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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ficial Endometriosis of the Uterine Cervix as a Source of
Atypical Glandular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in the
Cervicovaginal Smear 
- A Report of Two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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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uperficial endometriosis of the uterine cervix refers to a lesion in which endometrial stroma
and/or gland is located immediately subjacent to the surface epithelium. The cells on the cer-
vicovaginal smear shed from the lesion can be a significant source of atypical glandular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GUS), or can be easily mistaken for glandular dysplasia or
adenocarcinoma in situ. Not infrequently it occurs at the conization site for cervical neoplasia.
We describe the cytologic and histologic features of 2 cases of superficial endometriosis of
the uterine cervix, which were discovered during an evaluation for AGUS detected on the
cervicovaginal smears, with an emphasis on the utility of trichrome and reticulin staining for
the diagnosis of superficial endometriosis. The cervicovaginal smears show sheets and clus-
ters of glandular cells having mild to moderately pleomorphic oval nuclei with inconspicuous
nucleoli and indistinct cytoplasmic border. Single cells or tumor diathesis were not present.
Diagnostic histologic findings were the absence of thick or abundant collagen bundles, the
encasement of individual stromal cells by a fine reticulin network and thick reticulin fibers
around the spiral arterioles within the endometriotic foci. Therefore, superficial endometriosis
should be considered as a potential source of AGUS, especially during follow-up after
conization for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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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질도말에서 Atypical Glandular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GUS) 로 나타난 자궁경부의 표재성 자궁내막증

- 2예 보고 -

AGUS (atypical glandular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

cance)는 1991년 자궁경부질도말의 Bethesda 진단 분류 체계

에서 인정된 후 자궁경부질도말 세포 진단에 사용되어 왔다. 이

는 자궁경부 또는 자궁내막 선세포의 염증에 한 반응성 비정

형성 변화, 종양성 병변, 자궁경부 점막세포의 난관-자궁내막양

화생, 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병변에서 기인하며,1 간혹 정상 자

궁내막세포의 도말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자궁경부에 발생한 자궁내막증은 자궁경부의 기질속 깊이 발

생하는 심부 자궁내막증과 표재성 자궁내막증으로 분류되는데,2

조직 소견에서 난관-자궁내막양 화생, 염증으로 인한 섬유화 등

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병변이 매우 작고 국소적인 경우가 많아

감별 진단에 어려움이 따른다.3 최근 저자들은 자궁경부의 표재

성 자궁내막증이 자궁경부질도말에서 AGUS의 원인이 된 2예

를 경험하여, 표재성 자궁내막증이 AGUS 출현의 주요 원인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표재성 자궁내막증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증례들의 세포학적 및 조직학적

소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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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증례 1

49세 여자가 월경통을 주소로 본원 산부인과에 내원하 다.

내원 3개월 전 침윤성 유방암으로 유방 보존 수술과 방사선 치

료를 받았고, tamoxifen을 복용 중이었다. 부인과적 진찰 소견

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자궁경부질도말 검사에서 AGUS가 발

견되어 loop electroexcision procedure (LEEP) 원추절제술을

받았다. 

증례 2

45세 여자 환자가 정기 검진을 위해 시행한 자궁경부질도말

검사에서 고도의 자궁경부 상피내암종 진단을 받고 원추생검에

서 CIN III를 진단받았다. 부인과적 진찰 소견상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자궁경부질도말 검사에서

AGUS로 진단받고, 그후 2차 원추절제술을 받았다. 

세포도말 소견

자궁경부질도말 검사상 배경의 편평상피세포에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주변에 종양소인도 관찰되지 않았다. 선세포는 도가

높은 군집으로 한층 혹은 여러 층으로 겹쳐서 배열되어 있었고

이들이 100배 시야에서 2-4개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낱개 세포

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A). 자궁경부의 선세포와 비교할 때,

세포의 경계는 불분명하 으며 가끔 세포질내 공포가 관찰되었

다. 핵의 크기는 자궁경부의 원주세포에 비해 다소 큰 편으로

원형보다는 난원형을 취하면서 사이사이에 방추형의 핵모양을

가진 세포가 섞여있어 핵의 다형증을 보 고, 경미한 핵의 이형

증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핵막은 얇고 매끈하 으며 미세한 염

색질과 함께 간혹 작은 핵소체가 1-3개 관찰되었다(Fig. 1B). 

