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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유두 분비에 대한 고찰

-충주 지역 병원에서 진료된 환자들의 분석 -

유두 분비는 유방통증,유방멍울 과 함께 유방질환의 3대 증상으로
의료진에게 유방암의 전구증상일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중요시 인식
되고 있다.현제 국내의 의료전달체계에서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견
된 유방질환은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1
차적 증상에 따른 원인분석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
다.유방질환의 초진 후 정밀진단,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시행 및 추
적 분석이 가능한 지역 종합병원에서의 자료 분석을 통해 유방질환
의 초진시 유두 분비 증상 중에 중요하고 유의해야할 사항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유방 크리닉에 2003년 1월서부터 2007년 3월까
지 내원한 8688명의 비수유기의 여성 중,유두 분비의 증상이 있거
나 유방 촉진 시 발견된 유두 분비가 있는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과거력,이학검사,단순 유방촬영,유방 초음파,유두 분비물 균 동
정,유두 분비물 세포학적 검사,혈청 프로락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에 따른 추가 검사 및 치료 등을 하였다.
연령분포는 40대가 84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과거력상 지속
적인 약물 복용을 한경우가 40(23.7%)명이였다.유두 분비물의 분비
는 양측이 117명(69%)으로 편측 52명 보다 많았고.분비물 형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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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 외과적 유두 분비가 60명(35%)이였다.유방 초음파 결과 양성
유관병변이 52명(31%),양성유방종양이 의심되는 경우가 33명(20%),
악성유방종양의증이 2명이였다.혈중 프로락틴 검사상 상승된 소견
이 36예가 있었으며,그중 5배 이상 상승된 경우가 11예 있었다.그
중 뇌하수체 비대증 1예,뇌종양 1예,프로락틴종양 5예가 진단되었
다.그 외 균 동정상 확진된 유관염증이 4예 있었다.조직검사를 17
예에서 시행하였으며,이중 악성유방종양이 2예,양성유관병변이 6
예,유관유두종이 5예,섬유선종이 3예,섬유낭종이 1예 이였다.조직
검사상 증명된 병적유두 분비의 64%가 외과적 유두 분비형태 이였
으며 71% 가 편측성 유두 분비양상 이였다.모든 진단 영상학적,임
상 조직병리학적 원인이 증명된 병적 유두 분비는 25명으로 169명중
14.8%를 차지하였고,그 병적 유두분비 중 8%인 두 예에서 유방암
이 발견되었다.

핵심 되는 말:유두 분비,악성유방종양,병적 유두 분비,
외과적 유두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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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 분비에 대한 고찰
-충주 지역 병원에서 진료된 환자들의 분석 -

<지도교수 김김김 대대대 성성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태태태 진진진

III...서서서론론론

비수유기의 여성의 유두 분비는 중요한 임상적 증상이며 다양한 분비형
태를 보인다.유두 분비는 유방통증,유방멍울 과 함께 유방질환의 3대 증
상으로,3-7% 정도를 차지한다.1,2유두 분비는 악성 질환 보다는 양성 질
환과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적 유두 분비의 9-21% 정도
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음으로,유방암의 전구증상으로 중요시 인식되고 있
다.3,4.5.6,7 유의한 유두 분비는 비수유기의 지속적이며(persistent),자발
(spontaneous)적인 유두 분비이며,수유기 이거나,비 지속적이거나,의사
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추출되는 비자발적(non-spontaneous)유두 분비는
유의한 유두 분비가 아니다.8

유두 분비는 분비 형태에 따라 우유빛(milky),크림형태(creamy),농색
(purulent),투명(clear),노랑색(yellow),핑크색(pinkish),핏빛(bloody)으로
분류 된다. 이중 우유빛,크림형태,농색 유두 분비는 내과적 질환과 연관
이 높아,흔히 비외과적 유두 분비로 분류되며,투명,노랑색,핑크색,핏빛
은 외과적 질환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외과적 유두 분비로
분류된다.8또한 이들 외과적 유두 분비는 유방암과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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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3,8

