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증(adenosis)은 유방 질환에서 흔한 조직학적 소견이지만

드물게 주변의 종말관소엽단위(terminal duct/lobular unit:

TDLU)와 합쳐져 임상적으로 만져지거나 육안으로 인지되는

선증종양(adenosis tumor)을 형성하는데 이는‘a palpable

form of sclerosing adenosis’, ‘tumor forming sclerosing

adenosis’, ‘nodular sclerosing adenosis’혹은‘nodular

adenosis’등의 이름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1, 2). 선증

종양을 형성하는 주된 조직학적 소견인 경화성 선증이 비정형

증식 병변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침윤성 암의 위험도가 1.5에

서 2.0배인“proliferative breast disease without atypia”로 분

류되며(3) 드물게 비침윤성 암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비침윤성

암과 동반하는 예가 있고(4) 병리, 영상 소견에서 악성 질환

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한 질환으로 이

에 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또한, Nielsen 등(2)의

선증종양의 임상병리학적 고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선증 종

양 27예 중 5예(19%)가 비침윤성암과 동반되어 있었고 병리

조직학적으로 악성 병변과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27예

의 선증종양 중에서 3예(11%)가 암으로 오진되어 3명의 환

자가 불필요한 유방절제술을 받아야 했다. Westenend 등(5)

은 관상피내암과 침윤성암을 동반한 선증종양을 핵생검에 의

해 선증종양만을 진단하고 동반한 악성 병변을 놓친 증례를 보

고하였으며 경화성 선증에 비해 선증종양에서 관상피내암이 좀

더 많이 동반된다고 주장하였다. Dipiro 등(6)의 연구에서는

12예의 선증종양 중 1예의 1 cm의 nodule내에 0.4 cm의 비

침윤성 관내암이 동반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증종양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영상 소견에 대한 연구 결과

가 드물어 유방촬영술과 초음파 소견을 DiPiro 등(6)이 2000

년에 보고한 바 있으나 국내에는 1995년 윤평호 등(7)의 증

례 보고가 있을 뿐이다. 

선증종양이 만져지는 병변이고 폐경기 전 젊은 여성에서 호

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는 매우 유용한

검사 방법이며 선증종양의 초음파 소견을 이해하는 것은 병

리-영상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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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선증종양의 초음파 소견1

정 혜 경1,2·김 은 경2

목적: 유방의 선증종양(adenosis tumor)의 초음파 소견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1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본원에서 유방 초음파를 시행한 환자 중 선증

종양으로 확진된 9명의 환자 9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직학적 확진은 9예에서 외과적 절제를

시행하여 이루어졌다. 환자의 나이는 18세에서 50세 사이로 평균 32세였으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4세 이하의 폐경 전 여성이었으며 임상적으로 9예 모두 만져지는 종괴였다. 초음파소견

은 ACR/BI-RADS(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에 따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유방 촬영술 소견은 초음파 검사와 동시에 시행한 3

명의 환자에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9예의 종괴의 크기는 1.8 cm에서 5 cm 사이로 평균 크기는 2.4 cm였다. 초음파에서 종

괴의 모양은 9예(100%) 모두 난원형이며, 피부선과 평행한 방향이었다. 경계는 7예(78%)에

서 규칙적이었고 2예(22%)는 각지거나 미세소엽형이었다. 변연은 9예 모두 명확하였으며 후

면 음영 증가는 7예(78%)에서 보였다. 석회화가 동반된 예는 없었다. 최종 분류는 범주 3이

7예(78%), 범주 4가 2예(22%)였다. 3명에서 시행한 유방촬영술에서 2예는 경계가 잘 지어

지는 종괴였고 1예에서는 병변이 보이지 않았다.

결론: 유방의 선증종양은 초음파에서 흔히 난원형의, 피부선과 평행한 방향의, 저에코성의, 변

연이 명확한, 후면 음영 증가를 동반하는 종괴로 보였다.

1포천 중문의대 강남차병원 영상의학과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이 논문은 2005년 12월 23일 접수하여 2006년 2월 26일에 채택되었음.



되어 저자들은 선증종양의 초음파 소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1년 7월에서 2004년 5월까지 본원에서 선증종양으로 확

진된 12명의 환자 중 유방 초음파를 시행한 9명의 환자 9예

를 대상으로 하였다. 병리 조직학적인 확진은 외과적 절제를

통해 이루어진 병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핵생검에 의해서만

선증종양으로 진단된 경우는 동반된 악성 병변의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려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9예 중 5예는 외과

적 절제 이전에 14 게이지 생검침을 이용해 초음파 유도하 핵

생검을 시행하였다. 초음파 기기는 HDI 3000, 5000(Philips-

ATL, Bothell WA)의 5-12 MHz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였고

초음파 소견은 1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ACR/BI-RADS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에 근거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8). 

