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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Pregnancy-Associated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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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y,

The breast cancer is the second most common malignancy in pregnancy after cervical cancer. Pregnancyassociated breast caner tends to show unfavorable prognosis, because it is diagnosed at more advanced stage
due to delay of diagnosis and treatment.
For appropriate management, collaboration with physicians and obstetricians should make precise
decisions considering gestational weeks and cancer stage at the time of diagnosis in a point of view from
mother and fetus.
A case of successful gestation and delivery after chemotherapy in a woman with inflammatory breast
cancer diagnosed in the second trimester is presented with review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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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동반된 유방암 (pregnancy-associated breast
caner)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년 이내에 진단되는 유
1
방암으로 전체 유방암 환자의 1-3%를 차지한다. 일반적
으로 임신과 동반된 유방암은 임신 중 팽대해지는 유방
의 생리적 변화로 인해 발견이 늦고, 설령 종괴가 만져
진다 하더라도 임신 중에는 검사를 주저하여 진단이 지
연되며, 이에 따라 액와 림프절 전이의 빈도도 높아 발
견 당시 이미 진행된 병기로 불량한 예후를 가진다고 알
2-4
려져 있다.
한편, 임신 중에 발견된 유방암은 임신 주수에 따라
암의 근본적인 치료와 동시에 태아에 미치는 영향도 생
각해야 하므로, 임산부와 태아 모두를 고려한 적절하고
다각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3
저자들은 아주대학병원에서 임신 26 주에 발견된 염
+4
증성 유방암을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후, 임신 38
주에 정상 질식 분만하고 출산 3주 후에 수술하여 3년
뒤인 현재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좋은 결과를 얻
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 신○분, 27세
산과력 : 0-0-1-0
과거력 : 특이 사항 없음.
가족력 : 특이 사항 없음.
현병력 :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가 내원 1년 전 좌측
유방 상내측에 종괴가 만져졌으나 증상없어 지켜보던
중, 2개월 전부터 심한 피부 발적 및 동통이 발생하여
+3
임신 26 주에 본원 외과 외래에 방문하였다.
이학적 소견 : 유방은 양측 모두 전체적으로 팽대되어
있었다. 좌측 유방 상내측에 유선염을 의심하게 하는 심
한 피부 발적과 경계가 뚜렷하고 고정된 7×8 cm 크기
의 종괴가 1개 만져졌으며 촉진시 압통을 호소하였다
(Fig. 1). 액와부에 촉지되는 림프절은 양측 모두 없었고,
우측 유방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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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7×8 cm fixed mass with erythematous change of
overlying skin lesion on upper inner quadrant of left
breast.

유방 초음파 검사 : 좌측 유방 상방에 불분명하고 불
규칙적인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균질한 저반향성 종괴
가 있었으며 (Fig. 2), 좌측 액와부에 림프절 비대가 의심
되는 소견이 보였다. 우측 유방이나 액와부에는 이상 소
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적비 29.5%, 혈소판 수는 317,000/ul, 백혈구 수는 18,600/
ul 이었다. 간 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혈청 전해질 검
사, 혈액응고 검사, 요 검사, 심전도 검사 모두 정상 범
위였다
선행 항암 치료 : 임신 26주, 29주, 32주, 35주에 본
원 일반외과에 입원하여 총 4차례의 선행 항암화학요
법 (FAC regimen: 5-FU: 750 mg, Doxorubicin: 75 mg,
2
Cyclophosphamide: 750 mg, BSA=1.5 m /kg)을 시행하였
고 산모는 항암치료에 따른 특별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정기 산전 초음파 검
사상 태아의 성장은 임신 주수에 적합하였으며, 양수 이
상이나 태아 기형은 보이지 않았다.
+4
산과적 소견 : 임신 38 주에 유도분만으로 체중 2710
g, Apgar 점수 1분-8, 5분-9인 남아를 질식 분만하였고,
산모와 태아 모두 합병증 없이 분만 이틀째 정상 퇴원하
였으며, 3주 후 외과적 수술을 위해 본원 외과에 재입원
하였다.
수술 소견 : 5×4 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유방 상내측
에 위치하였고 이는 주변조직과 경계가 불분명하였다. 좌
측 액와부의 level I의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육안
적으로 팽대된 림프절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Auchincloss
type의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조직 병리학적 소견 : 육안적으로는 5×4 cm 크기의
원형의 비교적 유연한 종괴로 중심부에 괴사를 동반하
였고, 현미경적 소견상 Bloom and Richardson 조직학적
등급 III의 분화가 나쁜 침윤성 관암종 (invasive ductal
carcinoma)으로 종괴 상부에 피부 진피의 확장된 림프관
내 암종 세포의 군집이 관찰되었다 (Fig. 3, 4).

