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유방 클리닉에서는 다양한 유방 증상을 가진 환자를 만나게

된다. 증상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영상 검

사를 하게 된다. 젊은 여성이나 유방촬영술은 정상이지만 치밀

유방의 경우는 유방 초음파가 도움이 된다. 환자들이 만져지는

유방 병변이 있다고 호소할 때 유방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가 정

상이라면 최종적으로도 거의 정상이며 그 음성예측도는 거의

99.8-100 % 라고 보고하였다 [1, 2]. 게다가 초음파를 이용

한 여러 조직검사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진공보조 생검

법 (vacuum assisted biopsy)은 유방의 양성 병변을 수술 없

이 완전 제거가 가능하므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여러 병변의 진단 접근법은 다소 이견

이 있을 수 있지만, 유방영상판독 및 데이터체계(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BI-RADS)를 이용한

판독으로 소통이 원할 해 졌다 [3]. 본 연구는 유방 초음파 검

사 당시에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던 다양한 증례들을 통

해, 유방 병변의 진단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다.

증례보고

증례1 (Fig. 1)

42세 여자가 1년 전부터 오른쪽 유방에 만져지는 종물을 주

소로 유방촬영술과 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유방촬영술에서는 해

당부위에 종괴가 있었고, 초음파에서는 경계가 비교적 좋으나

주변의 지방보다 에코가 다소 떨어지는 혹이 있어서 범주

(category) 4로 판독 하였다. 임상의는 추적 검사를 권하였으

나, 병변에 대한 토의 후, 초음파 유도 하 자동총생검을 시행

하였다. 조직 검사상 림프종으로 확진하였고, 판독의가 범주 4

이상으로 진단한 경우는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

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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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방 클리닉에서는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만나게 된다. 특히 유방에 만져지는 병변은 환자
나 임상의사에게 중요한 증상이다. 증상이 있는 유방 병변의 진단에 의사의 진찰과 더불어 유방 촬
영술과 초음파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영상 검사들로 많은 증상의 원인을 추론하
고 해결할 수 있지만, 가끔 예상치 않은 결과들을 만날 수 있다. 본 화보에서는 임상적으로 접했던
흥미롭고, 당황스러웠던 증례들의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소견을 열거하고, 이런 증례들에 익숙해져
서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색인단어 : Breast, diseases
Breast, US
Breast ra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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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의 일차성 림프종(primary breast lymphoma)은 유방의

악성 종양의 0.12 %-0.53%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이

다 [4, 5]. 이 진단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학적 검체가 있어

야 하고, 유방 조직에 임파성 침윤이 있어야 하며, 전신에 침

범하거나 이전에 림프종이 없어야 하며, 림프종이 있는 유방과

같은 방향의 액와 임파절 침범은 허용이 된다 [6]. 유방촬영술

소견상 결절성 림프종은 내부에 악성 석회화가 없는 경계가 좋

은 종괴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만성 림프종은 비대칭

적인 음영증가와 피부 두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7]. 초음

파 소견은 결정성 림프종은 경계가 분명한 저에코의 종양으로

보이는 것이 전형적 소견이고, 미만성 림프종은 유방 조직을

대체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병변으로 보인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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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rimary breast lymphoma in a 42-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
palpable mass in right breast for 1 year.
A. Right mediolateral oblique mammogram shows a 4 cm sized, elongated
mass with lobulated margins (arrows). B. Sonogram shows a 3.9 cm
sized, elongated, marked hypoechoic, solid mass in the palpable area.

A

B
Fig. 2. Mucocele-like tumor in a 43-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 palpable mass for 2 weeks, which developed during chemother-
apy due to mucinous cystadenocarcinoma of the ovary.
A. Bilateral craniocaudal views of mammogram shows a 1 cm
sized, ovoid mass with circumscribed margins (arrows). B. Sono-
gram shows a 0.8 cm sized, cystic mass with internal echogenic
portion (arrows) in the palpable area. 