같은 시기에 3명의 환자에서 유방촬영술이 시행되었다. 유

방촬영은 DMR mammography unit(GE Medical System,

Milwaukee, WI) 기기로 촬영하였고 유방촬영술 소견 또한 후

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추적관찰은 7명의 환자에서 임상 기록지를 이용하여 가능하

였고 다른 2명은 더 이상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 추적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 과

모든 환자가 여성이었고 나이는 18세에서 50세 사이로 평

균 32세였으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폐경 전 이었다. 6예

(66%)가 우측 유방에서, 3예(34%)는 좌측 유방에서 발생하

였고 9예의 종괴 모두 만져졌다. 종괴의 크기는 1.8 cm에서

5.0 cm으로 평균 2.4 cm이었다. 종괴의 모양은 9예(100%)

모두 난원형이며 장축이 피부 면과 평행한 방향이었다. 7예

(78%)가 명확한 경계를 가졌으며(Fig. 1), 나머지 2예는 각지

거나 미세분엽형이었다(Fig. 2). 8예(89%)가 저에코성이고 1

예가 등에코를 보였는데 이는 산후 2개월된 환자의 경우에서

였다. 고에코의 변연을 보인 예는 없었다. 7예(78%)가 후면

음영 증가를 보였고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 않은 2예가 후면음

영증가와 감소가 혼합되어 있었다(Fig. 2). 종괴내 석회화 동

반은 없었으며 주변의 관확장이나 부종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

았다. 최종분류는 7예(78%)가 범주 3, 2예(22%)가 범주 4에

해당되었다.

유방촬영술은 3명의 환자에서 시행되었고 2예(67%)는 경

계가 명확한 난원형의 고밀도의 종괴로 보였고(Fig. 3) 1예

(33%)는 정상 소견이었다. 

9명의 환자 중에서 초음파 유도하 핵생검을 시행한 5명중 2

예가 섬유낭성변화를 동반한 선증, 1예가 개화형 선증, 1예가

경화성 선증, 1예는 수유성 변화를 동반한 섬유선종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외과의사가 선증이 주된 소견인 종양

에 대해서는 외과적 절제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1예의 섬유선

종의 경우는 환자 자신이 원해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임상적 추적관찰은 7명의 환자에서 가능하였으며(기간: 9-

32개월) 특이 소견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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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Fig. 1. 50-year-old-woman complained with a palpable mass of the right breast.
A. On sonography, the mass shows oval, parallel oriented, circumscribed, and hypoechoic features with posterior acoustic en-
hancement.
B. Photomicrograph findings show prominent proliferation of acini (arrows) and stromal sclerosing changes (arrow heads)
(Hematoxylin-eosin stain; ×40).



고 찰

선증은 단순한 소엽의 증식에서부터 섬유화나 석회화를 동

반하는 경화성 선증에 이르는 다양한 양성 조직학적 소견을 지

칭하는 것으로 드물게 국소적으로 증식하여 선증종양을 형성

한다(9). 선증종양은 대부분 폐경기 전 여성에서 생기는데

Haagensen 등(10)은 에스트로겐이 유방 상피를 자극하여 선

증이나 그외 상피성 종양이 증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환자 또한 50세 환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폐경기전

여성으로 평균 나이는 32세였다. 선증 종양의 크기는 대개 작

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Haagensen 등(10)에 의하면 평균 크

기가 2.4 cm정도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평균 2.4 cm이었다.

선증종양의 영상소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2000년에

DiPiro 등 (6)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명의 환자에서의 10개

의 종괴에 대한 유방 촬영술 소견은 7예(70%)는 난원형의 경

계가 분명한 종괴였고 3예(30%)는 경계가 불분명한 종괴였으

며 이 중 1예(10%)는 악성으로 의심되는 다양한 모양의 석회

화를 동반하였다. 이 중 초음파를 시행한 7예의 소견은 7예

(100%) 모두 저에코성이었으며 6예(89%)가 경계가 분명한

난원형 혹은 분엽형 종괴였으며 나머지 1예(11%)는 각진 경

계를 갖는 너비보다 높이가 큰 종괴였고 5예(71%)가 후면음

영증가를 보였다. 윤 등(7)이 발표한 증례에서도 저에코의, 분

엽상의 경계가 뚜렷한, 부분적인 후면에코증강, 양측면에코소

실을 갖는 양성 종괴로 보였고 Gunhan-Bilgen 등(11)은 경

화성 선증의 유방촬영술과 초음파 소견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43예의 경화성 선증 중 8예(19%)가 외과절제를 통해 선증 종

