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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erine Cervical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Concurrent with High 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Neoplasia
- A Case Report -

Yun Kyung Kang and Jae Whoan Koh1

Departments of Pathology and 1Obstetrics and Gynecology,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
Seoul, Korea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LCNEC) of the uterine cervix is a rare and aggressive
malignancy. We report a case of uterine cervical LCNEC concurrent with high grade squa-
mous intraepithelial neoplasia (HG-SIN). The LCNEC expressed chromogranin A and thy-
roid transcription factor 1 (TTF1). The HG-SIN was negative for these markers. Human papil-
lomavirus (HPV) type 18 was positive in LCNEC whereas both type 16 and 18 were positive
in HG-SIN by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This case showed TTF1 positivity nonethe-
less diagnosed as a primary uterine cervical LCNEC confirmed by the detection of HPV genome
within the tumor. It is critical to recognize LCNEC of the uterine cervix even in the small biop-
sy specimen because it is a distinctive clinicopathological entity with highly aggressive behav-
ior and unfavorabl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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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급편평상피내병터와 병발한 자궁목 세포신경내분비암종

- 1예 보고 -

최근의 WHO 분류는 자궁목에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종양을

폐의 신경내분비종양과 마찬가지로 유암종, 비정형유암종, 소세

포암종 및 세포신경내분비암종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

다.1 이 중 세포신경내분비암종은 드물게 발생하고 예후가 좋

지 않으며 펀치생검 등에서 미분화암종이나 분화가 좋지 않은

편평상피암종 또는 샘암종 등으로 잘못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2-6

저자들은 자궁목의 펀치생검에서 고등급편평상피내병터와 병발

한 세포신경내분비암종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54세 여자 환자가 3개월 전에 발생한 하복부통증으로 개인병

원에서 방광염 치료를 받던 중 점상질출혈이 발생하여 본원에

내원하 다. 4개월 전 개인병원에서 시행했던 자궁목 세포도말

검사상 고등급편평상피내병터로 진단되었고, 내원 후 외래에서

시행한 골반내진상 돌출형 종괴가 발견되어 광범위 펀치생검을

시행하 다. 생검조직의 광학현미경소견상 난원형 또는 다각형

의 세포들이 고형성 성장과 판상 배열을 보 고, 여러 곳에서

반점상 괴사가 동반되었으며, 유사분열이 10개 고배율시야당 평

균 17개로 흔히 관찰되었다. 종양세포들은 심한 형성이상과 풍

부한 호산성 세포질을 보 고, 비교적 크고 염색질이 거친 핵과

뚜렷한 핵소체를 나타내었다(Fig. 1). 신경내분비종양을 의심하

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고, 종양세포들은 chromogranin

A (polyclonal, Dako, Glostrup, Denmark), synaptophysin

(polyclonal, Dako), carcinoembryonic antigen (II-7, Dako)

및 thyroid transcription factor 1 (TTF1, SPT24, Novocas-

tra, UK)에 양성을 보여 세포신경내분비암종에 합당하 다

(Fig. 2). 생검에 포함된 자궁목상피에서 미만성으로 고등급상

피내종양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위의 항체들에 음성이었고, high

molecular weight cytokeratin (HMW-CK, 34βE12, Dako)

에 양성이었다(Fig. 2). 신경내분비암종은 촛점성으로 상피내종

양의 기저부 쪽으로 침윤하 고 서로 근접하여 이행하는 곳이

관찰되었다(Fig. 1).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사람유두종

 389 389

접 수 : 2007년12월 26일

게재승인 : 2008년 6월 9일

책임저자 : 강 윤 경
우 100-032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85
인제 학교 서울백병원 병리과
전화: 02-2270-0153
Fax: 02-2270-0131
E-mail: jadepaka@hanmail.net

인제 학교 서울백병원 병리과, 1산부인과



바이러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환자의 자궁목 세포도포검체에서는

16형과 18형이 검출되었다. 또한 파라핀에 포매된 생검조직을

이용하여 세포신경내분비암종과 고등급편평상피내병터에서 미

세절제를 시행하여 검사한 결과 신경내분비암종에서는 18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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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scopically, the tumor shows solid and trabecular growth with multifocal patchy necrosis. The tumor cells have moderate to
abundant cytoplasm, hyperchromatic nuclei, prominent nucleoli and frequent mitoses (A). The LCNEC extends beneath the HG-SIN with
abrupt transition (B).

