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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찾아오는 봄이지만 길게 드리워져 있다가 이제 막 물러간 

겨울의 끝자락 때문에 더욱 더 맑고 청명하게 높은 푸르른 하늘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멋있게만 보이던 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그 뒤에 숨어 

있는 인고의 노력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노력을 흉내 내려고 하다 

보니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게다가 온실을 벗어나 이제 막 사회에 첫 걸음을 딛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이즈음의 저를 다시 되돌아보면, 선생님께서 언제나 든든하게 

품어주셨던 예전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일러주시는 

선생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기에 용기를 얻고, 또 다시 제 자신을 

다그쳐가며 부끄럽지 않은 외과의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제 자신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시고 지도해주신 선생님의 자상하신 가르침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커다랗기에 언제나 선생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검토해주신 이우정 교수님, 오기근 교수님, 이해

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껏 마음

속에 담아두고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서야 해 봅니다. “선생님, 당신

은 제 인생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김 준영 씀 



<차례> 

 

국문요약··········································································1 

 

 

Ⅰ. 서론···········································································3 

 

II. 연구 대상 및 방법 ·······················································5 

 

1. 대상 ·······································································5 

 

2. 방법 ·······································································5 

 

가. 이중구조 유도바늘의 구조 ····································5 

 

나. 이중구조 유도바늘의 사용방법 및 조직검사의 과정 ··6 

 

III. 결과 ··········································································8 

 

IV. 고찰·········································································11 

 

V. 결론 ········································································16 

 

 

참고문헌·········································································17 

 

영문요약·········································································20 

 

 



 

그림 차례 
 

 

그림 1.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한 핵생검법의 도식              

··········································································6 

  

 

 

 

 

 

 

 

 

표 차례 

 

 

표 1. 연구대상의 분류 ·········································8 

 

표 2. 연구대상의 분석 ·········································9 

 

표 3. 위음성으로 판정된 대상의 분석 ····················9 

 

표 4. 핵생검에 관한 문헌 분석 ···························11 



<국문요약> 

 

유방내 병변의 진단을 위해 이중구조 유도바늘 

(Coaxial guiding needle)을 이용한 초음파유도하 

핵생검(Core biopsy) 

 

목적목적목적목적; 이중구조 유도바늘은 일반적으로 심부의 기관에 대한 경피적 

조직검사시에 종양의 파종을 감소시키거나 출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증가된 유방의 핵생검에 대하여 이중구조 유도

바늘을 적용하였을 때의 진단의 정확도를 알아보고, 그 유용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방법방법방법방법; 2004년도 성균관대 의과대학 제일 병원에서는 이중구조 유도바

늘을 사용하여 563명의 유방내 병변 602개에 대한 초음파유도하 핵

생검을 시행하였다. 전체 시술 602건 중에서 수술이나 맘모톰 생검을 

이용하여 병리조직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던 268개 병변과 3년간의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194개 병변을 합한 462개(76.7%) 병변의 핵생

검 결과에 대한 진단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결과결과결과결과;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하여 유방내 병변의 초음파유도하 핵

생검을 실시하여 악성으로 진단된 병변은 143예(30.9%)였고, 양성으

로 진단된 경우는 315예(68.1%)였다. 핵생검에서 양성진단을 보였으

나 유방촬영이나 유방초음파 소견에서 악성을 의심한 경우 3예와 추

적관찰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의 1예를 합하여 4예(0.8%)에서 수술

적 생검이나 진공흡입보조 생검을 시행하여 유방암 진단을 하여 위음

성의 결과를 보였고, 악성으로 진단된 143예 중에서 수술적 확진에서 

양성으로 변화된 위양성의 결과는 없었다. 유방 초음파유도하 핵생검

의 정확도는 98.7%였으며 위음성율은 2.7%였다. 



결론결론결론결론;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한 초음파 유도하 핵생검은 높은 정

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중구조 유도바늘은 유방내 병변에 대해 

초음파유도하 핵생검 시술을 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간편

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 핵생검, 이중구조 유도바늘, 유방암, 유방 종양, 유방초

음파, 초음파유도, 조직검사 

 

 



 

유방내 병변의 진단을 위해 이중구조 유도바늘(Coaxial guiding 

needle)을 이용한 초음파유도하 핵생검(Core biopsy) 

 

<지도교수 이 우 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준   영 

 

 

Ⅰ. 서론 

유방 내 병변의 발견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는 유방촬영술이다. 