일부 저자는 유두 분비를 생리적 유두 분비와 병적 유두분비로 분류하며,
생리적 유두 분비는 양측성이고,비자발적 이며,유방을 짜거나 유즙을 유
도한 후 다발적 관에서 발생된 것을 말하며 비수유기 여성의 약 60-70%에
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병적인 유두 분비는 편측성이고,단일 관에서 발
생되는 지속적이며,자발적인 유두 분비라고 보고하였다.9,10,11병적 유두 분
비의 원인으로는 유관유두종(intraductal papilloma), 유관유두종증
(intraductalpapillomatosis),악성유방종양,유즙분비(galactorrhea),유관염
증(periductal mastitis), 유관확장증(ductal ectasia), 유두선종(nipple
adenoma),파제트씨병(Paget'sdisease)등이 있다.
현제 국내의 의료전달체계에서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유방질환은 3
차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1차적 증상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저자는 유
방질환의 초진 후 정밀진단,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시행 및 추적 분석이 가
능한 지역 종합병원에서의 자료 분석을 통해 유방질환의 초진시 유두 분비
증상 중에 중요하고 유의해야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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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유방 크리닉에 2003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4
년 3개월간 내원한 8688명의 비수유기의 여성 중,유두 분비가 있어 충주
의료원 외과의 진료 프로토콜에 따라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한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연령,장기 약물 복용의 과거력을 조사하였다.유두 분비의 양상을
편측성과 양측성으로 분류 하였고,유두 분비의 형태를 우유빛(milky),크
림형태(creamy),농색(purulent),투명(clear),노랑색(yellow),핑크색(pink),
핏빛(bloody)으로 구분하였다.진단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하였으며,단순
유방 촬영 소견은 BI-RADS® 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여 정상적인 정상유방소견,양성유방종양의심,양성유관병변의심과
악성유방종양의심 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혈중 프로락틴 검사를 하였
고,유두 분비의 세포학적 검사와 유두 분비의 균 동정을 시행하였다.유
두 분비의 세포학적 검사는 슬라이드 도말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유두
분비의 균 동정은 알코올 솜으로 유두부위를 소독 후 유두분비를 멸균된
면봉-배지 세트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초음파 검사상 유방 종양 내지 중등도 이상의 양성유관병변이 의심되는 환
자 중 진단영상의학 적으로 악성이 의심되거나,핑크색 내지 핏빛 유두 분
비를 보이거나,세포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을 보인 경우 이거나,단일 유두
관의 외과적 유두 분비 형태를 보인 경우 이거나,환자가 강력히 요구한
경우 선택적인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또한 필요시 선택적으로 뇌 MRI
등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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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과과과
환자의 연령분포는 40대(5thdecade)가 84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50명(29.6%),50대가 17명(10%),20대가 14명(8.3%),
60대가 2명(1.2%),10대와 71세 이상이 각각 1명씩(0.6%)있었다.

그그그림림림 111...연령분포

과거력상 위염 내지 위궤양 약을 근래에 복용한 군이 26명이 있었으며,그
중 대부분인 18명은 6개월 미만 복용하고 있었다.그 외에 여성호르몬 7명,
갑상선 호르몬 4명,한약 2명,항히스타민 1명 등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
용하고 있었다.
분비 양상은 양측이 117명(69%)으로 편측 52명(31%)보다 많았다.분비
물 형태 분류상 비-외과적 유두 분비가 109명(65%)으로 더욱 많았으며 그
중 우유빛(milky)이 99명,크림형태(creamy)가 6명,농색(purulent)이 4명
이였다.외과적 유두 분비가 60명(35%)이었으며,투명(clear)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은 노랑색(yellow)이 23명 이였고,핑크색(pink)이 6
명,핏빛(bloody)이 4명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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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유즙분비물 형태에 따른 분류

