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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metastasis in Sentinel Lymph Nodes with Cytokeratin
Debris-containing Histiocytes in Breast Cancer Patient
- A Case Report -

Keum Ha Choi, Eun Jung Cha, Ha Na Choi and Woo Sung Moon

Department of Pathology,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s, and the Center for Healthcare Technology
Develop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ytokeratins can detect false negative nodes in patients with
breast carcinoma. We report on a patient with breast carcinoma and pseudometastasis detected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ithin a negative sentinel lymph node. A 66-year-old woman
underwent a simple mastectomy and sentinel lymph node biopsy. Immunohistochemical stain-
ing of the sentinel nodes for cytokeratin in permanent sections showed cells with intense cyto-
plasmic staining in the subcapsular sinus. The cells were negative for epithelial membrane
antigen staining, but positive for CD68. In combination with morphologic findings and immuno-
histochemistry, cytokeratin-positive cells were confirmed as histiocytes with phagocytized
cytokeratin debris. Careful correlation with histology and additional IHC could help avoid a
misinterpretation of this type of pseudo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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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에게서 관찰된 Cytokeratin 탐식 조직구에 의한

감시 림프절의 거짓전이

- 1예 보고 -

감시 림프절(sentinel lymph node)은 원발 종양세포가 림프

관을 따라 최초로 전이되는 림프절이다. 종괴의 크기가 작은 유

방암에서 액와 림프절 절제 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이고자

감시 림프절 생검을 실시하고 있다. 즉 유방암 수술 시 감시 림

프절을 생검하여 조직학적 검사를 한 후 암전이가 확인된 경우

에만 액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림

프절 곽청술을 생략하여 불필요한 액와 림프절 곽청술을 줄이는

것이다. 헤마톡실린-에오신(H&E) 염색에서 전이가 없는 감시

림프절에 cytokeratin (CK) 단크론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

화학 염색을 시행하 을 때 약 9-31%에서 현미경적인 전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저자들은 아직까지 국내에

는 보고가 없는 유방암 환자의 감시 림프절에서 CK에 한 면

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거짓 전이를 보인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

하고자 한다.

증 례

66세 여자가 약 한 달 전부터 만져진 2 cm 크기의 오른쪽 유

방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초음파 유도 하 침생검에서 관상

피내암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이어 유방절제술을 시행하 다. 수술

중 동결절편을 시행한 주된 종괴의 부분은 관상피내암종이었으

며, 파라핀 절편의 염색에서 미세침윤의 소견이 4군데 이상에서

관찰되어 광범위한 상피내암종(extensive in situ component)

을 동반한 침윤성 관암종으로 진단되었다(Fig. 1A, B).2 종양은

Bloom-Richardson 1등급, 핵등급은 1등급이었다. 면역조직 화

학적 염색 결과 종양세포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미만성으로 강양성이었고, P53, c-erbB-2, CK5/6 및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는 음성이었다. 5개의 감시

림프절을 포함한 총 7개의 액와 림프절을 동결절편으로 검사하

다. 이들은 모두 동결절편 검사상 전이가 없었으며, 이후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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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핀 절편을 이용하여 5개의 감시 림프절에 하여 CK 단크론

항체(AE1/AE3, 50:1, Zymed, USA)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그 중 한 개의 감시 림프절의 피막밑굴(sub-

capsular sinus)에서 CK에 양성인 다수의 세포가 관찰되었다

(Fig. 1B). 그러나 이들은 원발암 세포의 모양과 유사하지 않고

악성세포의 형태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Fig. 1C) 추가

적인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 이들 세포는

CD68 (KP1, prediluted, DAKO, USA)에 양성이었다(Fig. 1D).

그 외에 실시한 EMA (PG-M1, prediluted, DAKO, USA)와

CD31 (JC70A, 40:1, DAKO, USA)에는 음성이었다. 형태학적

소견과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를 종합하여 CK에 양성인 이

들 세포는 전이된 암세포가 아닌 CK 조각들(cytokeratin debris)

을 포식한 큰포식세포로 결론지었다. 