증례2 (Fig. 2)

42세 여자가 난소에 점액성 악성 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중 2주전부터 유방에 종물이 만져져서 유방촬영술과 초음파 검

사를 시행하였다. 유방촬영술상 비교적 경계가 좋은 종괴가 보

였고, 초음파에서는 낭종내에 작은 고에코의 부분이 보였다. 초

음파 소견은 낭종 내 일부 움직이는 고에코 부분이 있어서, 복

합 낭종(complicated cyst)으로 판단하고 범주 3로 진단하고,

추적검사를 권장하였다. 그렇지만 환자가 악성 종양의 가능성

을 염려하여 초음파 유도하에 자동총생검을 시행하였고, 조직

검사 시에 점액성 조직을 얻었다. 조직 검사 후 낭종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조직검사상 점액류 유사종양이 의심

되어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점액류 유사종양으로 진단하였다.

점액류 유사종양은 점액을 포함한 낭종으로 종종 파열되어

주변 기질로 새어나갈 수 있다 [8]. 점액류 유사종양의 유방촬

영술 소견은 중간형(intermediate) 미세석회화나 종종 석회화

를 가지는 종괴로 나타난다 [9]. 초음파 소견은 복합 낭종을

닮은 내부에 저 레벨(low-level)의 내부 에코를 가진 경계가

좋은 난원형이나 관상의 구조로 보인다 [9]. 이 낭종을 둘러싸

는 상피가 양성에서 비정형 관증식증, 관상피내암까지 다양하

다 [10]. 자동총생검으로는 제한된 정보만 얻을 수 있으므로,

수술로 확진을 권장하는 병변이다.

증례3 (Fig. 3)

53세 여자가 8개월 동안 유방에 만져지는 병변이 있어 검사

를 시행하였다. 유방촬영술은 정상이었고, 초음파에서 만져지

는 부위에 기다란 저에코의 종괴가 보였다. 유방 판독은 범주

3로 하였으며, 영상소견만으로 특정한 진단이 가능하다면 제

시해 주는 것이 좋다. 이 경우처럼 아주 기다란 모양을 보이면

스파르가눔증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해 주어 총조직생

검 대신 절제적 생검을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초음파 당시 개

구리나 뱀을 생식한 적이 있는지 약수물을 마신 적이 있는지

등의 환자의 병력을 물어보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되며, 가끔

유방의 피하 지방층을 따라 이동하는 병력이 있다면 진단에 많

은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이런 기생충은 자동총생검으로 진단

하는 것보다는 수술로 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영상 소

견에 익숙해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스파르가눔증은 주로 우리 몸의 피하 지방을 침범하여 하지

나 복부, 근육등을 침범한다. 유방을 침범한 경우 유방촬영술

상 사행상(serpiginous)의 종괴로 나타나고, 초음파상 저에코

의 길죽한 병변이 피하 지방층에서 보이면 진단이 가능하다

[11, 12].

증례4 (Fig. 4)

20세 여자가 한달동안 유방에 만져지는 종괴로 초음파를 시

행하였다. 초음파에서 비교적 경계가 좋은 고에코의 병변이 피

하 지방층에서 보여 범주 2로 판독하고 지방 괴사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환자는 만져지는 병변이어서 제거를 원하였고, 초

음파 유도하에 진공보조 생검법을 시행하였다. 조직 검사상 융

기성 피부 섬유육종으로 진단되었고, 범주 2의 병변으로 판단

하더라도 만져지는 병변에 대한 진단적 접근이 좀 더 신중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례이다. 

융기성 피부 섬유육종은 아주 드문 종양으로, 피하 조직에서

주로 생긴다. 주로 체간이나 사지에 잘 생기며, 유방에는 아주

드물게 생긴다 [13, 14]. 유방의 병변은 대부분 양성 종괴로

오인되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15]. 국소 재발을 잘하며 전

이는 드물지만 주로 폐로 전이된다. 광범위 절제술을 하여 국

소 재발을 줄이려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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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arganosis in a 53-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
palpable mass in left breast for 8 months.
Sonogram shows a 3 cm sized, elongated and hypoechoic solid
mass in the palpable area.