표표표 111...ACRBI-RADS® 분류:AssessmentCategories
A.Assessment isincomplete
Category0 Needadditionalimagingevaluationand/or

priormammogramsforcomparison

B.Assessmentiscomplete-finalcategories
Category1 Negative
Category2 Benignfinding
Category3 Probablybenignfinding

Shortintervalfollow-upsuggested
Category4 Suspiciousabnormality

Biopsyshouldbeconsidered
Category5 Highlysuggestiveofmalignancy

Appropriateactionshouldbetaken
Category6 Knownbiopsy-provenmalignancy

Appropriateactionshouldbetaken
ACR BI-RADS®: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Breast Imaging
-ReportingandData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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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유방 촬영상 정상소견인(BI-RADS® category1)경우가 87명이였으
며,양성종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BI-RADS® Category2& 3)가 21
명,악성이 의심되는 경우(BI-RADS® Category4& 5)가 1명 있었으며,
그 외 60명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 치밀성 유방소견(BI-RAD® Category0)
을 보였다.
유방 초음파 결과 양성유관병변(benign ductallesion)의심이 52명(31%),
양성유방종양이 의심되는 경우가 33명(20%),악성유방종양이 의심되는 경
우가 2명 이였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정상유방소견 형태가 82명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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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프로락틴 정상소견이 133예 이었으며,상승된 소견이 36(21.3%)예가
있었으며,그중 5배 이상이 11(6.5%)예 이였다.혈중 프로락틴이 5배 이상
증가된 소견시 뇌 MRI검사를 권유하였고 8예에서 시행하였으며 그중
MRI소견상 프로락틴종이 5예,기타 뇌종양이 1예,뇌하수체 비대증이 1
예,정상소견이 1예에서 발견되었다.총36예 중 일시적인 프로락틴 증가소
견 이거나,내복약을 복용 금지 후에 프로락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경
우가 9예 있었으며,신경외과적 치료를 한 경우가 2예,내과적으로
bromocriptine치료 후에 좋아진 경우가 1예 있었으며 나머지는 추적소실
내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유두 분비 세포학적 검사는 모든 예에서 시행되었는데,유관유두종
(intraductalpapilloma)이 의심된 경우가 8예와 악성의증이 2예 있었다.유
관유두종의증 중 4예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예는 유관유두종,1예는
양성유방종양,1예는 악성유방종양으로 판명되었다.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2예는 영상진단학적으로 정상소견을 보였으며,2예는 유방초음파 검
사상 양성유관병변의증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악성의증으로 보
고되었던 2예 중 1예는 30대의 여성으로 편측의 투명 유두분비를 보였으
며,초음파 검사상 양성유관병변의증 이였으며 추적 소실되었고 나머지 1
예는 조직검사상 유관 염증으로 판명되었다.
유두 분비 균 동정 검사 169예중 균동정 양성인 경우가 22예 가 있었으며
그중 양측성이 17예 편측성이 5예 있었다.모든 진단학적 검사가 정상이나
균 동정만 양성인 경우가 17예 있었다.유두 분비 형태상 우유빛이 10예로
가장 많았고 노랑색이 8예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이중 임상적으로 유관
염증(periductalmastitis)이 의심되는 편측성 농색 내지 노랑색 유두 분비
는 4예로 18%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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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222...조직검사 시행 환자들의 임상양상 및 검사결과

나이 세포 양상 형태 MammoU/S Bx Treatment
예 1 48 Neg 편측 투명 Bi2 양성종 양성종 절제
예 2 49 Neg 양측 우유 Bi3 약성의 양성종 절제
예 3 75 Sus 편측S 농색 Bi1 양성관 양성관 절제
예 4 39 Neg 양측 크림 Bi0 양성관 양성관 절제
예 5 48 Papi 양측 투명 Bi0 양성관 유두종 절제
예 6 65 Papi 편측 핏빛 Bi1 양성종 상피암 유방절제
예 7 49 Neg 편측 분홍 Bi3 양성종 유두종 절제
예 8 36 Papi 편측 핏빛 Bi1 양성관 양성종 절제
예 9 46 Neg 양측 핏빛 Bi0 양성관 유두종 절제
예 10 49 Neg 편측 분홍 Bi5 악성의 유방암 유방절제
예 11 29 Neg 편측S 투명 Bi1 양성종 양성관 절제
예 12 45 Neg 편측 크림 Bi1 양성관 양성관 절제
예 13 19 Neg 편측S 노랑 Bi0 양성종 유두종 절제
예 14 47 Neg 편측 우유 Bi0 양성종 유성종C절제
예 15 41 Neg 편측 크림 Bi3 양성종 양성관 추적관찰
예 16 45 Papi 편측 노랑 Bi3 양성종 유두종 절제
예 17 23 Neg 편측 노랑 Bi0 양성종 양성관 절제