Fig. 2. Ultrasonograghy shows a unmeasurable homogeneous hypoechoic mass containing irregular margin
in the left upper breast.

진단 및 치료계획 : 초음파 가이드하에 세침 흡인 세
포진 검사를 시행하였더니 관암종이 의심되어 절제 생검
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비정형성 침윤성 관암종으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좌측 유방암을 덮고 있던 피부의 염
증 상태가 매우 심하여 일단 임신은 유지시키면서 외과
에 입원하여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검사 소견 : 혈액검사 상 혈색소 10.2 g/dL, 적혈구 용

Fig. 3. Poorly differenciated invasive ductal carcinoma with
necrosis on the right upper corner (H&E,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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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uster or carcinoma cells in a dilated lymphatic
channels in the dermis (H&E, ×400).

총 41개 림프절 모두 암세포 침윤은 보이지 않았으며
호르몬 수용체 검사상 estrogen 수용체, progesterone 수용
체 모두 음성으로, 병기는 T4, N0, M0으로 stage IIB로 진
단되었다
수술 후 경과 : 수술 3주 후 5차례의 추가 항암화학
요법 (3차례의 FAC regimen과 2차례의 taxol)과 동시에
6주간 좌흉부와 액와부에 방사선 치료 (총 5500 cGy)를
받았고, 현재까지 외래 추적 관찰 중이며 현재 신생아는
출생 후 3년 3개월째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고

찰

임신과 동반된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임신 중이나 분
만 후 1년 이내에 진단된 유방암으로 정의되며, 혹자는
분만 후 6개월에서 2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발생
빈도는 임신과 동반된 악성종양 중 자궁경부암 다음으
로 흔하며, 약 3000명 내지 10000명의 임산부 중 1명 정
1
도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결혼 및 초산 연
령이 30-40대로 점차 늦어짐에 따라 유방암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방 초음파 등 진단적 접근의 향상으로 임신
중에도 유방암 발견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임신과 동반된 유방암이 전체
2
유방암의 1.03%를 차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임신이 진행함에 따라 유방은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
단단해지고 증대되며 결절이 많아져 유방 종괴를 촉진하
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상 임신과 유방암의 감별이 어
려워 진단이 지연되기 쉬우므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한 이학적 유방 검사가 필요하
5
다. 만약,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유방 초음파검사 또는
유방 촬영술을 실시하는데, 유방 촬영은 촉지성 병변에
서도 임신 중 유방 조직의 비대와 부종 때문에 증가된

