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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피근상피암(Epithelial myoepithelial carcinoma)은 전체 타액선

종양의 1%미만을차지하는드문종양1-4)으로주로이하선에호발

하나 악하선 또는 소타액선에도 드물게 호발한다2-5). 1972년에

Donath 등이 처음 8예를 보고하 고15), 1991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의해공식적으로타액선종양의분류에포함되어졌다6). 

상피근상피암은 조직학적으로 두 가지 세포의 다양한 비율로

형성되는데 내측의 상피세포와 외측의 투명한 근상피세포의 2

열구조로구성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2,4). 주로여성에게호발하

고, 호발 연령은 50-70 이지만 8세의 어린 나이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3,8). 이 종양은 조직학적으로는 저급 악성 종양 (low grade

malignant tumor)이지만 높은 재발 및 전이율을 나타내므로 긴

한경과관찰이요구된다.

이에 저자들은 30세 여자 환자의 이하선에서 상피근상피암을

치험하 기에문헌고찰과함께이를보고하는바이다.

Ⅱ. 증례보고

30세 여자 환자가 6개월간 지속된 좌측 전이 부위의 부종을 주

소로 2001년 7월 28일 본과에 내원하 다. 초진시 이학적 검사상

좌측 전이 부위의 비정상적인 종창이 관찰 되었으며, 촉진시 경

결감은 있었으나. 압통은 없었다. 안면신경마비나 개구제한은

관찰되지 않았고. 좌측 이하선의 침샘 분비는 정상이었다. 비정

상적인경부임파절은촉지되지않았다.   

환자의 과거력상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기왕력외 특이할 만한

과거력이나가족력은없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는 비정상적인 소견이 없었고, 전산

화 컴퓨터 단층 촬 결과 좌측 이하선부위에서 교근 후방부까

지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약간의 조 증강이 있는 연조직 음

의 종물이 관찰되었다. 이 종물은 이하선 심부로 일부 연장 되었

으며, 교근 부위에서는 일부 경계가 불분명하 다(Fig. 1). 자기

공명 상사진(Fat suppressed T1 weighted image)에서는같은부

위에서조 증가된병변이관찰되었다 (Fig. 2). 

2001년 8월 6일이하선종양가진하에전신마취하에종물을포

함한이하선절제술을시행하 다. 

수술시에 시행한 동결 절편 조직검사(frozen biopsy)상 이하선

심엽(deep lobe), 안면신경 전방부에서 양성이 나와, 안면신경의

관골지(zygomatic branch), 협근지(buccal branch), 하악지(marginal

mandibular branch)를 포함하여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 다. 절

제된 종물은 20mm×20mm 크기로 여러 개의 고형성 종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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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었고. 광학 현미경 소견상 피막이 없으며, 부분적으로

종양이 주위의 정상 타액선으로 침윤되는 양상을 보 다(Fig. 3).

종양은 2층의 관상구조(tubular structure, duct-like structure)로 이

루어져 있었고(Fig. 4), 내측은 편평한 호산성의 상피세포(inner

eosinophilic epithelial cell)로 구성되고, 외측은 좀 더 크고 투명한

근상피세포(outer clear myoepithelial cell)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내강내에는 간혹 호산구성 물질 (eosinophilic material)이 차있었

다(Fig. 5). 2001년 9월 12일부터 2002년 10월 19일까지 4회에걸쳐

총 104Gy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았고, 3개월 간격으로 경과 관

찰하고있으나, 재발및전이소견은관찰되지않았다.  

Fig. 3. Photomicrograph showing no encapsulation

and partially infiltrative growth into surrounding

normal glandular tissue (H-E stain, X40) 

Fig. 1. A CT scan showed a nonhomogeneously enhancing

mass in the left superficial lobe of the parotid gland with

some deep lobe extension, but without associated cervical

lymphadenopathy. 

Fig. 2. Fat suppressed T1 weighted axial MRI showed

high signal intensity as compared with skeletal

muscle.

Fig. 5. Photomicrograph showing characteristic double-

layered duct- llike structures consisting of an inner layer

of eosinophilic duct-lining cells and outer layer of clear

myepithelial cells (H-E stain, X400) 

Fig. 4. Photomicrograph showing tumor cells forming

double layered duct-like structures and solid nests

(H-E stain,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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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 찰

상피근상피암(Epithelial myoepithelial carcinoma)은 전체 타액선

종양의 1%미만을 차지하는 드문 저급 악성 타액선 종양으로1-4),

관을형성하는상피세포와그것을둘러싸고있는외측의투명한

근상피세포의 2열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72년

Donath 등15)이 처음으로 8예를 보고하기 전에는 clear cell adeno-

ma, glycogen-rich adenoma, adenomyoepithelioma, tubular solid

adenoma, clear cell carcinoma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 다7). 주로 이하선에 호발하지만, 소타액선과 부비동, 인두,