Fig. 4.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ce in a 20-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 palpable mass for 1 month in left
breast.
Sonogram shows a 1 cm sized, relatively well-defined, hypere-
choic, solid mass located in the subcutaneous area (arrows).



증례5 (Fig. 5)

21세 여자가 6개월 전부터 유방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어, 개

인 유방 의원에서 초음파 후 양성 혹이란 진단을 받았으나, 걱

정이 되어 본원에 방문 하였다. 유방촬영술에서 3.5 cm 크기

의 고밀도의 종괴가 보였고 초음파에서는 비교적 경계가 좋은

등에코의 종괴여서 범주 3로 진단을 하였다. 혹은 6개월 전과

비교 시 크기 변화는 없었으나, 환자는 걱정이 심하여 수술을

원하였고, 악성 엽상성 육종으로 진단되었다.

엽상성 육종은 유방 종양의 1%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이다.

엽상성 육종은 만져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악성

보다는 양성이 많다. 유방촬영술상 대부분은 경계가 좋은 고음

영의 종괴로 나타나고, 양성과 악성의 구분은 종양의 크기와

관계가 있으며, 3 cm 이상일 경우 악성의 경향이 높다 [16].

초음파 검사에서 고형 종괴로 나타나며, 악성 엽상성 육종의

경우 가장자리가 각지거나(angular), 불분명한(ill defined)한 경

우가 많다. 내부에 낭성 괴사(cystic necrosis)가 보일 수 있

다. 엽상성 육종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하기 쉬우며,

폐, 늑막, 골수 등 혈행성으로 전이를 할 수 있다 [17].

만져지는 유방 병변의 접근 방법은 만져지지 않고 영상 소

견에서만 보이는 병변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환자가 병변에

대해 주의하므로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환자가 심한 걱정을 한

다. 만져지는 유방 병변의 진단 방법으로는 삼중 검사 (의사의

진찰, 유방촬영술, 세침 흡인 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18,

19], 최근에는 유방촬영술대신 초음파를 사용하는 변형된 삼

중 검사가 있다 [20]. Bassett은 만져지는 유방 병변이 있는

경우, 초음파상 양성 혹으로 판단되면 6개월 추적검사나 조직

검사를 하도록 권하였다 [21]. 

증례6 (Fig. 6)

38세 여자가 왼쪽 유방에 두 달 간의 통증과 열감을 호소하

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다. 초음파 소견상 경계가 불분명한

관모양의 저에코 병변이 있었고, 판독은 범주 4로 하였으나 염

증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여, 조직학적 진단 없이 항생제 치

료를 하였다. 그 뒤 환자의 추적이 안되었고 3개월 뒤 다시 병

원에 왔을 때는 크기가 더 커져있었다. 

유방촬영술에서는 조직의 변형(architectural distortion)과

부종, 그리고 인접 피부 비후가 보였고, 초음파에서 관모양의

저에코 병변의 범위가 증가되었다. 자동총생검에서 침윤성 미

세 유두암으로 확진하였다. 이 증례는 범주 4이상인 병변은 반

드시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유방촬영술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

로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실행함이 원칙으로, 본 경우에

서도 유방촬영술이 진단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염증성 유방암은 유방암의 1-4%의 빈도로 나타난다 [22].

임상적으로 유방의 발적, 피부의 변색, 오렌지 껍질 모양 (peau

d’orange), 통증, 종괴, 열감등으로 나타난다. 조직학적으로 어

떤 종류의 유방암도 염증성 유방암이 될 수 있으며, 피하 임파

선을 침범시에 나타난다. 유방촬영술상 종괴, 악성 모양의 석

회화와 피부 변화가 보인다 [23]. 이중 악성 모양의 석회화는

유방 염증과 감별에 도움을 주며, 미만성 피부비후나 부종, 고

음영 림프절 소견이 보이면 유방 염증보다 염증성 유방암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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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Malignant phyllodes tumor in a 21-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 palpable mass for 6 months.
A. Bilateral mediolateral oblique mammogram shows a 3.5 cm sized, round mass with lobulated margins (arrows). 
B. Sonogram shows a 3.5 cm sized, well circumscribed, hypoechoic, solid mass in the palpable area.