유방 음영으로 위음성률이 높으며 (약 25%) 방사선 노출
6
의 위험이 있어 임상적으로 한계가 있다. 유방 초음파
검사는 조직의 밀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진단이
가능하고, 고형성분과 낭성 병변을 감별할 수 있어 임신
중 가장 안전한 검사이며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중요
한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하여 병변의 유무를 확인한 후 국소 마취 하에 세침 흡
7
인술이나 절제적 생검술을 통해 확진하고, 전이에 대한
검사는 폐, 간, 골 등의 전이가 많으므로 흉부촬영, 복부
초음파, 자기 공명검사, 골 주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유방암은 임신의 유무에 상관없이 조직학적으로 753,4
90%에서 침윤성 관암종을 보인다. 과거에는 염증성 유
방암이 임신 중에 흔하다고 생각되었으나, 1960년대 이
후로 많은 연구에서 임신 시나 비임신 시에 염증성 유방
암의 유병률은 1.5%에서 4.2%로 통계학적으로는 양군간
12
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임신과 동반된 유방암의 경우 비임신 유방암에 비해
나쁜 예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진단과 치료
의 지연으로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Petrek
등의 보고에 따르면 임신과 동반된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임신 중 종괴가 만져졌지만 임신 기간에는 종괴
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분만 후에야 시행하였다고 한
3
다. Nettleton 등은 예후에 중요한 지표로 알려진 액와부
림프절 전이와 유방암 치료 시기를 비교하였더니 임신
동안 유방암의 치료가 1개월 지연되면 액와부 림프절 전
이의 위험이 0.9% 증가하였고, 6개월 늦어지면 5.1%가
4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etrek 등은 림프절 전
이가 없는 같은 병기의 임산부와 대조군의 5년 생존률을
조사하였을 때는 양군 모두 82%,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
우는 각각 47%, 55%이며, 10년 생존률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는 각각 77%, 75%였고, 전이가 있는 경우는
25%, 41%로 병기를 고려하여 비교하였을 때 임신 동반
유무가 유방암의 생존률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었다고
3
하였다.
임신과 동반된 유방암 치료는 원칙적으로 수술적 요
법이다. 물론, 수술로 인한 자연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
은 있지만 Mazze 등은 임신 중 비산과적 수술을 시행하
였을 때 미숙아나 자궁내 발육부전으로 저체중아, 극소
저체중아로 인한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지만, 이는 수술
을 하게 하는 모체 암 등의 기저질환과 연관된 문제와
8
구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하였다.
임신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stage
I, II, 일부 III에서는 유방절제술과 액와부 림프절 제거술
이 최선책이다. 수술 후 태아에 대한 방사선 조사의 위
험성 때문에 유방 절제술과 유방암에서 전이가 흔한 액
와부 림프절 제거술을 선행한 후에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라 추가적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임신 2분기 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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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이 진단되면 조기 분만 후에 종괴 절제술, 액와부
림프절 절제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임신 초
기에 진단되면 임신 1분기 지나서 선행 항암 치료 후 유
방 보존적 수술을 하고 분만 후에 추가 항암 요법이나
5
방사선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유방 보존적 수술을 한 경우나
종양 크기가 크고 광범위 림프절 전이, 경계 부위에 종양
양성 소견을 보인 유방암에서 유방 절제술을 한 경우 필
요하지만, 임신 중 방사선 치료는 태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적
용량은 5000 rad (50 Gy)이나, 임신 1기 때 태아의 치명
적인 방사선 용량은 3.9-15 rad (0.039-0.15 Gy), 임신 3기
9
는 200 rad (2 Gy)가 최대 용량이다. 또한, 임신 6주 이전
에는 3.6-3.8 cGy, 25주 이전에는 0.1 Gy 정도의 경미한
방사선 조사로도 소두증, 정신 지체 같은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고, 임신 26주 이후에는 선천성 기형보다는
10
백혈병 같은 암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따
라서, 임신 중에 유방 보존적 수술을 한 경우도 방사선
요법은 분만 후로 연기시키고, 국소적으로 진행된 유방
암은 임신 중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고 분만 후에
수술이나 추가 방사선 요법을 시도할 수 있다.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의 기전이 세포 분화를 억제하
는데 있기 때문에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도 영향을 미
쳐 자연 유산, 기형 유발, 장기 손상이나, 지연성 성장
발육 부전, 성선 장애 등의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
물론, 장기 형성 시기인 임신 1기에는 대부분의 항암제
가 기형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피해야 하지만, 임신 2기
나 3기에는 기형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는 않아 실
11
제로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항암제가
모체 태반을 통과하고, 태아의 신장이나 간은 빨리 항
암제를 대사, 배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분만 1개월 전
12
에는 항암 치료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한다. 유방암의
항암 치료제로는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5-FU,
methotrexate, taxane 등이 있는데, 이 중 엽산 길항제인
methotrexate는 태아 기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
려져 있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Fluorouracil은
1예에서 골 형성부전과 발육부전을 보였는데 임신 당시
환자의 나이는 41세였고, 진단 당시 임신 1분기에 5 rad
의 방사선 조사도 있어 5-FU와 기형 여부에 대해서는
18
아직 불명확하다.
과거에는 임신 중 항암 치료받은 환자의 흔한 합병증
으로 조산, 저체중아, 일과성 신생아 백혈구감소증, 일과
성 신생아 빈호흡, 자궁 내 발육부전이라고 알려져 왔으
나, 여러 연구에서 임신 1기 이후에 항암 치료받은 산모
의 적어도 절반 이상의 태아에서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
16
았다고 보고되었다.
Berry 등은 임신 2기와 3기 유방암 환자 24명을 대상