Neg:세포학검사 특이소견 없음 Sus:약성의증
Papi:유관유두종 의증 편측S:편측 단일 유두관
양성종:섬유선종 양성종C:섬유낭종
양성관:양성유관병변 유두종:유관유두종
Bi:BI-RAD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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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17명이였다.초음파 검사상 유방종양 내지 중등
도 이상의 양성유관 병변이 있는 환자중 진단영상의학적으로 악성유방종양
이 의심되거나,핑크색 내지 핏빛 유두 분비를 보이거나,세포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을 보인 경우 이거나,단일 유두관의 외과적 유두 분비형태를 보
인 경우 이거나,환자가 강력히 요구한 경우 선택적인 조직검사를 시행하
였다.이중 악성유방종양이 2예,양성유관병변이 6예,유관유두종이 5예,양
성유방종양이 4예 이였고 양성유방종양중 섬유선종이 3예,섬유낭종 이 1
예 있었다. 유두 분비와 인과관계가 불투명한 섬유선종 3예를 제외한 14
예의 조직검사 시행 환자중 편측성이 10(71%)개 양측성이 4개를 보였다.
악성유방종양은 2예와 섬유낭종 모두 편측성 분비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
며,유관유두종은 양측성이 2예(40%),편측성이 3예(60%)를 보였다.양성
유관병변은 양측성이 2예와 편측성이 4예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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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유두 분비물의 양상에 따른 조직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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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 분비와 인과관계가 불투명한 섬유선종 3예를 제외한 조직검사 시행
환자14예 중 9예(64%)가 외과적 유두 분비 형태인 투명,노랑색,핑크색,
핏빛을 보였다.악성유방종양은 핑크색 1예 와 핏빛 1예의 유두 분비형태
를 보였으며,유관유두종은 투명 1예,노랑색 2예,핑크색 1예,핏빛 1예로
모두 외과적 유두 분비 형태를 보였다.양성유관병변은 비외과적 유두 분
비형태 4예(크림형태 3예,농색 1예)와 외과적 유두 분비 형태 2예(투명 1
예,노랑색 1예)를 보였다.섬유낭종은 우유빛 유두 분비 형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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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유두 분비물의 형태에 따른 조직검사 결과

조직 검사상 증명된 병적 유두 분비는 14예로 악성종양 2예, 섬유낭종 1
예,유관유두종 5예,양성유관병변 6예 이였다.그 외 병적 유두 분비는 혈
청 프로락틴수치 증가와 MRI상 병변 소견이 있거나,유두 분비 균 동정
검사상 증명된 병적 분비로 뇌하수체 비대증 1예,뇌종양 1예,프로락틴종
양 5예,유관염증 4예 이였다.총 병적 유두 분비는 25예 이며 이는 총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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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 14.8% 이다.즉 본 연구의 병적 유두 분비는 14.8% 이며 생리적
유두 분비는 85.2% 이다.이는 유두 분비와 인과관계가 불투명한 조직 검
사상 증명된 양성유방종양중 섬유선종 3예를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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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비수유기의 여성의 유두 분비는 중요한 임상적 증상이며 다양한 분비형태
를 보인다.유두 분비는 유방통증,유방멍울 과 함께 유방질환의 3대 증상
으로,3-7% 정도를 차지한다.1,2유두 분비는 악성 질환 보다는 양성 질환
과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적 유두 분비의 9-21% 정도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음으로,유방암의 전구증상으로 중요시 인식되고 있
다.3,4.5.6,7