저 고려해야 하고,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24]. 

고 찰

유방암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선별유방촬영술의 체계화 된 연구로 나타났고, 최근에

는 선별유방초음파에 대한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25-27].

본원에서는 유방 초음파에서 병변의 발견시, 2003년 미국방사

선의학회에서 제시한 유방 초음파의 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독을 하고 있으며 [3], 이로 인하여 여러 임상의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유방 클리닉은 방사선과 의사와 외과의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증상이 없는 선별 검사에

서 조기 유방암의 발견은 품질관리에서 진단에 이르기까지 대

부분이 방사선과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 지고 있다. 증상이

없는 환자의 조기 유방암의 진단이 방사선과 의사의 중요한 역

할 중 하나이지만, 유방 클리닉에서는 다양한 증상의 환자를

만나는 기회가 많고,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진단이나 치

료의 접근 방식이 증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

와 더불어 증상은 특이하지 않으나 무증상 조기암을 검사 중

에 발견하여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28]. 

본 화보에서는 지금까지의 논문형식과는 다소 다른 형식이

시도되었다. 이는 저자들이 환자의 증상을 접하며 진단에 이르

는 과정을 이 논문을 접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여, 자신이

환자의 주치의의 입장에서 진단의 흐름과 치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자 하였다. 저자들의 경우 유방 클리닉이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환자, 특히 만져지는 병소를 주소로 내원한 경우

가 많았다. 만져지는 병변의 진단에는 삼중 검사 (의사의 진찰,

유방촬영술, 세침 흡인 검사) [18, 19] 나, 유방촬영술대신 초

음파를 사용하는 변형된 삼중 검사가 있다 [20]. 만져지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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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Fig. 6. Inflammatory breast carcinoma in a 38-year-old woman p-
resented with breast pain and heating sensation for 2 months. 
A. Sonogram shows an ill-defined, tubular, hypoechoic lesion in
the subareolar area (arrows).
B. Bilateral craniocaudal mammograms after 3 months of the ini-
tial US show an architectural distortion (arrows) with adjacent
edema in the subareolar portion of left breast.
C. Sonogram 3 months after the initial US shows increased ex-
tent of an ill-defined tubular hypoechoic lesion in left breast (ar-
rows).



변이 유방 초음파에서 범주3의 경우, 6개월 추적 검사나 조직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21]. 만져지는 유방 병변의 접근 방법

은 만져지지 않고 영상 소견에서만 보이는 병변과는 조금 다

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환자가 병변에 대해 관심이 높고

걱정이 많으므로 이 증상에 대한 해결의 욕구가 높은데 기인

한다. 그러므로 만져지는 병변은 좀 더 적극적인 조직검사를

권장하고자 한다. 그것은 앞서 증례를 통해 언급한 환자의 염

려와 의료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 제시한 여러 증례들을 통하여,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접근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해 보았다. 많은 병원에서 주

치의와 영상의학과 의사가 나누어져서 유방 클리닉이 운영되

므로, 진단을 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 다

소 소극적일 수 있으나, 이런 증례들을 통하여 주치의 입장에

서 진단적 접근법을 고민할 수 있다. 이 화보는 영상 검사를

하면서 다소 간과할 수 있었던 조직학적 확진의 중요성을 재

고찰하였고, 특히 만져지는 병변에 대한 진단적 접근에 있어서

다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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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ed Cases Encountered in the Breast Clinic

Jin Young Kwak, M.D., Seung Hee Lee, M.D., Sun Yang Chung, M.D.*, 
Hae Kyoung Jung, M.D., Tae Hee Kwon,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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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atients present to the breast clinic with variable symptoms. The degree of palpability is the important
symptom for patients and clinicians. Both mammography and ultrasonograph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ag-
nosis of breast diseases by indicating the cause of the symptoms and aiding in the selection of treatment for the dis-
ease. Sometimes, however, we meet unexpected results. In this paper, we will illustrate the ultrasonographic and
mammographic findings of interesting, unusual or perplexing breast cases in order to familiarize ourselves with
these breasts through these cases and thereby assist in future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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