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9; 43: 453-7
DOI: 10.4132/KoreanJPathol.2009.43.5.453

Histologic Correlation of Atypical Glandular Cells in Cervical
Smears

Yi Kyeong Chun, Sung Ran Hong, Hye Sun Kim, Ji Young Kim and Hy Sook Kim

Department of Pathology, Cheil General Hospital and Women’s Healthcare Center,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 The study evaluated the histologic correlation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atyp-
ical glandular cells (AGC) detected either on conventional smears (CS) or liquid-based cytol-
ogy (LBC). Methods : Two hundred and seventy-seven (0.11%) of 261,925 cervical smears
were interpreted as AGC by the Bethesda system 2001 from January 2006 to December 2008.
Cytohistological correlation was performed on 192 cases. Results : The prevalence of AGC
was 0.07% and 0.13% for CS and LBC smears, respectively. Distribution of AGC subcate-
gories were as follows: atypical endometrial cells 53.8%, atypical endocervical cells 22.7%,
atypical glandular cells 19.5%, atypical endocervical cells favoring neoplasia 2.2%, and atypi-
cal glandular cells favoring neoplasia 1.8%. Fifty-nine (27.4%) of 192 patients were confirmed
as having clinically significant lesions comprising endometrial adenocarcinoma (12.5%), endo-
metrial hyperplasia (6.0%), cervical adenocarcinoma (2.3%), high-grade squamous intraep-
ithelial lesion (HSIL) (1.9%), low-grade SIL (1.9%), adenocarcinoma in situ (1.4%), or ovarian
metastasis (1.4%). Conclusion : Compared with CS, LBC was prese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prevalence of AGC. Histologic follow-up showed a very low HSIL rate compared to
other studies. Endometrial adenocarcinoma was the most common malignant lesion detected
because of increasing prevalence of endometrial adenocarcinoma, concentration on endome-
trial cytology, and introduction of L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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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세포검사에서비정형선세포의조직학적상관성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 선세포 병변에 Atypical Glandular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GUS)라는 용어가 쓰

이기 시작한 것은 1988년 National Cancer Institute workshop

에서 The Bethesda System (TBS)을 도입한 이후이다.1 1991

년 개정판에서는 AGUS를 진단할 때 자궁경부세포기원인지,

자궁내막세포기원인지 명기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atypical

glandular cells로 표기하도록 하 다. 또한 가능하면 반응성 병

변인지 또는 종양성 병변인지를‘favor, reactive’, ‘favor, neo-

plasia’로 세분하여 진단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TBS 2001년 개

정에서는 AGUS라는 용어가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SCUS)와 혼돈된다는 지적에

따라 AGUS에서‘undetermined significance’를 떼어낸

Atypical Glandular Cells (AGC)로 용어를 바꾸었다. 또한 상

당수의 종양성 병변이‘favor, reactive’라고 진단되어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favor, reactive’라

는 세부진단이 삭제되었다.2

액상세포검사(liquid-based cytology)가 자궁경부 세포검사

에 활발하게 도입되면서 예전보다 AGC 진단이 늘고, 정상과

비정상 자궁내막세포를 더 자주 보게 되었다.3-5 최근 우리나라

의 자궁내막암이 증가추세이고, 고식적 세포도말법(convention-

al smear)에서의 자궁내막세포는 변성이 잘되고 출혈과 염증이

동반되어 세포소견을 제 로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액

상세포검사는 배경이 더 깨끗하고 세포형태가 보다 잘 보존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진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궁

경부 세포검사에서 자궁내막세포를 더 자주 진단하는 것과 자궁

내막암 진단율과의 상관관계에 하여는 이견이 있고,4-6 자궁내

막암의 진단율을 높이려면 자궁내막병변에 한 이해와 자궁내

막세포의 세포학적 소견에 한 관심과 경험이 중요하다.

