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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Nabothian Cyst of Uterine Cervix
- A Case Report -

Hye Ra Jung, Yu Na Kang, Sun Young Kwon and Hoon Kyu Oh

Department of Path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Herein, a case of nabothian cysts, extending into the deep cervical wall is reported. The radi-
ologic and clinical examinations were suggestive of adenoma malignum. The cysts were inci-
dentally found in a 42 year-old woman with abnormal uterine bleeding of about ten days dura-
tion. The patient underwent a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A gross examination of the cervix
revealed multiple mucin-filled cysts that extended almost to the serosa. On microscopic exam-
ination, the cysts were lined by columnar to flattened endocervical type cells, which are usually
found in nabothian cysts. No atypical features or mitotic activity were noted. A deep nabothian
cyst is a rare benign lesion of the cervix tha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 cystically dilated
adenoma malig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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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 나보트낭

- 1예 보고 -

나보트낭은 낭포 모양으로 확장된 자궁목내막샘으로, 임상적

으로나 병리학적으로 흔한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나보트낭은 정

상적인 자궁목내막샘이 존재하는 깊이 정도에서 발견된다. 저자

들은 나보트낭이 자궁목 전체를 침범하여 임상적, 방사선학적으

로 악성샘종(adenoma malignum)과 감별이 어려운 심부 나보

트낭을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2세 여자가 약 열흘간의 질출혈과 우연히 발견한 골반강내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진찰소견상 자궁목이 벌어져 있었으

며, 많은 수의 불규칙하게 생긴 낭포 모양의 돌출된 병변이 촉지

되었다. 자기공명 상에서 60×60×46 mm의 확장된 모양의 커

다란 낭포가 자궁목에서 관찰되어(Fig. 1) 악성샘종으로 의진하

고, 전자궁 적출술과 좌측 부속기 절제술 및 림프절 박리술을 시

행하 다. 수술 시 자궁주위조직의 침윤소견이나 비정상적으로

커진 골반내 림프절은 관찰되지 않았다. 육안소견상 자궁목과 자

궁하부가 팽창되어 자궁이 눈사람 형상이었다. 절단면에서 0.3

cm부터 3.0 cm까지 다양한 크기의 많은 낭포가 자궁목 기질 전

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각의 낭포들은 점액으로 가득 차 있었

다. 자궁목 기질은 3.4 cm으로 두꺼워져 있었고, 이 자궁목 기질

의 3.1 cm 깊이까지 팽창한 낭포가 차지하고 있었다(Fig. 2). 현

미경 소견상 낭포는 단층의 편평해진 상피 또는 원주 상피로 덮

여 있었다. 부분의 세포에서 둥 고 균일한 염색질을 가진 핵

이 기저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핵막은 얇고 매끈하 고 핵소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세포질은 비교적 투명하 고 세포질의 양

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세포의 이형성이나 유사분열은 관찰되

지 않았다. 낭포의 주위에 결합조직형성반응이나 침윤을 시사하

는 소견들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3). 자궁체부에는 2 cm 크기

의 평활근종과 샘근증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분비기의 내막 소견

이 있었다. 좌측 난소에서는 황체낭이 관찰되었다.

고 찰

나보트낭은 자궁목의 이행 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낭포이

다. 나보트낭은 염증이 있은 후 이차적으로 일어난 편평상피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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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자궁목내막샘 입구 폐쇄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

다.1 자궁목내막샘은 일반적으로 자궁목내막의 표층 5 mm 이내

에 존재하지만, 드물게 8 mm에서 9 mm정도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 나보트낭은 일반적인 자궁목내막샘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지만 18 mm 이상의 깊이를 넘어서서 자궁목 주위의 연

부조직이나 장막 근처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보

다 얕은 곳에서 시작하여 낭포가 커지면서 주위 기질을 압박하

며 깊이 려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2 가끔 제왕절개술 시행 후

에 심부 나보트낭이 생길 수 있다.3 불완전자궁절제술시에 시행

한 자궁 경관 절제 후에 커다란 낭포가 발생하여 통증을 보인 경

우도 외국 문헌에 보고된 바 있으나,4 아직 국내에서 심부 나보

트낭에 한 보고는 없다. 본 예에서는 2회의 질식 분만 이외에

산과적 수술의 병력은 없었다.

심부 나보트낭은 드물게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낭성 변화를

보이는 잘 분화된 자궁목부 샘암종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육

안 소견상 악성샘종의 자궁목은 단단하고 경결이 있다. 현미경소

Fig. 2. (A) The outline of the uterus is distended in the cervix and lower uterine segment. (B) Parallel longitudinal sections of the uterus show
multiple dilated cysts filled with mucus.

A B

Fig. 1. MR examination of the pelvis reveals a  multiple, variable sized cystic lesions occupying the entire cervix (A: sagittal view, B: coro-
nal view).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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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상 (1) 종양을 형성하는 샘이 가지 모양, 확장된 낭모양, 유두

모양 등으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점, (2) 샘 주위에 결합 조직

형성 반응을 동반하고 있는 점, (3) 샘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각이 진 점, (4) 아주 드물지만 유사분열을 보이는 점 등이 샘암

종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3

Tunnel clusters는 심부 나보트낭보다 비교적 얕은 층에 위치

하고 현미경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외

적으로 많은 수의 복잡하게 융합된 샘 군집이 낭포를 형성하면서

팽창되면, 육안 소견상 자궁목내막 부위가 두꺼워진 것으로 보

이면서 자궁목내막관을 막을 수도 있다.5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는 심부 나보트낭으로 오인할 수 있다.

또한 심부 나보트낭과 유사한 소견을 보일 수 있는 질환으로

중간콩팥관 잔유물이나 중간콩팥관 증식증이 있다. 이들은 심부

나보트낭과 같이 자궁목 기질의 심부에 있지만 육안 소견상 낭

포로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또, 중간콩팥관 잔유물은 심부 나보

트낭과 달리 표면의 자궁목내막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군집

을 이루는 작은 관 주위에 분지를 내는 주된 관이 존재한다. 이

러한 관은 점액을 가지지 않은 입방 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관

내에 호산성 분비물을 가진다.2

자궁목의 외측에서 자궁관내막증(endosalpingiosis)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일반적인 자궁관내막증과 달리 복막 하층이나

주위 장기의 근육층에 종괴를 형성할 수 있는 꽃모양 낭성 자궁

관내막증이 자궁목의 외측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심부 나보트낭

과 구별해야 한다. Heatley 등6은 자궁목의 외측에서 발생한 꽃

모양 낭성 자궁관내막증이 종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점액 상

피로의 분화를 보이는 부분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궁목부 샘암종이나 심부 나보트낭과의 감별

이 필요하다고 하 다.

저자들은 임상적으로 자궁목부 악성샘종과 혼동된 심부 나보

트낭을 체험하 기에 병리학적 소견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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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Low-power view of the cervix shows multiple mucin filled cysts. The largest cyst is shown on the base. (B) The cysts are lined by
a single layer of flattened columnar epithelium without atypia or mitotic figures.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