BI-RADS category1에 의하면 0 또는 4이상일 경우에 유방암의 확진

을 위해 추가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 최근 들

어 유방 엑스선 촬영을 통한 선별 검사의 보편화와 함께 유방 내 병

변의 발견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점진적으로 보다 작은 크기의 유방 

내 병변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기 유방암의 발견이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검사에서 발견된 유방 내 병변이 유방암으로 의심될 경우

(BI-RADS category 4)이거나 유방암이 확실한 경우(BI-RADS 

category 5)에 조직의 확진을 위해 반드시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직검사는 유방 내 병변의 상태를 결정함으로써 향후 치료와 

추적관찰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시술이다.  

적절한 조직 검사를 위해 유의할 부분은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최

대한의 조직을 얻어 병리학적 진단을 정확히 하는데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핵생검이며, 이것은 정확성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점이 많다.2-4 이 방법은 촉

지성 병변뿐 아니라 유방초음파 검사를 이용할 경우 비촉지성 병변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깊이가 얕은 장기인 유방의 경우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심침생검의 방법은 하나의 피부 절개창을 통하여 수 차례 중

심침을 삽입하여 조직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매회 삽

입 시마다 다른 경로를 통할 수 있어서 환자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의료진에게는 매번 병변을 찾아 새로이 삽입하는 번

거로움과 술기에 익숙해 지기 위한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비교적 체내 깊은 곳에 있는 장기의 병

변에 대한 조직검사 시에 사용되는 기존의 이중구조 유도바늘

(coaxial guiding needle)을 응용하여 비교적 체표면에 위치한 유방 

조직의 내부에 있는 병변에 대하여 기존의 핵생검 장비와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하여 핵생검 조직검사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한 유방 내에 발생한 원발 종

양의 병리조직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

는 조직 검사를 위해 새롭게 응용한 기구를 사용한 검사의 정확도가 

기존의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의 정확도와 비교하여 임상학적 의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4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성균관 의과대학 삼성 제일병원 

외과에서 진단된 유방 내 원발 종양에 대하여 이중구조 유도바늘과 

유방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초음파유도하 핵생검(core biopsy)을 

시행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기간 동안 초음파유도하 핵생

검을 실시한 환자 중 의무기록과 전산상으로 확인이 된 563명이 대

상 환자군이었으며, 성별 분류는 남자 1명과 여자 562명이었다. 이 

환자들에게 핵생검이 실시되었던 유방 내 병변은 602개였다. 이 중에

서 수술이나 맘모톰으로 조직병리학적 확진이 되었던 병변 268개와 

3년간의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병변 194개, 즉 모두 462건(76.7%)을 

분석하였다. 

3년간 추적 관찰이 불가능 했던 병변, 종괴가 촉진되어 유방 초음

파유도가 생략된 환자, 초음파유도하 미세침 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 

그리고 액와부 임파선에 대한 초음파유도하 중심침생검은 제외하였

다. 

 

2. 방법 

 2004년 초반부터는 Bard® TruGuideTM(Bard Pheripheral 

Vascular Inc. USA) 제품을 사용하여 유방 초음파유도하 핵생검을 실

시하였고, 핵생검 조직검사용 기기는 Bard® MAGNUMTM 을 사용하였

다. 

 

가. 이중구조 유도바늘의 구조  

조직검사(중심침생검) 유도바늘은 외부 유도관의 기능을 하는 외부 



바늘과 탐침 기능을 하는 내부 바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나. 이중구조 유도바늘의 사용방법 및 조직검사 과정  

⑴ 초음파로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생검침을 삽입할 위치를 결정

한다.  

⑵ 생검침을 삽입할 위치의 피부와 병변까지의 일정거리를 국소마

취시킨다. 

⑶ 외부 바늘과 내부 바늘을 결합한 상태로 초음파유도하에 유방 

병변까지 삽입한다. 