이미 1,2차 의료기관에서 전원 되어 수술적 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유
방암의 진단후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가 많이 포함되어 연
구 결과의 한계성을 지적한 발표나,3차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발
표결과에서 보듯이 현제 국내의 의료전달체계에서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유방질환은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1차
적 증상에 따른 원인분석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다.14,15

이에 유방질환의 초진후 정밀진단,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시행 및 추적 분
석이 가능한 한 지역의 종합병원인 충주의료원에서,유두분비의 증상을 가
지고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충청북도 충주의 인구는 약 21만 정도인 중소도시이다.고령 인구밀도가
높고,인구의 50% 정도가 청정지역인 시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또한 근처의 도시로는 1시간 거리의 청주시(약 70만 인구),원
주시(약 30만 인구)와 약 2시간 거리의 서울특별시가 있다.충주는 근처
대도시의 존재에 의한 위성도시화가 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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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의료전달 체계상 대부분의 시민은 1차 및 2차 진료를 충주시 내
에서 이주어지며,2차 진료기관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350병상 규모)과
충청북도 충주의료원(250병상 규모)이 있다.3차 진료는 3차 진료기관이 없
는 관계로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다.이러한 특징으로 한 지역
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를 하기에 적절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령분포는 40대가 84(4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0대와
50대가 많았다.그중 2예의 악성유방종양은 49세와 65세 이였다.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정확한 약성분은 모르지만,과거력상 위염
내지 위궤양 약을 근래에 지속적으로 복용한 군이 26명이었으며,그중 대
부분인 18명은 6개월 이하로 복용하고 있었다.위궤양 내지 위염 약을 먹
는 환자들은 대부분 혈중 프로락틴 증가 소견을 보였으나 대부분 2배 이하
증가이며,모두다 5배 이하 증가 이였다.또한 26명중 추적관찰이 된 9예는
위궤양 내지 위염 약을 끊고서 시행한 혈중 프로락틴 검사상 정상 회복 되
었으며 유두 분비 또한 없어졌다.위염 내지 위궤양시 처방되는 약물인
cimetidine, sulpride 등은 pneothiazines, tricyclic antidepressants,
rauwolfiaalkaloids,methyldopa,oralcontraceptive와 같이 알려진 유두
분비의 원인이다.8,16

위염 내지 위궤양 관련 약품 외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14명을 포함 총
40명이 약물복용에 의한 유두 분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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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유즙 분비 와 연관성이 밝혀진 일부 약물들 16

DDDooopppaaammmiiinnneee---rrreeeccceeeppptttooorrrbbbllloooccckkkaaadddeee
Butyrophenones,Metoclopramide,Phenothiazines,Isperidone,Thioxanthenes,
Tricyclicantidepressants,Selectiveserotoninreuptakeinhibitors,Sulpride,

DDDooopppaaammmiiinnneee---dddeeepppllleeetttiiinnngggaaagggeeennntttsss
Methyldopa,Reserpine

IIInnnhhhiiibbbiiitttiiiooonnnooofffdddooopppaaammmiiinnneeerrreeellleeeaaassseee
Codeine,Heroin,Morphine

HHHiiissstttaaammmiiinnneee---rrreeessseeeppptttooorrrbbbllloooccckkkaaadddeee
Cimetidine

SSStttiiimmmuuulllaaatttiiiooonnnoooffflllaaaccctttoootttrrroooppphhhsss
Oralcontraceptives,Verapamil