조직학적 소견

편평상피로 덮인 자궁경부 점막 아래 상층부 기질내에서 출혈

을 보이는 부위가 관찰되었으며 그 주변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게

기질 세포의 도가 증가되어 있고 그 가운데 드물게 선구조가

관찰되었다(Fig. 2A). 선구조는 둥 거나 난원형의 비교적 균

일한 크기로 증식기의 자궁내막선과 유사하 고, 세포질내 점액

을 함유하는 자궁경부 선과는 달리 세포질이 호산성을 띠고 간

혹 섬모를 가진 가성중층의 원주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다. 핵은

원형으로 크기의 변화가 적었으며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고 세

포 분열이 간혹 관찰되었다(Fig. 2B). 주변의 기질은 짧은 방추

형세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내부에 나선혈관과 같은 크기의

작은 혈관이 자주 관찰되었고(Fig. 2B), 1예에서는 출혈과 함께

형질 세포를 포함한 염증 세포의 침윤도 관찰되었다. 

Masson trichrome 염색 및 세망염색(reticulin stain) 소견에

서, 표재성 자궁내막증 부위는 주변의 정상 자궁경부의 기질과

조를 이루어 진단에 도움이 되었다. Masson trichrome 염색

소견상 주변의 정상 자궁경부 기질은 매우 두꺼운 콜라겐 섬유

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표재성 자궁내막증 병소내에는 매우 가

는 콜라겐 섬유가 드물게 관찰되거나 거의 관찰되지 않아 주변

의 자궁경부와 잘 구별되었다(Fig. 3A). 세망 염색상 표재성

자궁내막증 부위에서는 개개의 기질 세포와 기질 내부의 혈관이

흑갈색을 띠는 미세한 세망섬유로 잘 둘러싸여 있는 반면, 주변

A B

Fig. 1. Cervicovaginal smears in a patient having superficial endometriosis of the uterine cervix. (A) A tight cluster of epithelial cells show-
ing poorly defined cytoplasmic borders is present. There are no single cells in the background. (B) Epithelial cells show moderate nucle-
ar pleomorphism and a few distinct nucle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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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 자궁경부에는 세망섬유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조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3B).  

고 찰

자궁경부의 자궁내막증은 보고자에 따라 1.7-15%에 이르며,4-6

자궁경부의 원추생검을 받은 환자에게서는 43%의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7 특히 표재성 자궁내막증은 심부 병변과는 달리 골반

강내 자궁내막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드물고, 부분 이전에 자

궁경부의 수술적 조작이 있었던 환자의 생검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2,8 병변이 국소적이고 작아 연속절편에서 병변이

소실되어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임상적으로는 부분 증상이 없이 자궁경부질세포도말 검사

에서 비정형 세포가 발견되거나,4,9,10 자궁출혈, 자궁경부점막의

충혈 혹은 미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3,4,8 Symond 등10의 보고

에 의하면 자궁경부 표재성 자궁내막증 8예 중 5예에서 자궁경

부질도말 검사상 비정형 선세포가 발견되었던 반면(이중 4예는

이전에 원추 절제술을 받았다), 자궁경부 기질 속 깊이 발생한

심부 자궁내막증 2예에서는 자궁경부질도말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 다.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이나 선이형성증으로 원추절제술을

받은 후 정기적인 세포진 검사는 종양의 재발 유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진단적 검사이다. 이 때 비정형 세포가 발견되면 종양의

재발, 염증으로 인한 반응성 비정형성, 난관-자궁내막양화생, 그

리고 자궁내막증 등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조직학적으로 표재성 자궁내막증은 종양성 병변으로부터는

A B

EM

CS

Fig. 3. (A) Trichrome stain. Superficial endometriotic
foci show absent or sparse collagen fibers within the
lesion in contrast to the surrounding normal cervical
stroma. (B) Reticulin stain. Borders of endometriotic
foci and surrounding cervical stroma show that the
encasement of individual stromal cells by fine retic-
ulin fibers and thick reticulin fibers around spiral arte-
riole-like blood vessels in the endometriotic foci (EM)
in contrast to the surrounding normal cervical stroma
(CS).  

