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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방의 세침흡인 세포검사는 진단이 빠르고 정확하며,

검사비가낮고, 부작용이별로없다는장점들이있어서, 현

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검사법이다.1-4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많은 병원에서 검사가 시

행되고있다. 특히임상소견, 유방촬영술및세침흡인세포

검사를“triple test”라고 하여 이들 세 검사를 종합하여 암

종으로 진단되면 동결절편을 생략하고 수술을 해도 된다

는 보고도 있다.5 최근에는 유방암을 진단할 때 세침흡인

세포검사대신침생검 (core needle bioipsy)으로대체되고

있는추세이긴하지만, 유방암환자의재발또는전이의유

무와 치료에 대한 효과를 판정할 때에는 여전히 가장 우수

하고효과적인검사방법으로사용되고있다. 

유방의세침흡인세포검사를보고하는양식은병원마다

다르고, 병리의사가 증례를 판독한 경험에 따라 진단의 정

확도가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이 세

포검사의 결과를 범주(category)로 나누어 보고하는 양식

을제안하였다.6-10 Wang과 Ducatman10이제안한확률적

접근(probabilistic approach)은 조직에서 암종이 확인되

는 확률에 따라 각 범주를 분류하였고, 각 범주에 대한 세

포학적 진단기준을 잘 기술하였다. 따라서 비교적 경험이

적은 병리의사라 해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범

주의분류를이용한진단후구체적인진단명과아형, 가능

하다면 핵등급을 언급하는 것이 좋다. 기관에 따라서는 세

침흡인 세포검사를 이용한 예후인자들에 대한 보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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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cytological features. In order to make an accurate diagno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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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하는곳도있다.11

본문에서는유방암을진단하는세포학적진단기준과여

러유형의암종에대한세포학적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본 론

진단적 접근

Wang과 Dacatman10은 4가지엄격한세포학적진단기

준에의거하여 4가지의범주로나누는확률적접근을적용

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Table 1). 그 범주는

“악성(positive for carcinoma)”, “악성의심병변(suspi-

cious for carcinoma)”, “비정형성 병변(atypical)”그리고

“상피증식성 병변(epithelial proliferative lesion)”의 4가

지이며, 각 범주별로 조직검사를 시행했을 때 악성종양을

발견할수있는확률은 100%, 80∼90%, 20∼30% 그리고

0%이다. 이 방법은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

는 병리의사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히 진단

할수있는것이장점으로알려져있다.12,13 

DIAGNOSTIC CRITERIA

1. 세포밀도의 증가 (Hypercellularity)

“세포밀도의 증가(hypercellularity)”란 종양성 변화를

의미하며 암종을 확진하기 위해 필요한 소견이지만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다. 암종을 진단하기 위한 양적인 지표로

서 세포가 풍부하게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 (Fig. 1A). 군집

을이루고있는세포들은밀집되어있거나겹쳐져서 3차원

적인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Fig. 1B), 때로는 느슨하

게배열하거나개별세포들로관찰될수도있다.14

그러나 섬유샘종(fibroadenoma), 유두종(papilloma),

그리고 관내 상피 증식(epithelial hyperplasia)과 같은 병

변은 양성이지만 세포밀도는 높게 관찰될 수 있어서 주의

가 필요하다. 그와는 반대로 악성 종양이지만 세포성분이

희박할 수 있는데 세침흡인 과정의 기술상의 문제(poor

technique), 경화성 병변, 괴사 또는 낭성 변화(cystic

degeneration), 또는종양의크기가작은경우가있다. 

2. 비정형성 세포(Cytologic atypia)

“비정형성 세포(cytologic atypia)”는 악성종양을 진단

하는데필요한질적인지표로서세포학적으로악성의소견

을보이며, 핵/세포질비가증가되거나핵이편재되는소견

(markedly eccentrically located nucleus) 중 한가지는 반

드시 관찰되어야 한다 (Fig. 1C). 세포의 모양이 다양하고

(pleomorphism), 핵이 커지고(nuclear enlargement), 핵

막이 불규칙하게 관찰되고(irregular nuclear border), 비

정상적 염색질 양상(abnormal chromatin), 비정상적인 핵

소체(abnormal nucleoli), 비정상적 세포분열(abnormal

mitoses) 등이 관찰된다. 그 외 악성을 시사하지만 진단적

이지 않은 소견으로 괴사(necrosis), 핵내 봉입체(intranu-

clear inclusions), 그리고 근상피세포의 부재 (lack of

myoepithelial cells)등을포함한다. 