유두 분비 형태와 세포학적 검사는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과의 구분을 하
는데 있어서 의미 있게 여겨져 왔다.핏빛 및 핑크색 유두 분비는 다른 분
비 형태보다는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노랑색
유두 분비의 6%,투명 유두 분비의 33%,핏빛 유두 분비의 27.5% 와 핑
크색 유두 분비물의 12.9% 가 악성 유방 종양과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
는 등 투명,노랑,핑크색,핏빛 유두 분비는 유방암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
다.4,8 본 연구에서는 핏빛 유두 분비와 핑크색 유두 분비 10예 중 2예
(20%)에서 악성으로 판명되었다.
유두 분비 세포학적 검사상 8개의 유관유두종의증 중 4예가 조직검사를 시
행하였고 그중 2예는 유관유두종,1예는 양성유방종양,1예는 악성유방종양
으로 판명되었다.악성의증(suspicious)로 보고되었던 2예중 1예는 30대
의 여성으로 편측의 투명 유두분비를 보였으며,초음파 검사상 양성유관병
변 이였으며 추적 소실되었고 나머지 1예는 조직검사상 유관 염증으로 판
명되었다.이는 다른 많은 연구와는 같이 낮은 감수성을 보인 것이다.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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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유방 촬영은 악성 유방 종양의 발견에는 민감한 검사이나,그 이외의
유두 분비의 원인중 양성유방질환의 감별진단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 보고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도 특별한 도움을 주진 못하였다.6,8

유방초음파 검사는 양성유방종양의증과 양성유관병병의 진단과 구분에 많
은 도움을 주었다.
많은 양의 유두 분비를 보여 선별적으로 시행한 유관조영술(galactogram)
5예 에서는 초음파 검사 결과 이외의 특별한 병변 이 발견되지 않고 이전
보고에서와 같이 시간 소모적이며,양성 과 악성 종양의 구분에 도움이 되
지 않았으며,환자에게 통증 및 불편함을 주는 검사이기에 연구에서 중도
에 폐기 되었다.8

병적 유두 분비는 이전의 보고에서 유두 분비 환자중 약 10-64%까지 다양
하게 발표 되었으며,4,6,9본 연구에서는 병적 유두 분비는 25예로 총 169예
중 14.8% 이였다.조직학적으로 증명된 본 연구의 병적 유두 분비 14예 중
편측성인 경우가 71%이며 외과적 유두 분비형태(투명/노랑색/핑크색/핏빛)
인 경우가 64% 이였다.또한 그 이외 진단영상학적 내지 임상 병리학적으
로 증명된 병적 유두 분비 11예중 7예는 는 양측성 우유빛 유두분비형태와
혈중 프로락틴의 5배 이상의 증가와 이에 상응 되는 MRI소견인 뇌하수체
내지 뇌 의 병리를 보였고,4예는 균 동정상 양성이며 편측성이고 농색
(purulent)내지 노랑색(serous)분비인 경우로 진정한 염증성 병인을 보였
다.
병적 유두 분비중 제일 중요한 사항인 악성유방종양의 비율은 25예 중 2예
로 8%에 해당된다.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발표된 9.3% 와 21.3%사이보다
는 약간 못 미치는 결과로 증례수가 적어서 생긴 결과이며 동떨어진 결과
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또한 국내 연구에 의해 발표된 28.2%와는 큰 차이
를 보이나 이는 이미 우리나라 특성상 1,2차 의료기관에서 전원 되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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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처치 가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연구이기 때문 이라고 본다.3.5.9.14