A B

Fig. 2. Superficial endometriosis of the uterine cervix. (A) An ill-defined area showing stromal hemorrhage and a few endometrial-type
glands is present subjacent to the surface epithelium which is mimicking tubo-endometrial metaplasia of the endocervical glands. (B)
Stromal cells are composed of ovoid to short spindle cells with many spiral arteriole-like blood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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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간혹 선상피세포에서 세포 분열

이 발견되기도 하고, 핵의 비정형성을 보일 수도 있어 선 이형

성증이나 선상피내암종과의 혼돈을 야기하기도 한다. 자궁경부

기질내에 출혈과 함께 기질의 세포 도가 높은 부위가 관찰될

뿐, 이 가운데 선구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자궁경부의 염증 및

이로 인한 선주변의 섬유화나 자궁경부선의 난관-자궁내막양 화

생과의 감별도 어렵다. 난관-자궁내막양화생은 특히 원추절제술

을 받은 환자에서 자주 나타나는데,7 이 경우에는 선구조 주변에

자궁내막 기질이 없기 때문에 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난관-자궁내막양 화생, 염증으로 인한

섬유화와 자궁내막 기질을 구분할 때 trichrome 염색과 세망섬

유 염색은 감별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11 자궁내막의 콜라겐 섬

유는 자궁경부의 콜라겐 섬유에 비해 그 양이 매우 적고 미세한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세망섬유는 정상 자궁내막에서 월

경 주기에 따라 그 양이 변하기는 하지만 부분 미세섬유가 개

개의 자궁내막 기질 세포를 둘러싸고 있다. 나선세동맥과 유사

한 혈관들은 매우 두꺼운 섬유다발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Fig.

3B), 자궁경부에는 세망섬유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12 이 소

견은 자궁내막증의 부위에서도 잘 나타나 주변 자궁경부의 기질

과 조를 이루어 자궁내막증의 병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궁경부질도말에서는 자궁내막증과 난관자궁내막양화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두 병변의 세포가 동시에 출현

하는 경우가 많아 세포학적 감별 진단이 매우 어렵다.10 세포종

말판(terminal bar)이나 섬모가 관찰될 때에는 난관화생을 시사

하는 소견으로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9,13 자궁내막증에서 탈

락된 세포들은 핵의 다형증이 비교적 높고 과염색성을 보여 선

상피내암종의 소견과도 매우 유사하지만, 자궁내막증에서는 낱

개의 세포는 거의 없이 세포 도가 높은 군집이 불규칙하게 흩

어져 있고 핵막이 매끈하며 염색질의 뭉침(clumping)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9,10 선상피내암종에서는 핵소체가 뚜렷하지 않으

나, 자궁내막증에서는 다수의 작은 핵소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4

재생성 변화가 동반된 경우에는 매우 크고 뚜렷한 핵소체도 관

찰될 수 있다.9 자궁내막증에서 뚜렷한 핵소체가 관찰되는 경우

선암종과의 감별이 필요하지만, 주위에 종양소인이 없고 낱개의

세포가 없는 점, 염색질의 뭉침과 투명화가 없는 점 등으로 선

암종과 구분할 수 있다.9 조직학적으로는 자궁내막선 주변의 기

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세포도말에서는 기

질 세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 외 감별해야 하는 질환으

로는 기능성자궁출혈, 자궁내막질환에서 떨어져 나온 비종양성

자궁내막세포를 들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세포도말 소견만으

로는 감별 진단이 어렵고 자궁내막증에 비하여 세포가 더 작고

핵소체가 거의 없으며 조 한 세포의 군집으로 나타난다.9

결론적으로 자궁경부질도말 검사에서 비정형 선세포가 발견

되었을 때, 특히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종등으로 인해 원추 절제

술을 받고 추적 관찰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표재성 자궁내막증

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감별 진단하여야 하며, 조직생

검에 의한 확진으로 불필요한 자궁적출술을 피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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