, 이

병변은 다양한 연령 (16-66세)에서 관찰되고, 환자 성별상 여

성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병변의 크기

는 0.2 cm의 작은 것부터 10 cm인 경우까지 보고되어 있으며,

본 증례와 같이 췌장의 두부에 생긴 경우가 더 많이 보고되어

있다. 그렇지만 미부와 체부에서도 관찰되며 전 췌장에 걸쳐 낭

성 병변이 있었던 증례도 보고되어 있다. 단낭성, 다낭성인 증례

가 비슷하게 관찰되며, 석회화나 화생성 골형성이 같이 있었던

증례도 보고되어 있다.1,2 재발이나 악성 변화가 관찰된 예는 아

직까지 없다.

샘꽈리세포낭종과 가장 신경써서 감별해야 할 질환은 샘꽈리

세포낭암종일 것이다. 이 둘은 낭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췌장

실질세포와 동일한 형태학적 특징을 보이며, 세포의 이형성이 비

교적 낮다는 점에서 감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본 증례에서와

같이 샘꽈리세포낭종에서는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이 관찰되지 않

고 세포의 이형성이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Ki-67 staining에서

그 양성도가 현격하게 낮기에 샘꽈리세포낭암종과 비교적 쉽게

감별할 수 있다.9,10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s. (A) Apical cytoplasm of
cyst-lining epithelial cells are positively stained for anti-chymotry-
psin. (B) Cyst-lining cells show immunoreactivity for cytokeratin 7.

A B

Fig. 2. Acinar cell cystadenoma: (A) Multilocular cyst with cysts of variable size. Note the metaplastic ossification. (B) Small acini connect-
ed with the lining cells of the cyst. (C) Portion of cysts lined by cuboidal and columnar epithelium. Higher magnification reveals minimal
nuclear atypia. (D) PAS staining shows weak positivity in apical granular cytoplasm.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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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보고되고 있는 관내샘꽈리세포암종(intraductal acinar

cell carcinoma) 또한 샘꽈리세포낭종과 감별해야 할 질환이다.

관내샘꽈리세포암종에서도 췌장의 샘꽈리세포와 같은 형태를 띠

는 세포들이 관찰되며, 췌장관 내에 주로 분포하여 낭성변화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세포의 이형

성이 뚜렷하지 않은 세포들이 많고, 유사분열상이 흔히 관찰되지

않기에 샘꽈리세포낭종과 감별할 필요가 있다.11 샘꽈리세포낭종

과 감별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주의 깊고 세 하게 살펴보고

현미경 검사를 통해 암종의 특성을 보이는 부분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샘꽈리세포낭종중 낭벽세포가 췌장의 관세포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증례들도 보고되어 있다.2,8 이런 경우 잔류낭(retention

cyst)과 감별할 필요가 있겠지만, 샘꽈리세포낭종에서는 같은

낭을 이루는 낭벽세포에서 샘꽈리세포와 같은 세포가 쉽게 관찰

되기 때문에 감별에 큰 어려움은 없을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낭벽을 이루는 세포들은 면역조직화학염색

에서 췌장 실질세포와 거의 유사한 소견을 보이지만, CK7이 양

성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면역 표현형이 췌장관세포와 유

사하게 변하고, 정상 실질샘꽈리 또는 다소 확장된 샘꽈리 내강

이 큰 낭의 내강과 부드럽게 이어지는 점 때문에 종양성 병변이

아닌 췌장샘꽈리낭성전환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렇지만 낭성

병변의 크기나 형태, 주변 췌장실질이 잘 유지된다는 점, 내강이

확장된 샘꽈리들은 샘꽈리세포낭암종에서도 관찰된다는 점, 또

거짓중층을 이루는 세포들도 흔히 관찰된다는 점에서 양성 종양

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2,7

본 증례는 25세 여자환자의 췌장 두부에 생긴 다낭성 샘꽈리

세포낭종으로, 조직학적 또는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이 지금까

지 보고된 이 질환의 특징적인 소견에 잘 부합하고, 화생성 골형

성 등의 부가적인 소견도 관찰되었다. 샘꽈리세포낭종은 그 병태

생리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극소수 증례만이 보고되어 있

지만, 췌장의 낭성질환의 임상적 또는 병리학적 감별 진단에서

고려해야 할 질환이다. 본 보고가 이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

리라 생각하여 본 증례를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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