핵이 커지고 다형성을 보이는 양상은 Diff-Quick 염색

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며, 적혈구 크기의 2배 이상 증가

시 악성을 의심해보아야 하며 4배 이상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불규칙한 핵막은 Papanicolaou 염색에서 잘 나타난

다. 세포질내미세강(ICL: intracytoplasmic lumen)은유방

암의 진단에 중요한 소견이며 단순한 세포질내 공포(cyto-

plasmic vacuolation)와는 감별해야 한다.15 ICL은 두터운

세포질과경계가명확하고중앙부위에농축된점액들이두

꺼워진 부분이 있어서 마치 표적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ICL은 유방암의 20%에서 관찰이 되지만,16 양성 병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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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probabilistic approach to diagnosis of carcinoma

Diagnostic categories
Probability of malignancy

in histologic diagnosis
Diagnostic criteria

Positive for carcinoma 100%
Hypercellularity + Cellular atypia + Dyshesion + Single cellular 

population

Suspicious for carcinoma 80∼90%
Hypercellularity, cellular atypia, dyshesion or single cellular 

population 중 3가지 기준을 만족할 경우

Atypical 20∼30%
Hypercellularity, cellular atypia, dyshesion or single cellular 

population 중 2가지 기준을 만족할 경우

Epithelial proliferative lesion 0% None of the cytologic features



는 1% 미만에서 관찰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염색에서

ICL이관찰되면악성종양을의심해야한다.17 드물게비정

형 소엽성 증식이나 양성 아포크린 화생이 있는 경우도

ICL을 볼 수 있다. 배경에 양극성의 나핵 (naked bipolar

cell)이 있을 경우는 상피세포들의 형태를 잘 관찰해야 하

고, 쉽게악성으로진단해서는안된다.  

아포크린 화생, 섬유샘종, 수유샘종(lactating adeno-

ma) 또는 지방 괴사는 양성 병변이지만 비정형 세포를 보

일 수 있는 경우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에 악성종양이지만

핵의 모양이 비교적 일정하고 얌전해 보이는 경우는 침윤

성 소엽성 암종(invasive lobular carcinoma), 관상암종

(tubular carcinoma), 유두상 암종(papillary carcinoma),

점액성 암종(mucinous carcinoma), 소세포 관세포 암종

(small cell ductal carcinoma) 등이있다. 

3. 느슨한 세포집단(Dyshesion)

“느슨한 세포집단(cellular dyshesion)”은 세포들이 군

집으로배열하지만응집력이떨어져있거나(loosely cohe-

sive epithelial cells), 따로 떨어진 개별 세포들(single

epithelial cells)을의미한다 (Fig. 1D). 그러나개별세포들

이 상피성인지 기질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감별해야 하며,

때로는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Thin prep 검

체에서세포질이풍부한기질세포는상피세포로오인될수

있고, 섬유샘종은 Thin prep에서 개별 세포로 보일 수 있

다. 하지만 대부분 기질세포들은 양극성 세포의 나핵으로

관찰이 되므로 감별이 가능하다. 악성 종양이지만 점액성

암종, 유두상암종, 관상암종에서는개별세포를관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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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ositive for carcinoma (ductal carcinoma). (A) The smear is hypercellular with necrotic background. (H&E). (B) A three-

dimensional clusters of crowded tumor cells is seen. (H&E). (C) The tumor cells show increased nucleus/cytoplasmic ratio, pleo-

morphism and eccentrically placed nuclei. (H&E). (D) Tumor cells are arranged in loosely cohesive groups or single cells. (H&E).