Kim 등7이 1999년에 보고한 본원의 AGC에 한 연구는 고

식적 세포도말법으로 진행되었고 AGC의 빈도는 0.0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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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가 시행된 증례 중 25%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

상병변이 관찰되었고, 그 중 고등급과 저등급의 편평상피내 병

변이 제일 많은 10.5%를 차지하 고, 상피내 선암을 포함한 자

궁경부 선암이 4.5%, 자궁내막암은 4.1% 다. 그러나 최근 자

궁내막암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액상세포검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AGC의 빈도나 조직검사 결과가 과거 연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들은 2006년 1월 이후 3년간 액상세포검사와 고식적 세포

도말법으로 시행한 본원의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료를 분석하여

두 방법 간의 AGC 빈도와 TBS 2001 분류로 세분화한 AGC

진단의 차이를 비교하 다. 또한 TBS 2001 분류로 세분화한

AGC 세포진단과 조직생검 결과를 분석하여 1999년에 Kim 등7

이 보고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 

재료 및 방법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제일병원을

방문하여 고식적 세포 도말법 또는 액상세포검사로 자궁경부 세

포검사를 받은 261,724예 중 AGC로 진단받은 277예가 연구

상이었다. 이 중 임상의사가 세포검체를 의뢰할 때 제공한 임상

정보는 비정상 출혈 21예, 이상 세포 추적검사 19예, 임신이나

분만 또는 유산 등 임신관련 정보 11예, 자궁내장치 2예, 원추생

검 5예, 호르몬 치료 3예, 최근 자궁내막 수술력 2예, 자궁경부

암 방사선 치료력 1예 다.

277예 중 82예(29.6%)는 고식적 세포도말법 검체 고, 195

예(70.4%)는 액상세포검사(SurePathTM) 검체 다. 염색된 세

포 슬라이드는 Focal Point Primary Screening System (BD

Tripath Imaging, Inc.)로 1차 선별검사를 하고 세포 병리사가

2차 선별검사를 한 후, 병리의사가 최종 판독하 다. 개정된

2001 TBS의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AGC 세포를 1) atypical

endocervical cells, 2) atypical endometrial cells, 3) atypical

glandular cells, 4) atypical endocervical cells, favor neopla-

sia, 5) atypical glandular cells, favor neoplasia의 다섯 가지

로 세분하여 진단하 다. AGC는 정의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에

서 보이는 선세포의 세포소견이 명백한 반응성 또는 재생성 변

화단계를 지났으나 상피내 선암이나 침윤성 선암에는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진단하 다. 선세포종류에 따라 atypical endocer-

vical cells과 atypical endometrial cells로 나누어 진단하고, 두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atypical glandular cells로

하 다. 다음과 같은 세포소견을 보이는 경우 atypical endo-

cervical cells로 진단하 다. 1) 안쪽 자궁목세포에서 판상 또는

띠모양으로 배열된 핵이 집, 중첩되며, 2) 핵이 커지는 경우

정상 안쪽 자궁목세포의 3-5배 크기로 커지며, 3) 핵의 크기와

모양의 다양성이 동반되며, 핵 세포질의 비율이 증가되며, 4)

경도의 과염색성이 보일수 있으나 세포분열은 드물고, 5) 핵소

체가 보일 수 있고, 6) 세포질이 풍부하고 세포경계는 분명하다.

atypical endometrial cells은 핵이 정상 자궁내막세포보다 약간

커지고, 경도의 과염색성과 작은 핵소체가 보이기도 하며 세포

질이 적지만 간혹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진단하 다. Atyp-

ical glandular cells과 atypical endocervical cells의 세포소견이

상피내 선암이나 침윤성 선암을 시사하지만 진단을 주기에 양적

또는 질적으로 부족한 경우 favor neoplasia를 부가하여 진단하

다.1,2

세포 검사 후 3개월 이내에 질확 경하 자궁경부 조직생검,

자궁경부 원추생검, 자궁적출술, 자궁내막생검 또는 소파술을

시행받은 192명의 조직진단결과를 세포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

결 과

고식적 도말법과 액상세포검사에서 AGC 진단율

2006년 1월부터 36개월간 시행된 자궁경부 세포검사 전체

261,924예 중 AGC는 277예로 0.11%에 해당하 고, 진단 당시

평균 나이는 42.7세(25-76세) 다. 같은 기간 고식적 세포도말

법으로는 111,401예(42.5%)가 검사되었는데, 그 중 AGC는 82

예로 0.07% 다. 나머지 150,523예(57.5%)는 액상세포검사로

진단되었고 0.13%에 해당하는 195예가 AGC로 판독되었다. 자

궁경부 세포검사 자료와 AGC 진단빈도를 고식적 세포도말법과

액상세포검사로 분류하여 Table 1에 정리하 다.

