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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d von Brunn Nests of the Urinary Bladder
- A Case Report -

Han-Seong Kim, Ji Eun Kwak, Sang Hwa Shim, Mee Joo, Sun Hee Chang, 
Je G. Chi and In Rae Cho1

Departments of Pathology and 1Urology,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Goyang, Korea

Among benign proliferations of the urinary bladder, von Brunn nests and cystitis cystica et
glandularis are common. Sometimes florid proliferation of von Brunn nests makes an intraves-
ical mass, which mimics tumorous lesions. We report here on a case of florid von Brunn
nests, occurred in the 34-year-old man with hematuria. Radiological and cystoscopic exami-
nations reveal a polypoid-papillary lesion and transurethral resection was then performed.
Pathologically, prominent proliferations of urothelial cell nests were found deep in the lamina
propria. Neither significant cytologic atypia nor muscle invasion was noted. Florid von Brunn
nests should be considered both clinically and pathologically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a
intravesical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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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의 Florid von Brunn 둥지

- 1예 보고 -

von Brunn 둥지는 요로상피의 반응성 증식 중 가장 흔한 형

태로 표층 요로상피가 고유층으로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1 때때

로 고형성의 상피세포군락은 상피와 연속성을 잃어버리고 고유

층에 고립되어 관찰되기도 한다. 때때로 고형성의 상피군락이,

과증식으로 고유층 깊숙히 증식한 경우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

할 때가 있고 이를‘florid von Brunn 둥지’라고 한다.2 저자들

은 34세 남자에서 방광의 종양으로 의심받고 수술하여 florid

von Brunn 둥지로 진단된 사례를 유사한 병리학적 특징을 보

이는 양성, 악성 질환들과 감별하고자 한다. 

증 례

34세 남자가 내원 3개월 전부터 빈뇨,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

여 검사 중 컴퓨터단층촬 에서 방광에 종괴가 관찰되어 수술

받았다. 종괴는 방광경 검사에서 방광 좌후방 아래쪽에서 유두

상으로 돌출되었고 크기는 4×3 cm 다(Fig. 1). 방광경 검사

에서 요도경유 절제술로 종괴를 적출하 다.

종괴는 5 cc의 조각으로 보내어져 육안적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저배율 현미경 소견에서 종괴가 많은 유두상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50-200 μm 장경의 von

Brunn 둥지들이 요로상피 바로 아래부터 깊은 고유층까지 비교

적 둥근경계를 그리며 증식하고 있었다. 둥지들은 체로 일정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부분의 폴립에서 꼭 기쪽에 호산

성 분비물을 함유한 관모양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고(cystitis

glandularis), 비교적 큰 낭을 만드는 부위도 관찰되었다(cysti-

tis cystica). 방광 기질은 약간의 부종과 함께 풍부한 혈관 증

식이 동반되었고 요로상피 가깝게는 경미한 림프구침윤도 관찰

되었다. 심부절연면으로 생검된 근층부에서는 관찰되는 둥지들

은 없었다. 고배율시야에서 둥지를 구성한 세포들의 핵은 간혹

경미한 비정형성을 보 으나 악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고 유

사분열도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요로 상피 아래에서 증식을 일으키는 병변은 때때로 악성종양

과 감별에 진단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 von Brunn 둥지, 낭

방광염(cystitis cystica), 관 방광염(cystitis glandularis) 등은

방광, 요관, 신우에서 흔히 관찰되는 비종양성 증식증이다.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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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에서 von Brunn 둥지나 낭 방광염은 육안적으로 정상적인

방광에서 90% 이상 관찰된다.1 von Brunn 둥지가 생기는 이

유는 요로상피가 증식한 후 화생(metaplasia)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이어서 둥지에 내강이 생기고 관 방광염과 낭 방광염

이 속발하는 것으로 보인다.3

Florid von Brunn 둥지가 있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

은 혈뇨이다. 때로는 종괴 효과로 요로폐쇄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방광경 검사에서 종양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

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 von Brunn 둥지는 고유층에 많

은 세포집락을 만들 수 있는데, 고유층 심부에 증식을 보이는

경우는 악성종양과 감별에 주의를 요한다. 방광경 생검 시에 증

식세포들이 방광배뇨근층에 명확한 침윤을 보인다면 악성으로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작은 크기로 표층부에 국한된 조

직만 있다면 진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

1979년 Stern은 방광의 병변에서 요로상피 둥지가 집해 있

어 von Brunn 둥지를 닮아 양성처럼 보 지만, 재발하 는데

후에 이 증례는 요로상피암중 둥지아형(nested variant of uro-

thelial carcinoma)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둥지아형

요로상피암은 florid von Brunn 둥지에 비하여 세포둥지가 작

고 다양한 모양을 가지며 둥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관이

나 낭의 형성도 많지 않다(20-30%). 방광괄약근의 침윤을 동반

하는 경우가 많고, 고배율에서 명백한 중등도 이상의 이형성을

관찰할 수 있다.2

Florid von Brunn 둥지와 감별해야 하는 양성병변은 위에서

언급한 신기원샘종, 내장성 유두종, 과오종 등이다. 신기원샘종은

종종 수술, 결석, 외상 등의 요로상피손상이후에 발생하며 유두

상, 폴립모양 등의 육안 소견을 보일 수 있다. 조직학적으로 신

기원샘종은 관, 낭을 만들 수 있으나 낮은 원주상피나 입방상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별이 어렵지 않다.5 내장성 유두종은

방광의 목이나 삼각부에 육안적으로 표면이 매끈한 폴립모양으

로 보이며, 조직학적으로 둥지모양을 보일 수 있고 부분적으로

샘분화를 보이고, 호산성 분비물을 보일 수 있어 florid von

Brunn 둥지와 감별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종양세포의

띠가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며, 둥지 내에서 요로상피세포들의

흐름(streaming)이 관찰되고, 둥지주변부위의 세포핵이 울타리

배열을 하는 점, 관이나 낭구조가 작고 적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별할 수 있다.6 방광의 과오종은 폴립모양의 유두상 증

식을 하며 현미경 소견상 다양한 크기의 둥근 둥지들과 von

Brunn 둥지나 선 방광염이 관찰되므로 감별이 필요하다. 그러

나 둥지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투명하고 풍부한 세포질을 가진

요로상피와 화생성 원주상피로 구성되어있고, 상피둥지 사이로

desmin에 양성인 방추형의 평활근세포들의 다발이 관찰되므로

감별할 수 있다.7

결론적으로 florid von Brunn 둥지는 이번 증례와 같이 방광

Fig. 1. Computed tomography reveals a intraluminal mass of the
urinary bladder (arrow). Cystoscopic examination shows a poly-
poid mass with papillary surface projections (inset, arrow). 

Fig. 2. Polypoid proliferation of prominent von Brunn nests are
noted with cystitis glandularis in the transurethral resection speci-
men. Stroma consists of the loose lamina propria and the fibrovas-
cular core (H&E, ×40).

Fig. 3. No significant cytologic atypia is found within the proliferat-
ing nests. Apical differentiation with luminal eosinophilic secretion
within proliferation of von Brunn nests is also noted (H&E, ×200).



내 종괴를 만들고 혈뇨나 폐색과 같은 임상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드물지만 조직학적으로 둥지형 요로상피암과 같은 악성

종양과의 감별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방광의 종괴 검사 시 임상-

병리학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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