C D



4. 단일 세포 성분(Single cellular population)

비정형 상피세포들로만 도말이 되어있다는 것을 뜻하

며, 양성 세포들과 비정형 세포들이 혼합되어 도말되지 않

은 상태를 말한다. 또한 양극성 세포가 배경에서 관찰되는

경우도단일세포성분이라고할수없다. 

DIAGNOSTIC CATEGORIES

1. 악성 (Positive for carcinoma)

“세포밀도의 증가(hypercellularity)”, “비정형 세포

(cytologic atypia)”, “느슨한 세포집단(dyshesion)”그리

고“단일세포성분(single cellular population)”의기준을

모두 다 만족할 경우“악성(positive for carcinoma)”으로

보고한다 (Fig. 1).10 조직검사에서 악성으로 확진 될 확률

은 100%이다. 악성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면, 조직학적 유

형을 결정하여 진단지에 보고한다. 그러나 이 범주의 진단

을 하려면, 반드시 보존이 잘 된 도말에서만 판독을 해야

하며, 특히 공기에 건조거나 변성이 심한 도말에서는 악성

진단을하면안된다. 

2. 악성 의심 병변(Suspicious for carcinoma)

“세포밀도의 증가(hypercellularity)”, “비정형 세포

(cytologic atypia)”, “느슨한 세포집단(dyshesion)”그리

고“단일종류의 세포구성(single cellular population)”의

기준 중 3가지가 일치할 경우는“악성 의심 병변(suspi-

cious for carcinoma)”으로 보고한다. 조직검사에서 악성

으로 진단될 확률은 80∼90%로 높지만, 양성 병변도 이

범주에들어갈수있다는사실을알아야한다. 

3. 비정형성 병변

(Epithelial proliferative lesion with atypia)

검체의 세포성분이 풍부하며 많은 상피세포가 군집을

이루어 중첩된 상태로 밀집된 배열을 보이고, 암종으로 진

단할수있는세포학적특징 (예; cellular dyshesion, cyto-

logic atypia or one cell population) 중 하나가 존재한다

면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직검사에서 악성이 나올

확률은 20∼30%로대부분은양성병변일가능성이높다. 

4. 세포증식성 병변

(Epithelial proliferative lesion without atypia) 

도말 표본의 세포밀도는 높지만 군집을 이루는 상피세

포가 겹치거나 밀집되어 있지 않고 근상피세포가 분명히

관찰되며 악성 종양의 세포학적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 경

우를 뜻하며, 조직검사에서 악성이 나올 확률은 없다(0%).

섬유샘종이이범주에속한다. 

5. 비특이성 병변(Unremarkable)

악성 종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세포학적 진단기준 모두

가 관찰되지 않을 경우이다. 아포크린 화생 세포, 양성 관

세포 증식 등으로 진단을 서술할 수 있다. 또 주의할 점은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악성 세포가 없을 경우“negative

for malignanc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앞서 기술

했듯이 유방 검사는 triple test가 중요하며 임상적, 유방촬

영소견도뒷받침되어야하기때문이다. 즉, 유방촬영술에

서 악성이 의심되나 세포검사에서 악성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을경우는 unremarkable로진단해야한다.  

악성 종양의 세포학적 특징

1. 일반적 특징

흡인된종양세포는 3차원의구조의군집또는응집력이

낮은 세포집단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군집의 변연부에서는

세포들이 분리되어 개별세포로 관찰된다.18 악성 세포들의

배열양상과는달리양성병변에서는군집의변연부에세포

들이 촘촘하지만 판상의 단층배열을 하고 있다. 낱개로 떨

어진악성세포는진단적가치가있으며, 발견되지않을때

는 악성으로 진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별 세포들의

형태는다양하지만일반적인암세포의핵의특징, 즉핵/세

포질 비의 변화, 불규칙한 핵의 모양, 농염성, 그리고 다수

의큰핵소체와같은소견을보인다. 도말배경에근상피세

포가 없는 것도 중요한 단서이다. 만약 도말에서 근상피세

포가 관찰되는데도 악성 종양으로 진단하려면 종양세포들

의형태를세심하게살펴야한다.19

도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종양세포의 크기에는 많은 차

이가 있다. 공기에 건조 후 methanol에 고정하여 혈액 검

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염색된 경우, 종양세포의 크기는 크

고, 염색질의 배열이 흐려지고 핵소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핵의상세한형태에대해서는알기어렵다. 이방법은검사

직후 세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코올에 고정 후

Pap 염색을한경우세포의크기는약 20% 정도작아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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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핵의 형태는 더 잘 보인다. 염색과정에 시간이 더 많

이소요된다는단점은있다. 

