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많은 혈관이 집중되어 나타날수록 악성이다. ② 양성은 주변조직과 분리되는 피막
이 형성되어 있다. ③ 장경이 10cm 이상은 악성이다. ④ 악성은 중심부에 괴사가 나
타난다.⑤ 악성은 수개월 사이에 약 2배의 크기로 증가한다. ⑥ 악성은 각 단위 종양
세포의 세포주기가 정상보다 단축된다. ⑦ 악성은 종양내에 세포분열이 빈번히 관찰된
다.⑧ 악성은 혈관내 종양세포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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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세포는 세포항상성 조절기전에 오류가 발생하여 과도증식이 나타나게 된다. 유방암 종
양세포의 성장을 위해 유전자의 복제와 분열을 통한 세포분열은 세포 1개당 3일이 소요된
다고 할 때 세포가 109를 형성하는데 (약 1g의 무게) 총 30회의 개체 이분열 회수가 필요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종양 제거를 못한 경우 1kg 되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소요가 될까? 
(단, 세포의 자연사(死)와 인체의 면역기능에 의한 세포성장 억제를 무시한다고 가정할 때) 
(3점) 정답: 30 day (1달)  

채점기준 : 중간 점수는 없슴. 

문제해설 : 세포의 doubling time을 이해하는 문제이며 실제 1g에서 1Kg으로 늘어나는 시
간은 불과 1g이 일어나는 시간의 1/3에 불과하다. 

핵심단어 : rate of growth 

　

2. 종양의 특징을 열거한 아래 설명 중 가장 사실과 먼 문항을 2가지만 고르시오.

 (3점) 정답:  3, 6

채점기준 : 하나만 정답인 경우 1점 처리  

문제해설 : 크기는 악성도와 전혀 상관없다 (예; 난소종양, 자궁근종등) 세포주기는 악성도
에 따라 단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같거나 길어진다. 

핵심단어 : malignant tumor criteria, rate of growth 

　

3. 아래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한가지로 양성과 악성을 감
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 특징 중 악성종양(암)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여서, 양성종
양과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예외가 적은 요소는 무엇인가? 

 (1점) 정답: 3

① 무제한 복제력 (unlimited replication) 

② 지속적 혈관재생력 (continuous angiogenesis)

③ 조직침윤 및 전이 (tissue invasion and metastasis)

④ 종양유전인자의 과도한 증식 (sustained oncogenic stimulation)

⑤ 정답 없슴

문제해설 : 다른 조항들은 모두 양성 악성 공유하는 요소들이다. 

핵심단어 : cancer hallmark 

　

4. 가역적인 변화로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성숙하여 무질서하게 배열되고,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지는 현상은? (1점) 정답: 2

① 화생(metaplasia)

② 형성이상(dysplasia)



③ 역형성(anaplasia)

④ 증식(hyperplasia)

⑤ 결합조직증식증(desmoplasia) 

문제해설 : nomenclature and terminology (anaplasia: lack of differentiation) 

참고문헌 : 

핵심단어 : reversible, dysplasia

　

5.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문항을 고르시오. (1점) 정답: 1

① Anaplasia는 미분화(lack of differentiation)를 설명하는 용어로 악성의 중요한 지표이다. 

② Pleomorphism은 세포단위의 악성형태를, atypia는 상호세포간 형태의 다양성을 의미한
다. 

③ Cancer와 carcinoma는 완전히 동일한 용어이다. 

④ -oma로 끝나는 종양은 모두 양성종양을 의미한다. 

문제해설 : 2번 설명은 서로 바뀐 잘못된 설명이다. 3번은 cancer는 carcinoma와 sarcoma
로 구성되어있다 -oma는 악성이라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hepatoma, seminoma등).  

참고문헌 : 

핵심단어 : terminology

6. 47세의 여자환자는 자궁내막 종괴로 수술받았다. 약 장경 3cm의 종괴는 근층으로 침윤
하며 대부분 선형조직을 보인다. MIB1 (Ki67)지수는 8.5%이다. 이 암의 특성으로 가장 맞
는 답을 고르시오. (1점) 정답: 1

① 본 종양의 anaplasia는 심하지 않다. 

② G0에 속한 종양세포가 8.5%이다. 

③ 근층 침윤이 나타났으므로 원격 전이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   

④ 본 소견만으로는 암으로 진단할 수 없다. 

문제해설 : 문제해결형이며 anaplasia는 분화가 좋은 경우 심하지 않다라고 정의한다. G1에 
속한 세포군이 8.5%이다. 원격전이는 근층침윤만으로 확률을 얘기하기 어렵다. 세포들간의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고 주변조직으로 침윤하고 desmoplasia가 보이므로 본 소견만으로도 
암으로 진단가능하다.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