TBS 2001에 따른 AGC 세분화 진단

TBS 2001에 따른 AGC 세분화 진단은 고식적 세포도말법과

액상세포검사로 분류하여 Table 2에 요약하 다. 전체 277예의

AGC 중 atypical glandular cells 54예, atypical glandular cells

No. of cases % No. of AGC %

2006 CS 54273 61 34 0.06
LBC 34448 39 51 0.15
Total 88721 100 85 0.10

2007 CS 36306 42 27 0.07
LBC 50138 58 64 0.13
Total 86444 100 91 0.11

2008 CS 20822 24 21 0.1
LBC 65937 76 80 0.12
Total 86759 100 101 0.12

Total CS 111401 42.5 82 0.07
LBC 150523 57.5 195 0.13
Total 261924 100 277 0.11

AGC, atypical glandular cells; CS, Conventional smear; LBC, Liquid-
based cytology.

Table 1. Proportions of AGC in cervical sm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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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 neoplasia 5예, atypical endocervical cells가 63예, atypi-

cal endocervical cells favor neoplasia 6예, atypical endome-

trial cells 149예 다. 고식적 세포도말법으로 진단된 82예의 세

분화 진단은 atypical glandular cells 13예, atypical glandular

cells, favor neoplasia 1예, atypical endocervical cells 29예,

atypical endocervical cells, favor neoplasia 3예, atypical endo-

metrial cells 36예 다. 액상세포검사로 진단된 195예의 세분화

진단은 atypical glandular cells 41예, atypical glandular cells,

favor neoplasia 4예, atypical endocervical cells 34예, atypical

endocervical cells, favor neoplasia가 3예, atypical endometrial

cells 113예 다.

조직세포학적 상관성

AGC로 진단된 277예 중 추적관찰에서 조직검사가 시행되었

던 것은 192예(69.3%) 다. 192예의 전체 조직검사 건수는 215

건이었는데, 자궁경부 조직검사 78예, 자궁내막 조직검사 91예,

자궁경부와 자궁내막을 모두 검사한 것은 23예 다. 215건 중

정상 또는 양성 병변이 156예(72.6%) 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

는 이상병변이 59예(27.4%)에서 확인되었다. AGC 세분화 진

단과 조직진단과의 비교자료를 Table 3에 요약하 다.

진단별로는 저등급 편평상피내병변 4예(1.9%), 고등급 편평

상피내병변 4예(1.9%), 상피내 선암 3예(1.4%), 자궁경부 선암

5예(2.3%), 자궁내막 증식증 13예(6.0%), 자궁내막암 27예

(12.5%), 전이암 3예(1.4%) 다. 전이암은 모두 난소가 원발

병소 고, 2예는 장액성암, 1예는 경계성 장액성 종양이었다.

Atypical glandular cells로 진단되고 조직검사가 시행된 50

예 중 8예(16%)에서 이상병변이 보 고, 8예는 자궁내막암 4

예, 저등급 편평상피내병변 1예,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 1예, 자

궁경부 선암 1예, 난소에서 전이된 장액성 암 1예 다. Atypical

glandular cells, favor neoplasia로 진단되고 조직검사가 시행된

6예 중 4예(66.7%)에서 이상병변이 보 고, 자궁내막암 2예,

저등급 편평상피내병변 1예, 난소에서 전이된 경계성 장액성 종

양이 1예 다.

Atypical endocervical cells로 진단되고 조직검사가 시행된

52예 중 3예(5.8%)만이 이상병변을 보 고, 저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1예, 상피내 선암 1예, 자궁내막 증식증 1예 다. Atypical

endocervical cells, favor neoplasia로 진단되고 조직검사가 시

행된 6예 중 4예(66.7%)에서 이상병변이 보 고, 고등급 편평

상피내병변 1예, 상피내 선암 2예, 자궁경부 선암 1예 다.

Atypical endometrial cells로 진단되고 조직검사가 시행된

101예 중 40예(39.6%)에서 이상병변이 보 는데, 자궁내막 병

변이 40예 중 34예(85%)를 차지하 고, 34예 중 21예는 자궁

내막암, 13예는 자궁내막증식증이 다. 나머지 6예는 고등급 편

평상피내병변 2예, 저등급 편평상피내병변 1예, 자궁경부 선암

3예, 난소에서 전이된 장액성 암 1예 다. 

215건의 조직검사 중 정상 또는 양성 병변이 156예(72.6%)

고, 그 중 AGC진단과 관련이 예상되는 병변은 disordered

proliferative endometrium 9예, 자궁내막폴립 8예, 자궁경부폴

립 7예, 임신관련 병변 4예와 자궁내막염 3예 등이 있었다. 

