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

한병리학회지: 제 35 권 제 1 호 2001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1; 35: 89-1 

Invasive Lobular Carcinoma of the Breast Associated with
Mixed Lobular and Ductal Carcinoma In Situ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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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lobular and ductal carcinoma in situ is very rare. W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invasive lobular carcinoma associated with mixed lobular and ductal carcinoma in situ in a
50-year-old female.  The infiltrating portions of lobular carcinoma revealed thread-like strands
of tumor cells. Lobular carcinoma in situ with pagetoid spread into the ducts and ductal carci-
noma in situ of the predominantly papillary type were also noted in the same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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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엽-관 혼합 상피내암종이 동반된 침윤성 소엽암종

- 1예 보고 -

소엽-관 혼합 상피내암종은 동일한 종양에서 소엽상피내암종

과 관상피내암종이 공존하는 경우로 매우 드문 종양이다.1,2 침

윤성 소엽암종은 전체 침윤성 유방암종의 5-15%를 차지하며,

31-87% 정도에서 소엽상피내암종을 동반한다.3 소엽-관 혼합

상피내암종이 동반된 침윤성 소엽암종에 한 보고는 국내 및

국외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다. 저자들은 일반형 침윤성 소엽암

종의 소견과 함께 소엽상피내암종 및 유두형의 관상피내암종을

동반한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50세 여자로 최근에 오른쪽 유방에 종괴가 만져져서

내원하 다. 초음파검사에서 석회화를 동반하지 않는, 경계가 불

명확한 종괴가 있어 악성 질환 의심 하에 종괴를 제거하 다.

육안적으로 종괴의 경계가 불명확하 으며 회백색을 띠었고 크

기는 2.6×2.5×2.1 cm이었다. 조직 소견에서 종괴의 중앙 부위

에 크기가 작은 상피 세포들이 농후한 섬유성 기질에 일렬종

로 침윤하는 일반형 침윤성 소엽암종의 소견이 보 고, 유두형

의 관상피내암종이 인접하여 있었다(Fig. 1). 유두상 구조를 이

루는 관상피내암종의 종양 세포는 겹쳐 있었고, 다형성 핵, 증가

한 유사분열상 등이 관찰되었으며 내강에는 응고괴사를 동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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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stologic findings of invasive lobular carcinoma, classical type
(right) and adjacent  papillary ductal carcinoma in situ (left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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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logic findings of lobular carcinoma in situ with areas of invasive lobular carcinoma (A) and pagetoid duct involvement (B).

다(Fig. 2). 또한 유두상 구조를 이루는 종양 세포의 일부는

아포크린 화생의 소견을 보 다. 종괴의 가장자리에서 침윤성

소엽암종과 함께 소엽에 국한해서 접착력이 떨어진, 둥근 핵을

지닌 작은 세포가 선방을 채우고 있는 소엽상피내암종이 관찰되

었다(Fig. 3A). 이들 세포는 관상피를 따라 파제트병양 확산을

보 다(Fig. 3B). 주로 침윤성 소엽암종이 관찰되었고 동반된

상피내암종은 약 35%이었으며, 이중 관상피내암종이 소엽상피

내암종에 비해 많은 부위를 차지했다. 침윤성 소엽암종과 소엽

상피내암종의 일부 세포에서 PAS 양성인 공포가 관찰되었으나

관상피내암종은 음성이었다. p53 단백(Zymed, USA)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은 음성 반응을 보 다.

환자는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며 남아 있는 종괴나 림프

절 전이는 없었다. 반 편 유방에 한 검사에서 종괴는 없었다.  

고 찰

소엽-관 혼합 상피내암종은 소엽상피내암종과 관상피내암종

이 공존하는 매우 드문 종양이다.1,2 Haagensen 등4은 3,040예의

유방암종 중 3.2%에서 비전형 소엽상피증식과 소엽상피내암종

을 포함한 소엽종양이, 관상피내암종과 동반되었다고 하 다. 침

윤성 소엽암종이 모든 침윤성 유방암종의 5-15%를 차지하며

소엽상피내암종을 31-87% 정도에서 동반하기 때문에,3 본 예와

같이 침윤성 소엽암종과 소엽-관 혼합 상피내암종을 동반한 경

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 공존의 유형은 다양하여 서로 다

른 종말관소엽단위에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종말관소엽단위 내에

있을 수도 있다. 동일한 종말관소엽단위 내에 있는 경우에도 서

로 다른 선방을 침범할 수도 있고 동일한 선방내에 있을 수도

있다.1,5 본 예는 서로 다른 종말관소엽단위에 발생한 경우로 생

각된다. 

조직학적으로 소엽-관 혼합 상피내암종은 관상피내암종의 소

엽 암종화(lobular cancerization), 소엽상피내암종의 파제트병

양 확산 등과 감별해야 한다.2 관상피내암종의 소엽 암종화는 종

양세포가 선방 쪽으로 퍼져 선방이 종양 세포로 체된 경우로,

선방에서 관찰되는 종양 세포가 고등급의 핵등급을 보이며 구조

적으로 사상형 형태나 응고성 괴사를 보인다. 소엽상피내암종의

파제트병양 확산은 종양 세포가 소엽에 국한하지 않고 연속성을

A B

Fig. 2. Histologic findings of ductal carcinoma in situ. There is
nuclear atypia, frequent mitosis, cellular pile-up and intraluminal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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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소엽 밖으로 관상피를 따라 자라 들어간 경우로, 저등급의

핵등급을 보이는 소형의 세포가 매우 균일하게 분포한다. 본 예

는 고등급의 핵등급을 보이며 응고괴사를 동반한 구조적으로 유

두형 소견을 보이는 관상피내암종과, 접착력이 떨어진 작은 세

포가 선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엽상피내암종의 소견이 관찰되

어 소엽-관 혼합 상피내암종에 합당하 다. 

소엽종양이 암종에 선행하거나 동반된 경우, 그렇지 않는 경

우에 비해 반 편 유방에 암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3배 높다고

하 으므로,4 본 예와 같은 경우 환자에 한 추적 관찰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소엽-관 혼합 상피내암종에서 침윤성 관암종이 발생하여 소

엽상피내암종과 침윤성 관암종을 동반할 수 있는데, 본 예에서

는 유두형의 관상피내암종의 소견만이 관찰되었으며 침윤의 소

견은 없었다. Sastre-Garau 등3에 따르면 침윤성 소엽암종과 관

암종을 동반한 소엽-관 혼합 암종은 유방 암종 중 2.2%에서 관

찰되며, 이러한 환자들의 예후는 침윤성 소엽암종과 관암종이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하 다.  

p53 단백의 발현이 관암종에 비해 소엽암종에서 낮다고 하

으나,6 본 예에서는 종양의 모든 부분이 음성이었다. 

저자들은 일반형 침윤성 소엽암종의 소견과 함께 소엽상피내

암종 및 유두형의 관상피내암종을 동반한 드문 예를 경험하 기

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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