고 찰

유방암 환자에게서 액와 림프절 전이는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의 하나로, 수술 후 보조적 화학요법 시행여부를 결

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1,3 감시 림프절은 유방암에서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나는 첫 번째 림프절로서, 감시 림

프절이 액와 림프절의 전이 상태를 표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

서, 감시 림프절을 이용한 미세전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3 절제된 림프절에서 미세전이를 찾기 위한 검사 방법

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은 연속 절편, 면역조직화학 염색, 역

전사연쇄중합효소반응 등이 있다. 림프절의 전이 여부를 판단할

때 CK 단크론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는데

몇 가지 드문 경우에 있어 전이 병소와의 감별을 필요로 한다.

즉 CK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로

모반세포의 응집(nevus cell aggregates),4 림프절의 피막에 존

재하는 유방 상피세포의 봉입체(breast epithelial inclusion),5 양

성 유방 상피세포의 의인성 이전(iatrogenic displacement and

transport),6 다핵성 큰포식세포(multinucleated macrophage),7

섬유모 그물세포(fibroblastic reticulum cell)와 형질 세포(plas-

ma cell)8가 있으며, 이밖에도 CK 염색에 음성이나 H&E상 악

성세포와 유사한 형태학적 소견을 보이는 거 핵세포(megakary-

ocyte) 등9,10이 보고되어 있다. 조직의 발생과정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림프절 내의 모반 세포들과 유방 상피세포의 봉입체

및 양성 유방 상피세포의 특발성 이전의 세포들은 CK에 양성이

지만 H&E상 원발암 세포와 형태학적으로 다르며 악성세포의

특징적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이 암세포와 감별이

가능하다.4-6 섬유모 그물세포는 CK에 한 염색에서 특이한 수

지상의 세포질이 잘 관찰되므로 전이성 암세포와 구별되며 핵의

이형성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도 감별이 가능하다.8 형질세포

Fig. 1. (A) Primary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shows invasive cell clusters (arrows) adjacent to a focus of papillary carcinoma in situ. (B)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63 shows absence of myoepithelial cells in invasive cells. Inlet: internal positive control for P63 staining.
(C) Cells in the subcapsular sinus show extensive pseudometastasis detected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ytokeratin within a
sentinel lymph node. (D) Mid-power view shows aggregates of foamy histiocytic cells in subcapsular sinus. Note the morphologic differ-
ences compared to those of primary tumor cells. (E) The subcapsular sinus cells are positive with CD68, indicative of histi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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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적인 형태의 핵질(clock-face)과 CK 염색의 정도가 약한

점으로 감별할 수 있다.8 또한 정상적으로 림프절의 실질에 존재

하는 거 핵세포는 다엽상의 과다염색핵을 지니고 있어 H&E상

이를 전이 병소로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핵성 큰포식

세포와의 감별이 필요하다. 거 핵세포는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CD31, CD61 및 von Willebrand factor에 양성이며 CK에 음

성인 점이 악성 전이세포와의 감별점이고, 형태학적으로 거 핵

세포는 다엽상핵(multilobated nuclei)을 가진 반면 큰포식세포

는 다수의 거품핵(vesicular nuclei)을 지니고 있는 점이 감별점

이며, 면역조직화학적으로는 거 핵세포는 CD68에 음성이나 다

핵성 큰포식세포는 CD68에 양성이어서 감별이 가능하다. 본 증

례의 경우 배액 림프절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큰포식세포

가 케라틴 조각을 탐식하여 이들이 CK에 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양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큰포식세포 표지자

인 CD68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었

다.11,12 최근 Rao 등은 침윤성 관암종을 가진 83세의 여자의 환

자에게서 본 증례와 유사하게 CK 항체(AE1/AE3/PCK26,

ventana Medical Systems)와 CD68 항체에 양성이며 EMA

항체에 음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감시 림프절의 피막밑굴에 존재

함을 보고하며 이를 CK 조각을 함유한 큰포식세포라고 처음 보

고하 다.12

결론적으로 감시 림프절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결과를

판단할 때에는 형태학적인 세 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 면역염

색을 통한 미세전이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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