2. 침윤성 관세포 암종 (infiltrating duct carcinoma)

세포밀도는 높고, 3차원의 중첩된 군집, 느슨한 세포집

단 또는 개별 세포로 배열하고 있다. 때때로 일렬종대

(indian file)로 배열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소엽상 암종

(lobular carcinoma)에서더흔히관찰된다. 

관세포 암종의 세포학적 소견은 종양 등급에 따라 차이

가나며, 등급이높을수록진단하기는쉽다. 세포의형태는

대부분원형또는타원형이고, 핵은크기가크고모양이불

규칙하며, 염색질은 거친 과립상으로 보이고, 핵소체는 뚜

렷하게관찰된다. 핵은세포의한쪽끝으로밀려서큰형질

세포와 같은 모양을 보이는데 관세포 암종에서 흔히 관찰

된다. 세포질에서는 점액 공포가 관찰되며 mucicarmine

염색에양성반응을보인다 (Fig. 2, Table 2).

배경은 깨끗하거나 약 60%에서 괴사성 배경을 볼 수 있

다.20 약 2/3에서는 미세 석회화를 관찰할 수 있지만 사종

체(psammoma body)는거의관찰되지않는다. 관세포암

종의 80% 정도는 진단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아주 분화가 좋은 암으로서 암세포의 크기가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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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Ductal carcinoma. (A&B) The malignant cells show coarse chromatin and large, abnormal shaped nucleoli. (Papanicolaou).

(C) The tumor cells are arranged in a tight three-dimensional cluster. (H&E). (D) Intranuclear inclusions are seen in tumor cells.

(H&E).

C D

Table 2. Summary of cytologic features in ductal carcinoma

Cellular aspirate showing cell dissociation

Pleomorphism in high-grade tumors, monomorphism in low-

grade tumors

Nuclear enlargement and irregular nuclear margins

Peripheral placement of nuclei

Abnormal chromatin pattern, nucleoli, and mitoses

Intranuclear inclusionsIntracytoplasmic mucicarmine positive

vacuoles



핵의모양은일정하다. 특히염증이동반되어있을때는판

독에주의해야한다. 

감별진단으로는 핵등급이 낮은 잘 분화된 암종, 유상피

암종등이있다. 

3. 침윤성 소엽암종 (infiltrating lobular carcinoma)

침윤성 소엽암종은 섬유화가 매우 심하므로 세침흡인

도말에서 세포를 얻기가 어렵고 따라서 진단을 하기도 어

렵다.21 도말된 표본은 형태가 균일하며 (monomorphic)

중등도의 세포밀도를 보인다.22 세포들은 개별 세포 또는

10개 미만의 세포로 구성된 세포군집을 이루며, 거푸집

(molded)을 형성하거나 일렬종대로 배열한다.23 응집력이

있는 세포 군집도 관찰은 되지만 3차원의 군집이 발견될

경우는 주로 LCIS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그러나 선방구조

(acini)는 관찰되지 않는다. 세포는 대부분 크기가 작고(8

∼12um), 각이지며 (angular outline) 때로는형질세포와

같은형태도보인다. 나핵은관찰되지않는다. 

핵은크기가작고, 둥글거나각이지며세포의한쪽으로

편재되어있고서로겹치지않는다 (mold). 핵은크기와모

양이 거의 일정하며 미세한 과립상의 염색질과 약간의 농

염성을 보인다. 1∼2개의 작은 핵소체가 관찰되는데 뚜렷

하게 보일때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핵막은 불규

칙한모양을보여서악성종양임을알수있다 (Table 3). 