Leis등은 병적 유두 분비중 32.9%의 환자들이 다른 병변 없이 섬휴화 병
변만 있었다고 보고하였고,Cabiogulu등도 3.2%를 보고 하였으며,다른
보고들은 더욱더 적은 경우를 보고하였다,4,6,8,9본 연구는 4예 로 총 28예
중 14% 에 해당이 된다.그러나 양성 유방종양중 섬유선종이 유두분비에
기여한다고 증명된바가 없어 본 연구의 병적 유두 분비 증례에서는 3예의
섬유선종은 제외 하였다.
양성 유방종양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병적 유두 분비
17예 중 14예는 절제술을 시행하였고,2예의 악성유방종양은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다.나머지 1예는 추적 관찰하였다.
그외 진단영상학적 및 임상 병리학적으로 증명된 병적 유두 분비는 뇌하수
체 비대증 1예,뇌종양 1예,프로락틴종양 5예,유관염증 4예 이였으며,유
관염증은 감수성을 보인 항생제 치료 하였고 뇌종양은 gamma-knife시술
하였으며,뇌하수체 비대증은 내과에서 약물(bromocriptine)치료 하였으며,
프로락틴종양은 3차병원으로 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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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의 유두 분비 환자 중 대부분인 85.2%는 생리적 유두 분비 이였으
며 그중 40명(28%)은 약물 기인성 유두 분비를 보인 경우와 같이 환자의
과거력이 매우 중요하였다.
병적 유두 분비는 169명중 25명으로 14.8%를 차지하였고 그 병적 유두 분
비 중 8%인 두 예에서 악성유방종양이 발견되었다.조직학적으로 증명된
병적 유두 분비 14예 중 편측성이 71%,외과적 유두 분비형태가 각각
64%를 보임으로,진찰을 통한 유두 분비의 양측성과 편측성 의 구분과 분
비의 형태적 특성 중 투명,노랑색,핑크색,핏빛 유두 분비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검사로는 혈중 프로락틴 검사,유두 분비가 농색 내지 노란색인 경우 유두
분비 균 동정 검사가 중요하였다.진단영상학적 방법으로는 단순유방촬영
보다는 유방초음파 검사가 유요하였으며 유관조형술은 특별히 더 많은 정
보를 제공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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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ClinicalanalysisofNippleDischarge

-AnalysisofalocaldistrictgeneralhospitalofChungju-

TaeJinKim M.D.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DaeSungKim)

Nippledischargewithmastalgiaandbreastmassarethemost
common symptoms ofbreastdisease and has alarmed health
professionalsdueto thefactthatitcan beasign ofbreast
cancer.Becauseofthecurrenttrendofreferringthepatientswith
breastsymptomsdirectlyfrom primaryphysicianstohugebreast
cancercentersinKorea,ithasbeenadifficultjobtoproperly
clinically analyse the various causes, symptoms, diagnostic
findingsandtreatmentmodalitiesofnippledischarge.Thuswe
reporttheanalysisofpatientswithcomplaintofnippledischarge
whovisitedalocaldistrictgeneralhospitalcapableofdiagnosis,
treatmentandfollow up.
Of8688patientswhovisitedtheChung-juMedicalCenterbreast
clinicfrom January2003toMarch2007,authorsanalysed169non
lactating femalepatientswith nippledischarge,ofpas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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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examinations, mammography studies, ultrasonography
studies, bacterial cultures, cytology studies, serum prolactin
studiesandfollowingfurtherstudiesandtreatments.
Agewise,femalesoftheir5thdecade(49.7%)wasmostcommon
and40(24%)casesofthetotal169patientswereoncontinuous
drugtherapywhichhadbeenpreviouslyreportedtocausenipple
discharge.Bilateraldischarges were found in 117(69%)ofthe
patients,andsurgicalpatternofdischargewasfoundin60(35%)
patients.Onultrasonographystudies52(31%)patientshadbenign
ductallesions,33(20%)patientshadsuspiciously benign tumors
and 2 patients were suspicious ofmalignantlesions.Elevated
serum prolactinlevelswerefoundin36patients,withfivetimes
increase found in 11 cases,of which 5 prolactinomas,one
pituitary hyperplasia and one benign brain tumorwere found.
Periductalmastitis were culture proven in 4 cases.Pathologic
biopsies weredonein 17 patients and 2 malignantlesions,6
benign ductal lesions, 5 intraductal papillomas and 3
fibroadenomas,and1fibrocysticdiseasewerefound.
Pathologicnippledischargewasfoundin25(14.8%)patientsand
2(8%)ofthem wereproventobebreastcancers.
Keywords: nippledischarge,pathologicnippledischarge

breastcancer,surgicalnipple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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