고 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본원의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AGC 진단율은 0.11% 고, 고식적 도말법과 액상세포검사로

나누어 분석하면 각각 0.07%와 0.13%로 액상세포검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문헌에서도 액상세포검사에서 AGC, 정상

과 비정상 자궁내막세포가 고식적 도말법에서 보다 더 자주 진

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3-5 Kim 등7의 보고에 의하면 1991년 5

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고식적 도말법으로 시행한 본원의 자

궁경부 세포검사에서 AGC로 진단된 것은 0.08% 다. 자궁경

부 세포검사에서 AGC의 빈도는 논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

며, Schnatz 등8은 199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발표된

CS % LBC % Total %

Atypical glandular cells 13 15.8 41 21.0 54 19.5
Atypical glandular cells, 1 1.2 4 2.1 5 1.8

favor neoplasia
Atypical endocervical 29 35.4 34 17.4 63 22.7

cells
Atypical endocervical 3 3.7 3 1.5 6 2.2
cells, favor neoplasia

Atypical endometrial 36 43.9 113 58.0 149 53.8
cells

Total 82 100 195 100 277 100

Table 2. Distribution of AGC subcategories by TBS 2001

AGC AGCN AEC AECN AEM Total (%)

HSIL 1 1 2 4 (1.9)
LSIL 1 1 1 1 4 (1.9)
Adenocarcinoma in situ 1 2 3 (1.4)
Cervical adenocarcinoma 1 1 3 5 (2.3)
Endometrial hyperplasia 1 12 13 (6.0)
Endometrial 4 2 21 27 (12.5)
adenocarcinoma

Metastasis 1 1 1 3 (1.4)
Normal/benign 42 2 49 2 61 156 (72.6)

Total 50 6 52 6 101 215 (100)

AGC, Atypical glandular cells; AGCN, Atypical glandular cells, favor
neoplasia; AEC, Atypical endocervical cells; AECN, Atypical endocer-
vical cells, favor neoplasia; AEM, Atypical endometrial cells; HSIL, High-
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LSIL, Low-grade squamous in-
traepithelial lesion.

Table 3. Histologic diagnoses of AGC in cervical smears



AGC에 관한 문헌 중 24개의 문헌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전

체 2,389,206예 중 AGC는 6,829예로 0.29% (0.08-5.96%)에

해당하 다. Kim 등7이 보고한 0.08%가 인용된 문헌 중 제일

낮았는데, 그 이유로 연구 상이 주로 자궁암 선별검사를 목적

으로 오는 저위험군이며 우리나라의 자궁경부 선암과 자궁내막

암의 발병률이 서구보다 낮은 것을 들었다.

TBS 2001에 따른 AGC 세분화 진단을 분석한 결과 atypi-

cal endometrial cells 진단은 고식적 도말세포로 판독된 AGC

의 43.9% 고, 액상세포검사로 판독된 AGC에서는 58.0%를

차지하여 액상세포검사에서 보다 많이 진단되었고, 두 방법 모

두에서 제일 많이 진단된 AGC 세포로 밝혀졌다. 고식적 도말

법에서는 내막세포가 자궁내막에서 떨어져 나오는 동안 변성이

되기 때문에 세포 진단이 쉽지 않지만 액상세포검사에서는 세포

보존이 더 잘 되고 출혈이나 염증세포가 적어 핵과 세포질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액상세포검사에서 자궁내막세포가 더 자주 진

단된다.4 액상세포검사에서 비정형 자궁내막세포가 더 많이 진

단되기는 하지만 자궁내막암의 조직진단과의 상관관계에 하여

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찬반이 공존한다.3,4,6

Atypical endocervical cells 진단은 액상세포검사로 진단한

AGC의 17.4%를 차지하 으나 고식적 도말세포로 진단한

AGC에서는 35.4%를 차지하여, 고식적 도말법에서 두 배 이상

더 자주 진단되었다. 액상세포검사가 건조에 의한 변형이 적고

출혈이나 염증세포가 적어 세포소견이 잘 보이므로 고식적 도말

세포에서‘atypical' endocervical cells로 진단되었을 세포 중 일

정 부분은 액상세포검사에서 정상과 종양세포로 분류되고, 그 결과

atypical endocervical cells로 진단된 증례가 적어진 것으로 생

각된다. 자궁경부선암 진단의 민감도는 고식적 도말세포에서 보

다 액상세포검사에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궁경부

선암의 빈도가 낮고 지금까지 액상세포검사로 진단된 증례수가

적어서 두 방법의 비교분석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Schnatz 등8은 세포조직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AGC 3,890