세포질은 양이 적거나 같다. Papanicolaou 염색에서는

세포질이 희미하게 보이고 세포질의 경계는 비교적 잘 관

찰된다. 세포질내공포는여러개의작은공포형태에서부

터 세포질 내 미세강 (ICL) 또는 인환세포 형태를 띄기도

한다. ICL은 침윤성 소엽성 암종의 약 67∼75%에서 관찰

되며,24가운데부분이표적모양과같이점액으로농축되어

표적세포(target cell)이라고도 한다(Fig. 3). 점액은 Diff-

Quick 염색에서는 이염성 (pink to magenta)을 보이지만

강도가 약하고, 공기에 건조시킨 May-Grunwalt Giemsa

염색에서는 적자색으로 염색이 되어 magenta cell이라고

하며, Papanicolaou 염색에서는 분홍색으로 염색이 된다.

점액분비와 ICL은 소엽성 암종에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

기는 하지만 특이적인 소견은 아니다. 그러나 관세포 암종

에서 보이는 ICL은 세포의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침윤성 소엽성 암종에서는 점액분비는 주로 세포내

에서 관찰되지만, 관상 암종이나 점액암종에서는 주로 세

포밖에서관찰된다. 

침윤성소엽성암종은세포소견만으로는소세포관세포

암종과 감별하기가 어렵다. 즉 작은 세포로 이루어진 관세

포암종 (small cell ductal carcinoma)은소엽성암종과비

슷하고, 다형성 소엽성 암종 (pleomorphic lobular ca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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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cytologic features in lobular carcinoma

Cellular or sparse cellularity

Clusters and single cells

Cells usually small with eccentric nuclei

Nuclei uniform in size but may be irregular

Nucleoli not conspicuous

Intracytoplasmic vacuoles seen in most cases, often with targe-

toid mucin

Signet ring cells may be presentLarge cells with abundant cyto-

plasm in pleomorphic lobular subtype

Fig. 3. Lobular carcinoma. (A) Loosely cohesive groups of small tumor cells show plasmacytoid appearance with eccentric nuclei.

(Papanicolaou). (B) Abundant intracytoplasmic vacuoles contain a dot of mucin, showing targetoid appearance. (DiffQuick).

A B



noma)은 관세포 암종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핵염색질이

거친 과립상이고, 핵의 크기가 44um2 이상이고 세포의 크

기가 82um2 이상이면관세포암종을시사하는소견이라는

보고가있다.22 즉, 개별세포가많이관찰되고, 세포의크기

가 작으며, 다형성과 비정형성이 적고, 세포질 내 미세강

(ICL)이 관찰되고, 형질세포와 같은 형태가 보인다면 침윤

성 소엽성 암종에 가까운 소견이지만 진단적 소견은 아니

다. 25

Pleomorphic lobular carcinoma는일반적인소엽상암

종보다 핵의 크기가 크고 불규칙하며 세포도가 높은 특징

을보인다. 

감별진단으로는 관상 암종, 유암종, 악성 림프종, 악성

흑색종및섬유낭성질환이 있다. 

4. 수질성 암종(medullary carcinoma)

세포밀도는높고, 악성세포의크기는크며불규칙한형

태이다. 종양세포는 개별 세포로 있거나 느슨한 세포 집단

으로 도말된다. 샘구조의 분화는 보이지 않고 점액 형성도

없다. 림프구와 형질세포가 풍부하게 관찰되고 (Fig. 4) 림

프선상소체 (lymphoglandular body)가관찰된다. 

핵은 크기가 크고 모양이 불규칙하며 핵막은 불규칙하

다. 염색질은 망상 또는 과립상으로 비정상적이고 뚜렷한

핵소체를 가진다. 세포분열이 흔히 관찰되고 비정형 세포

분열도 보인다. 세포질은 부서지기 쉬워서 변형된 나핵이

배경에 도말된다. 세포질이 잘 보존된 세포는 미세한 망상

의 세포질과 함께 불분명한 세포 경계로 인하여 세포들의

집단을 형성한다. 종양거대세포, 방추형 세포 또는 편평세

포 화생도 관찰된다. 수질상 암종은 특유의 세포학적 특징

으로 인해 악성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확진

은조직검사에서수질상암종의진단기준에따라이루어진

다.27

종종과도한괴사또는낭성병변이동반될수도있지만

석회화는잘보이지않는다. 