으로 비임신부와 동량의 4차례 5-FU, doxorubicin,
cyclophosphamide (FAC제재)를 사용하여 치료하였는데
산모나 태아의 사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합병증
으로 조기 분만 (3건),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2건), 저체
중아, 유리질막증, 일과성 백혈구 감소증이 각각 1건씩
보였다. 임신중독증으로 33주에 분만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38주에 분만하였으며, 태아 모두 선천성 기형은 발
12
견되지 않았다.
최근에 FAC 제재 사용 후 paclitaxel 추가 사용이 림프
절 전이를 동반한 유방암에서 효과적이다는 보고가 있
13
지만, 아직까지 Taxane의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아 임신 중에는 피하고 있으며, 임신 2기나 3기
때 cyclophosphamide, doxorubicin으로 시작하여 추가 치
료가 필요한 경우에 분만 후 Taxane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는 데는 치료 시작 시
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이
는 환자뿐만 아니라 태아도 고려하여 가족, 종양내과 전
문의,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등 적절한 협력이 필
요하다.
항암제 치료 후 분만은 산모나 신생아의 감염성 합병
증의 위험 감소를 위해 마지막 항암제 치료 최소 2주 후
에 해야 하며, 유도 분만은 산모의 백혈구수가 최적이고
태아성숙도가 확인된 후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분만
과 동시에 태아의 약물대사가 태반에서 신생아의 신장
과 간으로 전해지므로 신생아에 약물이 누적될 수 있
14
고, 백혈구 감소증인 산모에서 백혈구 감소증인 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분만 후에 항암화학요법을 지속할
여성은 수유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유방암 치료 후에 임신은 최소 2년 후에 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유방암의 재발의 위험성이 높
15
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유방암 치료 시 항암제, 특히
alkylating agent에 의한 난소 독성으로 조기 폐경이 있으
므로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의 유방암 치료는 항암
제 선택에 있어 향후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물 선택
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물론, 한정적이긴 하지만 유방암
치료 후 임신이 유방암의 재발이나 생존에 악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연
16,17
구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임신과 동반된 염증성 유방암을 선행 항암
치료 후 정상 분만하고 수술 및 추가 항암 방사선 치료
를 받고 산모와 태아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은 1예를 경험
하였기에 문헌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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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방암은 임신과 관련되어 두번째로 발견되는 악성 종양이다. 하지만, 임신과 관련된 유방암은 진단과 치
료의 지연으로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어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일 수 있고, 치료에 있어 산모와 태아 모두를 고
려해야 하므로 진단 당시의 임신 주수와 병기에 따라 여러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적절하고 다각적인 치료가 필
요하다.
본 저자들은 임신 2분기에 발견된 염증성 유방암을 선행 항암 치료 후 정상 분만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단어 : 유방암, 임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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