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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서론

소세포 암은 대부분이 폐에 발생하며, 폐 외에 생기는 소세

포암은 2.5~4%로 드물다(1). 난소의 원발성 소세포암은 매우 

드문 난소 종양으로 주로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며 진단 당시 평

균 연령은 약 23.9세이다. 약 62%의 환자에서 고칼슘혈증을 

보이며, 반수 이상에서 난소 밖 파급이 동반되는 악성 종양이다

(2). 저자들은 복통, 체중감소를 주소로 내원한 17세 여성에서 

고칼슘 형의 난소 소세포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

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17세 여자가 내원 1달 전부터 시작된 복부 불편감 및 8 kg의 

체중감소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Carbohydrate antigen 125(이

하 CA 125)는 252 U/mL (참고치: 0~35), human epididymis 

protein 4 (이하 HE4)는 166.3 pmol/L (참고치: ＜ 70)로 증

가되어 있었고, CA125와 HE4를 이용하여 계산된 난소 상피세

포암의 위험성인 Risk of Ovarian Malignancy Algorithm Score

는 62.65%로 증가되었다. β-human chorionic gonadotropin 및 

알파태아단백(α-fetoprotein, 이하 AFP)은 정상 범위었다. Ca 

14.8 mg/dL (참고치: 8.7~10.4)로 증가되어 있었고 parathy-
roid hormone (이하 PTH)는 1.9 pg/mL(참고치: 10~57)로 

감소 소견을 보였다.

상기 증상을 주소로 실시한 컴퓨터단층검사에서 약 15 cm 크

기의 종양이 골반강 내에서 발견되었다. 종양의 주변부는 고형

성의 조영증강을 보이며 종양 내부는 괴사성 혹은 낭성으로 생

각되는 다격벽의 저밀도 음영으로 관찰되었다(Fig. 1A). 복강 

내에 커진 림프절이나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시행한 자

기공명영상에서 종양의 내부는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 강도, 

T1 강조 영상에서 저신호 강도를 보이며 컴퓨터단층촬영과 유

사한 조영증강 형태를 보였다(Fig. 1B-D). 10대에서 낭성과 

고형성 성분이 혼합된 종괴로 발견되었기에 유년기 과립막 세

포 종양(juvenile grannulosa cell tumor)과 내배엽굴종양(en-
dodermal sinus tumor)이 감별진단으로 고려되었다. 

난소 종양에 대하여 우측 난소 및 난관 절제술, 대망 절제술, 

복강내액 세포검사를 실시하였다. 절제된 난소는 15.5 × 12.8 × 

7.2 cm 크기였고 비교적 경계는 뚜렷하였으며 내부에 낭성,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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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17-year-old female with ovarian masses detected on the CT scan.
A. This contrast enhanced CT scan of the ovarian small cell carcinoma shows an approximately 15 cm sized heterogeneous mass in the pelvic 
cavity.
B. The axial T2-weighted MR image shows a multiseptated mass with an increased signal intensity, suggesting an internal cystic change or ne-
crosis.
C. The axial T1-weighted MR image shows a heterogeneous low signal intensity mass.
D. The axial T1-weighted contrast enhanced MR image shows a peripheral solid portion with enhancement.
E. Gross picture of the ovarian small cell carcinoma shows a pale, white to gray solid mass with foci of cystic change, hemorrhage, and necrosis.
F. The tumor cells are relatively monotonous and show scanty cytoplasm (hematoxylin and eosin stai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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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성, 그리고 괴사성 변화를 동반한 고형 종양으로 확인되었다

(Fig. 1E). 시행한 대망 절제술 및 복강내액 세포 검사상에서 

악성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종양은 세포질이 거의 보이지 않

는 난원형의 핵을 가지는 소세포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발성 난

소 소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Fig. 1F).

수술 시행 1개월 후 시행한 양성자방출단층촬영에서 잔여 종

양 및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칼슘 수치는 9.8 mg/dL, CA 125

는 13.4 U/mL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후 Etoposide, 

Carbo, Ifosfamide 병용 항암 화학요법을 2차례 시행하며 추적 

관찰 중이다. 

고찰

원발성 폐 외 소세포암은 전체 소세포암의 2.5~4%로 드물

며 대부분의 환자가 남자로 60~70대에서 호발한다. 발생 부

위는 두경부, 식도, 위, 췌장, 담낭, 자궁경부, 신장, 방광, 전립

선 등이며, 치명적 질환으로 5년 생존율이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1). 난소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 외 소세포암은 1982년 

Dickersin 등(3)에 의해 11예가 처음 보고 된 후 문헌에 약 

300예가 보고될 정도로 매우 드문 질환이다.