감별진단으로는 림프구 침윤이 많은 분화가 좋지 않은

관세포암종과림프절에전이된분화가불량한유방암종이

있다.  

5. 점액성 (교질성) 암종 (mucinous carcinoma)

도말 배경에 상당히 풍부한 양의 점액이 관찰되고 암종

세포집단이점액위에떠있는형상으로관찰되는것이특

징이다.28 점액은 Papanicolaou 염색에서는 희미한 청색

또는 분홍색으로, Diff-Quick에서는 이염성을 보이며,

Mucicarmine에 양성으로 염색이 된다. 가지를 뻗는 모세

혈관 구조가 점액사이로 관찰되며, 출혈소는 흔히 관찰되

지만괴사는없다. 

세포 군집은 보통 수십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고 세포간

응집력이 비교적 좋고 이차원적의 판상, 단단하게 밀착된

3차원적세포집단 (ball), 또는선방 (acini) 구조를보인다.

개별세포들은 관찰되지만 방추형의 나핵은 관찰되지 않는

다.

세포들은크기와형태가비슷하며순해보인다. 핵은크

기와형태가비교적일정하며염색질은미세한과립상으로

보이고 핵소체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가끔 크고 비정형적인

세포가관찰이되는데관상-점액성혼합암종으로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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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dullary carcinoma. (A) Large tumor cells with pale cytoplasm are surrounded by lymphocytes. (Papanicolaou). (B) Large

tumor cells with large and irreular nucleoli are seen. (Papanicolaou).

A B



된다. 

감별진단으로는점액성배경을보이는섬유샘종과점액

류와 같은 낭종, 유두종, 낭성 과분비성 암종 (cystic

hypersecretory carcinoma)가 있다. 점액류 낭종 (muco-

cele-like lesion)은풍부한점액과함께약간의상피세포가

보이지만세포의모양이규칙적이고핵의비정형성도없고

개별세포로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감별할 수 있다.29 그리

고 일반적으로 환자의 나이가 점액성 암종 환자보다 젊고

세포소견이양성에가까우므로조직검사로확진을해야한

다. 때로는 점액류 낭종과 점액성 암종이 동반될 수 있다.

낭성과분비성암종(cystic hyersecretory carcinoma)은침

윤성 관세포 암종의 특이한 형태로 흡인물은 갑상선을 검

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질과 유사해서 세포가 거의 없

는 액체상태이다.30,31 이 액체는 거품이 있어 보이고 도말

시균열틈새 (crack) 가보이지만점액과같은특징은보이

지 않는다. 세포는 개별 세포, 작은 군집 또는 판상의 구조

를 보이지만 균일한 배열을 하고 있다. 핵은 커져있고 1∼

2개의 뚜렷한 핵소체가 보이고 세포는 양성에서부터 악성

세포까지모양이다나타날수있다.  

6. 아포크린 암종(apocrine carcinoma)

종양세포의 특징은 양성 아포크린 세포에서 보이는 호

산성의 과립상 세포질을 가진 큰 종양세포가 관찰이 된다.

양성 아포크린 세포와는 달리 악성 아포크린 세포는 핵이

더 크고 여러 개의 큰 핵소체가 관찰된다. 세포질은

Papanicolaou 염색에서는분홍에서회색까지다양하게나

타나고, Diff-Quick 염색에서는 회색-보라색을 보인다. 어

떤세포에서는세포질에 PAS양성이면서큰세포질봉입체

가 보이는데 이는 용해소체(lysosomal) 기원으로 생각된

다. 핵은둥글고한쪽으로치우쳐있으며악성세포의특징

을 가지고 있다. 나핵 종양세포도 관찰되고 조직구와 괴사

성배경이관찰된다.32,33 

감별진단으로는 아포크린 화생을 보이는 양성 병변과,

편평세포암종인데아포크린암종에서는세포질이과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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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Mucinous carcinoma. (A) A pool of blue mucin is seen.