A B

Fig. 2. Within the LCNEC component, tumor cells reveal diffuse moderate positivity to chromogranin A (A) and synaptophysin (B). The
LCNEC also displays nuclear TTF-1 expression (C). On the contrary, the HG-SIN does not show immunoreactivity to TTF-1 (C) and is posi-
tive for high molecular weight cytokerat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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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출되었고, 상피내병터에서는 16형과 18형이 둘 다 검출되

었다(Fig. 3).

암 병기결정을 위해 시행한 복부전산화단층촬 에서 암종이

자궁주위조직 및 질벽하부에 침윤하고 있었고, 골반벽으로의 침

윤은 관찰되지 않아 IIIA기의 진행암에 해당하 다. 당시 시행

한 흉부전산화단층촬 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고, 갑상샘초음파촬

및 흡인세포검사상 증식성결절이 발견되었다. 환자는 etopo-

side와 cisplatin을 병용한 신보조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자궁목암종은 부분완화의 경과를 보 으나 약 6개월 후

폐, 간 및 피부에 광범위전이가 발생하 다.

고 찰

자궁목에 발생하는 세포신경내분비암종은 소세포암종과 마

찬가지로 자궁목의 다른 암종에 비해 발견 당시 병기가 낮은 경

우라도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에 펀치생검 등의 작은 생검에서

이를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6 이 유형은 발생빈도가 낮

고 현미경적으로 풍부한 호산성 세포질과 고형성, 판상 형태의

편평모양(squamoid)을 보이기 때문에 편평세포암종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고, 샘암종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2,6 본 증례의 경우 고등급편평상피내병터가 동반

되어 있어 일견 분화가 나쁜 편평세포암종을 생각하 으나 케라

틴 형성이 없고 결합체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신경내분비암종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궁목의 펀치생검에서 전

형적인 편평세포암종이나 샘암종의 소견이 확실치 않거나 분화

가 나쁜 암종인 경우에는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여 신경내

분비 분화 표지자의 발현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2,6

자궁목 세포신경내분비암종의 감별진단으로서 다른 원발성

암종 외에도 전이성 신경내분비암종을 배제해야 한다.1 본 증례

의 경우 예기치 않게 TTF1에 양성 소견을 보 는데 TTF1은

조직특이적인 전사인자로서 정상적으로 갑상샘의 소포세포와 폐

포세포에서 발현하므로 갑상샘암과 폐암의 특이적 표지자로 알

려져 있다.6 그러나 신경내분비암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타장기

에 발생한 경우도 TTF1에 양성일 수 있고 자궁목 소세포암종에

서 양성인 증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최근 McCluggage 등6이

자궁목에 발생한 3예의 세포신경내분비암종에서 TTF1을 발

현함을 보고하 다. 본 증례에서는 흉부전산화단층촬 과 갑상샘

초음파촬 및 흡인세포검사를 통해 폐와 갑상샘에 원발암종이

없음을 확인하 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검사에서 고위험군 바이

러스형이 검출되어 자궁목의 원발성 암종으로 확진할 수 있었다.

자궁목의 세포신경내분비암종의 80-90%에서 고위험군 사

람유두종바이러스형이 검출되며 16형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나 본 증례와 같이 18형이 검출된 예도 있다.3,7 본 증

례의 경우 수술 전 시행한 자궁목 세포도포검체에서 두가지 형

이 모두 검출되었으나 생검조직에서 미세절제를 통해 세포신

경내분비암종과 고등급편평상피내병터에 한 바이러스형 검사

를 시행한 결과 전자에서는 18형만이 검출된 반면 후자에서는

두가지 형이 모두 검출되었다. Yun 등3은 자궁목 세포신경내

분비암종과 고등급편평상피내병터가 동반된 증례를 보고하 는

데 두 병변 모두에서 16형이 양성이었으나 두 종양이 서로 떨어

져서 존재하 고,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상이하 기 때문에 종양

세포의 다분화성에 의한 혼합종양의 가능성보다는 서로 독립적

인 두 개의 원발종양으로 해석하 다. 본 증례의 경우 두 종양

에서 서로 다른 고위험군 바이러스형이 검출되었고 면역조직화

학적으로도 상이하 으므로 독립 발생의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

으나 국소적으로 인접하고 이행하는 소견이 관찰된 점은 다분

화성 종양 발생에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추후 여러 증례들에

한 면 한 조사를 통해 본 증례와 같은 종양의 발생 기전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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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CRs using primer sets for high risk HPV types 16 and 18 (Bioneer, Korea) reveal both types detected in the cervico-vaginal
swab (S). (B) PCRs using microdissected tissue identify only type 18 in LCNEC whereas identify both type 16 and 18 in HG-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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