난소에서 발생하는 소세포암은 WHO classification에 따르면 

고칼슘혈증형(hypercalcemic type)과 폐형(pulmonary type), 

신경내분비형(neuroendocrine type) 두 가지가 있다. 임상적으

로 폐형은 고칼슘혈증과 달리 폐경기 여성에서 발생하며 고칼슘

혈증을 동반하지 않는다. 폐형은 폐 소세포암과 조직학적으로 

동일하여 핵 눌림(nuclar molding)이 흔하며, 난소의 상피-간

질 종양, 특히 자궁내막양성 난소암(endometrioid carcinoma)

과 관련 있다.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SWI/SNF Related, Matrix 

Associated, Actine Dependent Regulator of Chromatin, Sub-
family A, Member 4/Brahma-related gene 1 (SMARCA4/

BRG1) 양성, chromogranin, synaptophysin과 같은 신경내분비 

표지에 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4). 

Young 등(2)에 의해 보고된 150예의 난소 소세포암의 평균 

발생 연령은 23.9세(9~43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다. 임상적 

증상은 비특이적이며 복부 팽만 및 아급성 복통을 호소하는 경

우가 많았다. 수술 전 칼슘 수치는 약 62%에서 증가되어 있었

다. 거의 모든 예에서 일측성이며 반수 이상에서 수술 당시 난

소 밖 파급이 확인되었다.

조직학적으로는 세포질이 거의 없는 난원형의 핵을 가지는 

소세포로 구성된다(2). 세포질 내에서 발견된 부갑상선 관련 

단백질(PTH-related protein)이 고칼슘혈증의 원인으로 생각

된다(5). 최근 난소 소세포암과 악성 간상 종양(malignant 

rhabdoid tumor)과의 임상적, 조직병리학적, 분자적, 유전적 유

사성이 밝혀져 있다(4).

종양의 크기는 평균 15.3 cm(6~26 cm)이며 약 33%에서는 

고형성 종양으로 그 외 67%에서는 낭성 변화를 포함한 고형성 

종양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난소 소세포암은 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영상 검사에서 종양 내부에 

다양한 정도의 낭성 변화 및 괴사를 포함하는 고형 종양으로 관

찰된다(6, 7). 그러나 이러한 소견을 보이는 난소 종양은 다양

하며 특히,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는 유년기 과립막 세포 종양 

및 악성 생식 세포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유년기 과립막 세포 종양은 전체 과립막 세포 종양의 5%를 

차지하며 주로 어린이나 30대 이전의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다. 

영상의학적으로는 벌집 형태, 출혈이 동반된 일측성의 경계가 

좋은 종괴로 보인다.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종양으로 자궁이 

커지거나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과립막 세포 

종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악성도가 낮아 난소 밖 

파급이 드물고, 고칼슘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감별점이다.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는 악성 생식 세포 종양과도 감별이 필

요하다. 특히 내배엽굴종양의 경우 내부에 종양 내 출혈로 인한 

불균질한 종괴로 관찰되므로 영상학적으로 유사하나, 혈청 알

파태아단백(AFP) 수치 상승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경내분비형 소세포암은 고칼슘혈증형 소세포암과 유사하

게 영상 검사에서 내부에 낭성 부분을 가지는 큰 고형성 난소 

종양의 형태로 관찰된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폐경기 여성에서 

고칼슘혈증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자궁내막양성 난소암 등 다

른 난소암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신경내분비형 소세포암과의 

감별점이다.

난소 소세포암의 치료로는 수술과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주로 이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질

환으로 알려져 있다(8, 9). Callegaro-Filho 등(9)에 의해 보고

된 47예에 의하면, 재발 또는 악화를 보이는 평균 기간이 6.5

개월(2.3~125.4개월)이었으며, 생존기간 중앙 값은 14.9개월

이었다(8). 낮은 병기, 나이가 30세 이상, 종양 크기가 10 cm 

이하, 정상 범위의 칼슘 수치, 병리학적으로 대세포변형이 없는 

것이 좋은 예후 인자와 관련이 있었다(3). 

결론적으로 본 증례와 같이 젊은 여성에서 고칼슘혈증을 동

반하는 악성 난소 종양이 내부에 부분적 낭성 변화 및 괴사를 

동반한 고형성 종양으로 발견될 경우, 드물지만 난소 소세포암

을 감별진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세포암은 난소 

밖 파급이 흔한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므로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복강 내 장기, 복막, 림프절 등 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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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파급 병변 확인을 통한 병기 결정 및 치료 전후 추적 검사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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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의 원발성 소세포암은 매우 드문 난소 종양으로 주로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며 약 62%에서 고칼슘혈증을 동반하는 

악성 종양이다. 영상검사에서 일반적으로 고형성 종양 내부에 부분적 낭성 변화 및 괴사를 동반하는 형태로 관찰된다. 저

자들은 복통, 체중감소를 주소로 내원한 17세 여성에서 고칼슘 형태의 난소 소세포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

께 보고하고자 한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산의료원 1영상의학과, 2병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