(Papanicolaou). (B) Blood vessels and islands of tumor cells are

seen in a background of mucin. (H&E). (C) Scattered single tumor

cells show bland-looking. (Papanicolaou).



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핵이 관찰되는 반면 편평세포 암종

은 두꺼운 세포질과 함께 가운데 위치한 핵으로 감별이 가

능하다.  

7. 관상암종(tubular carcinoma)

세포밀도는 비교적 높지만 일반적인 악성 종양보다는

낮다. 대부분의 악성 종양과는 달리 응집력이 좋은 3차원

의 군집들이 대부분 관찰된다. 개별세포는 가끔씩 관찰된

다. 개별세포가많이관찰될경우는분화가좋은침윤성관

세포암종의가능성을의심해야한다. 

관상 암종의 특징적인 형태는 중앙에 중심 또는 내강을

가지는관상구조로서, 50∼90%에서관찰된다. 관의구조

는각이져있으며비틀려있기도하다.34 또하나의특징적

인형태는화살표머리와같은형태의샘구조를보인다.35

세포는 잘 분화된 암종의 특징을 가지며 종양 세포들은

순하게보인다. 핵은모양과크기가거의비슷하며, 염색질

은 미세한 과립상이고 핵소체는 작다. 약 반수에서 불규칙

한 핵막이 관찰되어 악성임을 시사한다. 세포질내 미세강

(ICL)도 관찰되어 악성임을 시사한다. 부분적으로 중등도

의 비정형성을 보이는 경우가 1/3 정도 있어서 악성의 진

단을쉽게내릴수있지만확진은조직검사를해야한다. 

방추형의 나핵은 드물게 발견되거나 없지만 1/3 정도에

서는관찰된다. 괴사는거의관찰되지않는다. 세포의응집

력이좋고, 개별세포가거의없고, 방추형의나핵이관찰되

고 세포 소견으로도 양성에 더 가까운 소견을 보여서 세포

진단만으로는악성진단을내리기어려워서위음성의대표

적인예로알려져있다. 

감별해야 할 병변으로는 섬유선종, 유두종, 섬유낭성 병

변, 방사성 반흔36,37 및 샘증식증(microglandular adeno-

sis)이38 있다. 방사성 반흔은 관상 암종과 유사한 세포도

말 소견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세포밀도가 더 낮고, 개별

세포가 거의 없으며 양극성 나핵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

에서감별할수있다. 

8. 선양 낭성 암종(adenoid cysic carcinoma)

풍부한 세포 성분을 보이고 응집력이 강한 종양세포들

이집단으로배열된다. 종양세포는크기가작고, 둥근모양

의크기가비슷한핵과소량의세포질을가진다. 핵은비교

적크기가크지만핵소체는잘보이지않는다. 기저막물질

(basement membrane material)이 구형(globule) 또는 원

주형(cylinder)으로 보이며 그 수가 많다.39,40 이 물질들을

중심으로바깥쪽에는크기가작고모양이비슷한종양세포

들이 배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기저막 물질은

Papanicolaou 염색에서는 연한 청색이지만, 잘 보이지 않

을 경우도 있다. Diff-Quick 염색에서는 밝은 색의 자주빛

을보인다.  

9. 분비성 암종(secretory carcinoma)

세포밀도가 높으며 큰 세포들이 도말된다. 풍부한 세포

질은 거품과 같거나 과립상이고, 공과 같은 점액성 분비물

이 존재한다. 세포 바깥쪽의 분비성 구상체(globule)가 보

인다. 이 분비물은 이염성이고 DPAS와 alcian blue에 양

성이지만, mucicarmine 에는염색이잘되지않는다. 세포

분열과방추형나핵은관찰되지않는다.41

종종인환세포도관찰되고구상체가포도송이처럼보이

기도한다.42 세포소견은수유시의형태학적변화와유사하

다.43

10. 화생성 암종 (metaplastic carcinoma)