양으로 증명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저에코성의 난원형 종괴였

고 8예 중 3예(38%)는 경계가 명확하고 5예(62%)는 미세소

엽형 경계를 보이는 비교적 양성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Stavros 등(12)에 의하면 유방촬영술과 초음파 소견에서 비

침윤성관내암이나 침습성암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음성진동(vocal fremitus)이 감별에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음파 소견이 대부분(7예, 78%) 범주 3

의 양성가능성의 병변으로 분류되었으며 2예는 불명확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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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C

Fig. 2. 22-year-old-woman presented with a palpable mass
of the left breast.
A. Sonography shows oval, parallel oriented, angular and
hypoechoic mass with posterior acoustic enhancement.
B. Discrete differentiation between normal tissue and
adenosis tumor is seen (arrows) in photomicrograph of sur-
gical specimen (H-E stain; ×40).
C. The mass is filled with prominent florid adenosis (H-E
stain; ×400).



를 가지고 있어 범주 4로 분류되었다. 8예의 종괴는 저에코였

으나 등에코를 가진 1예가 있었는데 이는 분만 후 2개월째에

만져지는 혹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보였는데 외과적 절제 이전

에 시행한 핵생검에서는 수유성 변화를 동반한 섬유선종으로

진단되었었다. 이 종괴가 등에코를 보인 이유는 수유기 유방에

서는 유선내 유도관과 그 내부의 유즙에 의해 전반적으로 에

코 음영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범주 3에 해당하는 7

예중 5예는 환자가 원하고 나머지 2예와 범주 4에 해당한 2

예는 외과의가 선증에 대해 절제하는 것을 선호해 외과적 절

제가 시행되었다.

최근 Gill 등(13)은 핵생검에서 경화성 선증으로 진단된 병

변에 대한 영상소견의 적합성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유방병변이 외과절제 이전에 핵생검을 통해 진단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들은 핵생검에

서 경화성 선증이 주소견인 33개의 병변을 대상으로 연구하였

는데, 대부분이 명확한 경계를 보이거나 군집석회화를 가지는

병변이었고 1예에서 수술생검에서 침윤성 유방암이 확인되었

는데 이는 유방촬영술에서 침상이 보이는 악성이 매우 의심되

는 병변이었다. 이들은 핵생검 검체에서 경화성 선증의 진단은

많은 주의를 요하며 영상과 불일치하는 경우 수술생검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 대상이 주로 경화성 선증

의 병변이어서 우리의 연구 대상과는 차이가 있지만, 선증 종

양 역시 핵생검의 병리소견과 영상소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음성 혹은 위양성 진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꼭 필

요하다. 즉 만져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젊은 여성에서 양성 종

괴의 비특이적인 초음파 소견을 보일 때 조직 검사 결과가 선

증 종양이라고 확인된다면 병리소견과 영상소견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수술로 확진된 선증종양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실제 초음파 유도하의 핵생검에서 다양한 선증으로 진단

된 병변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향후 이들

을 대상으로 병리-영상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선증종양은 초음파에서 대부분 난원형의, 장축

이 피부 면과 평행한 방향의, 저에코성의, 변연이 명확한, 후면

음영 증가를 동반하는 비특이적인 양성종양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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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0-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 palpable mass of the left breast
A. Mammography shows oval shaped, well marginated and hyperdense mass
without microcalcifications.
B. Sonography reveals oval, parallel oriented, circumscribed and hypoechoic
mass with posterior acoustic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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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grahphic Features of Adenosis Tumor1

Hae-Kyoung Jung, M.D.1,2, Eun-Kyung Kim, M.D.2

1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Pochon C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Department of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rpose: We wanted to evaluate the sonographic features of adenosis tumor of the breast.
Materials and Methods: We evaluated the sonographic findings of 9 lesions in 9 patients who had a diagnosis of
adenosis tumor after excision.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32 years. All the masses were palpable. The
sonographic features were interpreted by the ACR-BI-RADS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Three of the women underwent mammography.
Results: The mean size of the lesion was 2.4 cm, and the shape of the masses was oval (n=9). The orientation
was parallel (n=9). The margin was circumscribed (n=7), angular (n=1) and microlobulated (n=1). The lesion
boundary was an abrupt interface (n=9). The echo pattern was hypoechoic (n=8) and isoechoic (n=1).
Posterior acoustic enhancement was seen in 7 masses, and the other 2 masses showed combined shadowing
and enhancement. The final assessment categories were classified into category 3 (n=7) and category 4 (n=2).
Mammograms performed in 3 patients revealed a circumscribed mass in 2 patients and negative findings in 1
patient. 
Conclusion: Adenosis tumor of the breast usually shows as an oval, parallel oriented, circumscribed, hypoe-
choic mass with posterior acoustic enhancement on so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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