예를 분석하여 그 중 29.1% (편평상피내병변 19.6%, 악성종양

5.2%, 상피내 선암 2.9%, 자궁내막증식증 1.4%)에서 임상적으

로 의미 있는 병변이 있는 것을 관찰하 다. 악성종양 중 자궁내

막암이 57.6%로 제일 많았고, 자궁경부 선암은 23.6% 다. 김

등7은 1991년 5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시행한 자궁경부 세포

검사 중 AGC로 진단되고 조직생검이 시행된 268예의 조직진단

을 분석한 결과 25% (67예)에서 이상병변을 관찰하 다. 그 중

자궁경부 편평상피내 병변이 10.5%로 제일 많았고 상피내선암

을 포함한 자궁경부선암 4.5%, 자궁내막암 4.1% 다. 이와 같

이 AGC 세포진단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병변이 있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AGC 세포결과는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특

히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나 두 번 이상 지속되는 AGC 또는

ASCUS와 동반된 AGC인 경우에는 이상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한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8

세포조직학적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세분화된 세포진단별로

조직진단결과와 비교한 결과 atypical endocervical cells로 진

단되고 조직검사가 시행된 52예 중 3예(5.8%)만이 이상병변을

보 고, atypical glandular cells은 50예 중 8예(16%)에서 이

상병변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증례 수는 적지만 atypical

endocervical cells, favor neoplasia와 atypical glandular cells,

favor neoplasia에서의 이상병변 66.7% (각각 6예 중 4예)와는

큰 차이를 보여 종양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부가하는‘favor

neoplasia’와 세포조직상관성이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Atypical

endometrial cells로 진단되고 조직검사가 시행된 101예 중 40

예(39.6%)가 이상병변을 보 는데, 자궁내막 증식증과 자궁내

막암이 40예 중 34예(85%)를 차지하여, atypical endometrial

cells 진단이 자궁내막의 이상병변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직검사가 된 AGC의 27.4%에서 이상병변이

나와서 이 전에 Kim 등7이 보고한 25%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내용면에서는 달랐다. 이전 연구에서는 자궁경부 병변이 자궁내

막병변보다 2.7배(48:18) 많았으나 이번에는 그 비율이 역전되어

자궁내막병변이 자궁경부 병변보다 2.5배(16:40) 더 많아졌다. 

안쪽 자궁목샘을 차지하는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과 상피내

선암과 같은 선세포의 이상은 세포소견만으로 감별하는 것이 어

려워서 상당수가 AGC로 분류되어왔고, 그 결과 많은 연구에서

AGC의 가장 흔한 이상조직병변이 선세포 기원의 병변이 아닌

편평상피내병변으로 판명되었다.7-9 안쪽 자궁목샘을 침범한 고

등급 편평상피내병변은 점액을 가진 안쪽 자궁목 샘세포가 붙어

있거나 선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AGC로 판독하기 쉽다.

구조적으로 선 종양이 의심되고 세포질에 점액이나 공포가 보이

더라도 핵이 과염색되고 과립상의 거친 염색질을 가지는 등 편

평상피의 이상소견을 보이면 안쪽 자궁목샘을 침범한 편평상피

병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작은 핵소체가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판독하여야 한다.9,10 Kim 등7의 이전

보고에서 AGC세포의 조직생검 결과 전체 이상병변 중 고등급의

편평상피내병변이 가장 많은 35%를 점유했었다. 우리는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과 AGC의 감별에 중요한 세포소견을 숙지하고

판독하도록 노력하 고, 그 결과 이번 조직검사에서는 고등급의

편평상피내병변이 전체 이상병변의 6.8%로 크게 줄어들었다.

자궁내막암은 이전 보고에서 전체 이상조직병변의 16.4% (67

예 중 11예)를 점유하 으나 이번에는 전체 이상병변의 45.8%

(59예 중 27예)를 차지하는 가장 많이 진단된 암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궁내막암 27예 중 21예의 세포진단이 atypical

endometrial cells이었고, atypical endocervical cells로 진단된

예는 하나도 없어서 세포종류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자궁내막

암을 진단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자

궁내막암의 진단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궁내막암이

증가하고 자궁경부암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액상세포검사로 인

해 자궁내막세포가 더 많이 진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분화가 좋은 자궁내막암의 경우 세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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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져 나오지도 않고 세포 소견도 정상세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세포검사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궁내막세포를 볼 때 이러한 자궁내막조직의 특성과 세포소견

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자궁내막병변의 세포진

단율 증가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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