중등도또는고도로풍부한세포성분을보이며, 종양세

포는개별세포또는군집으로배열한다. 종양세포의크기

는크고, 다형성이심하다. 방추형세포, 기질절편, 편평상

피 세포, 거대세포 들이 관찰되기도 하며, 도말의 배경은

연골또는골조직을형성하는경우도있다.44

11.  악성 림프종 (malignant lymphoma)

세포소견은 림프절에 발생하는 악성 림프종과 같고 도

말시에는수많은림프구가단층으로도발되고림프선양소

체가 관찰된다. 상세한 세포 소견은 림프절의 림프종과 같

다. 감별진단으로는유방내림프절, 만성유방염등이있으

나어렵지않다. 

12. 육종(sarcoma)

유방의 원발성 육종은 악성 엽상 종양을 제외하고는 매

우 드물다. 혈관육종, 섬유육종, 지방육종, 기질세포육종,

악성 림프종, 과립세포육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노년의 여성에서 발생한다. 세포 소견은 연부조직의 종양

소견과같다. 이들중혈관육종이가장흔히발생한다. 

감별진단으로는 악성 엽상 종양과 화생성 암종이다. 악

성 엽상 종양은 종양성 방추세포와 함께 상피세포성분이

나타나고 화생성 암종은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으로 cytok-

eratin에양성을보이는것으로감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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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피내 암종(intraductal carcinoma)

채와 같은 형태의 관상피내 암종 (ductal carcinoma in

situ;DCIS)은 3차원 구조의 선관 상피의 집단이 관찰되고

세포의 모양은 일정하고 때때로 중앙의 내강에 근접해 있

다. 가장 큰 상피세포의 핵은 보통 적혈구의 1.5∼1.6배이

며 근상피세포가 관찰이 된다. 채모양의 구조를 보이며 종

양세포가 관을 형성하거나 주변 기질로 침윤하는 것을 관

찰하기어렵다.  그러나채모양의형태를보이지않는분화

가 좋은 관상피내 암종은 침윤성 암종과 감별하기 어렵다.

분화가 좋지 않은 관상피내 암종은 괴사, 대식세포와 함께

핵소체와 염색질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근상피 세

포는 종양 세포위로 보여 악성으로 진단하기는 쉽지만 침

윤성암종과감별이어렵다. 

관상피내 암종을 세포학적 검사로 침윤성 관세포 암종

과 감별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지만 세포학적 검사

만으로 침윤성을 결정짓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대부분

이다. 하지만 Bondeson 등45은 관상 구조, 세포질내 미세

강, 섬유모세포의증식, 기질조직절편이보이면침윤성암

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McKee 등46은 기질절

편을 포함하거나 지방세포로 침윤하는 종양세포가 관찰되

면침윤성암종으로, Sneige등47은기질절편과관상구조가

관찰되면 침윤성 암종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Istvanic

등48은 rapid cell block을이용하여침윤의유무를감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양성 상피 증식

(benign intraductal hyperplasia), 비정형 상피증식(atypi-

cal ductal hyperplasia), DICS 와 침윤성 암종을 세침흡인

세포검사만으로감별진단하는연구를하였는데, 양성증식

성 병변만 감별이 가능하였고 비정형 상피증식, 관상피내

암종과 침윤성 암종은 모두 감별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

었다.49따라서 DCIS의진단은세포소견과조직소견을함

께 고려해서 진단해야 하므로 세포 소견만으로는 감별은

어렵다. 

결 론

유방의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악성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높은 세포밀도, 비정형성 세포, 느슨한 배열의

세포집단 및 단일 세포 성분이 있고, 이 4가지의 세포학적

진단기준에 따른 확률적 접근에 따른 범주의 분류를 사용

하여악성, 악성의심병변, 비정형성병변, 증식성병변및

비특이적 병변으로 보고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비교적 유

방의 세침흡인 세포검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라

도진단을정확하게할수있는방법이다. 그러나세포학적

진단기준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변성이 없는 상태의 세포

원형이잘보존된검체에서판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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