기관지9) 같은구강외장소에서도보고되어지고있다. 중년이상

의 여성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0%) 주로 60 에

호발하나 8세에서 103세까지의 범위를 가진다3,8). 상피근상피암

과 비슷한 조직학적 구조가 유방부위와 피부에서도 보고되어지

고있다10)

임상적인 증상은 특징적이지는 않다. 천천히 성장하는 무통성

의종창으로나타나며크기는 2cm에서 12cm까지다양하다. 드물

게는통증과안면신경의마비증상을동반하기도한다11). 

조직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침윤적으로 성장하며, 상피세포

(epithelial cell)와 근상피세포 (myoepithelial cells)의 2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관상구조(tubular) 또는 고형 양상(solid pattern)을

보인다. 상피세포는 근상피세포의 안쪽에 위치하고 호산성 세포

질을 가지며, 입방 형태(cuboidal)로 타액선의 개재관 세포(inter-

calated duct cell)와 유사하다. 도관 내부에는 Periodic acid schiff

stain(PAS)에 양성인 호산구성 물질(eosinophilic material)을 함유

하기도 한다. 근상피세포는 상피세포의 바깥쪽에 위치하며 크기

가 상피세포보다 크고, 다각형 모양이며, 투명하게 염색되고, 

리코겐(glycogen)이 풍부한 세포질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적으로 근상피세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세포의 이형성

(cytologic atypia)은미약하고세포분열지수(mitotic index)는낮으

나신경, 혈관으로의침윤이관찰되어지기도한다.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상피세포는 케라틴(cytokeratin)에, 근상

피세포는 S-100 protein과 근액틴(muscle actin)에 양성 반응을 나

타낸다12)

1993년에 Fonseca와 Soares5)는 상피근상피암을 tubular-cribri-

form형과 solid형으로 분류하 으며, anti-proliferating cell neuclear

antigen PC10 antibody를 이용한 면역 조직 화학검사로 투명한 근

상피세포의증식이활발한것을밝혀이세포가많은부분을차

지한 solid형이 더 악성이라고 하 다. 본 증례의 경우는 tubular-

cribriform형과 solid형이부분적으로혼재된양상이었다.  

Toida와 Shimokawa17)에 의하면 근액틴(muscle actin)은 근상피

세포의 표식자이며, 광범위한 투명세포(clear cell)의 증식을 보이

는암종으로부터상피근상피암종을감별할수있다고하 다.  

조직학적으로 감별해야 될 진단으로는 투명세포(clear cell)를

갖는 종양으로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 피지암(seba-

ceous carcinoma), 점막상피암(mucoepidermoid carcinoma), 소포

세포암(acinic cell carcinoma)을들수있는데, 이종양들은관상구

조(tubular structure)를 보이지 않는다. 전이암(metastatic carcino-

ma)에서는신세포암(renal cell carcinoma)를감별해야한다12).

치료 방법은 인접 임파선을 포함한 수술적 적출법이며, 종양

이 없는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절제해야 하고, 안면신경의 침범

이있는경우에는안면신경도같이제거한다7). 국소적재발을방

지 위해 부가적인 방사선치료 및 항암요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평가는더필요한상태이다13). 

상피 근상피암은 저급 악성 종양(low grade malignancy)로 1992

년까지의문헌고찰에서 42%의재발율이보고되었다5). 재발발견

까지의 기간은 처음 수술후 9개월부터 28년까지이며. 신장, 폐,

뇌로의 전이도 보고되어 지고 있다15). Cho 등4)은 상피 근상피 암

종의 특징적인 양상으로 진단 후 재발 및 전이까지 기간이 길어

평균적으로 재발은 5년, 전이는 15년이라고 하 고, 33년간 26예

에서 50%의재발율과 25%의전이율을보고하 다. 

예후는 조직학적 양상과는 무관하며 고형의 성장 양상(solid

growth pattern), 핵이형성(neuclear atypia), DNA이수성(DNA aneu-

ploidy)을 보이는 종양에서 더 나쁜 예후를 보인다고 보고 되어

지고있다11). 

Ⅳ 요 약

상피근상피암은타액선, 특히이하선에호발하는매우드문악

성 종양으로 내측의 상피세포와 외측의 투명한 근상피세포의 2

열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비교적 국소 재발 및 전

이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저자들은 드문 타액선 종양인

상피근상피암을이하선에서경험하 기에문헌고찰과함께보

고하 으며, 본 증례의 경우 향후 재발 및 전이 여부 파악 위해

주기적인경과관찰이필요하리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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