⑷ 초음파 탐촉자로 병변과 안내바늘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적절한 

크기의 안내바늘을 유방 병변에 근접하게 위치시킨 후 내부 바늘을 

제거한다. 

⑸ 16G (또는 18G)의 스프링으로 작동하는 자동 생검총에 장착된 

중심침(core needle or cutting needle)을 먼저 위치시켰던 유도바늘을 

통해 삽입한다. 

⑹ 초음파 탐촉자로 병변과 중심침의 위치를 조절하며 방향을 바

꿔가면서 2-4차례 조직을 채취한다. 

 

 

cf.) 촉지성 유방종괴일 때는 초음파 유도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즉 결합된 하나의 유도 장치(바늘)를 삽입하여 병변까지 도달하는 

길(tract)을 확보한 후 내부 바늘을 빼고, 남아있는 외부 바늘의 통로

를 통하여 기존의 핵생검 기구를 삽입하여 방향만을 바꾸면서 기존의 

방법대로 조직검사를 시행한다.(그림 1) 



 

그림 1.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한 핵생검법의 도식 

 

   a. 이중구조 유도바늘의 사용         b. 기존의 핵생검 방법 

 



Ⅲ. 결과 

 

연구기간 내에 초음파유도하 핵생검을 실시한 602건 중에서 수술

이나 맘모톰으로 최종 병리 조직학적 진단이 확인이 된 271예와 

2007년 12월 31일까지 최소 3년간의 외래에서 시행한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추적 검사로 최초의 병리조직학적 결과와 일치한다는 판

단을 할 수 있었던 경우가 191예로 모두 462예(76.7%)였다. 결과 확

인 가능한 462건 중에서 초음파유도하 핵생검에서 악성병변으로 진

단된 건수는 143예(31.0%), 양성병변으로 진단된 환자는 315예

(68.2%), 비정형세포가 발견된 환자는 8건(1.7%), 핵생검 결과와 수

술적 조직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인 위음성이 4예(0.9%) 

있었다. (표 1)  

 

표 1. 연구대상의 분류 (n=602) 

결과확인결과확인결과확인결과확인    
결과분류결과분류결과분류결과분류    전체건수전체건수전체건수전체건수    

결과결과결과결과                

미미미미확인확인확인확인    종괴절제종괴절제종괴절제종괴절제    추적관찰추적관찰추적관찰추적관찰    전체전체전체전체 [%*] [%*] [%*] [%*]    

암 192 49 143 0 143 [31.0] 악성

병변 위음성 4 0 4 0 4 [0.9] 

염증 18 3 3 12 15 [3.2] 

비정형세포 8 0 8 0 8  [1.7] 
양성

병변 
기타 380 88 113 179 292  [63.2] 

    합계합계합계합계    602602602602    140140140140    271271271271    191191191191    462462462462    (76.7)(76.7)(76.7)(76.7)    

 *: 602건 중에서 결과가 확인된 462예에 대한 %  

 

핵생검이나 수술적 절제를 시행했던 양성병변에 대하여는 3년간의 

추적 기간 동안 추적관찰을 하였고, 악성으로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한 후 양성병변으로 진단하였다. 

핵생검만으로 양성병변을 진단하였던 191개의 병소는 3년간 악성

으로의 특이 변화가 없어 양성으로 진단하였는데, 그 중 적절한 염증



치료 후에 임상적으로 호전되었던 12예의 염증성 병변과 179예의 기

타 양성병변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 462예에 대한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한 핵생검 결과

의 분석을 하였다. 진양성(true-positive, TP)은 143예, 진음성

(true-negative, TN)은 315예, 위음성(false-negative, FN)은 4예가 

있었으나 위양성(false-positive, FP)은 없었다. (표 2) 

 

표 2. 연구대상의 분석 (n=462) 
 

 

 

 

 

 

 

위양성: 0%, 위음성: 2.7%, 양성예측도: 100%, 민감도: 97.2%, 특이도: 100%  

 

조직 검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못했던 4건의 경우 중에서 핵생

검 후 병리조직 검사 결과와 종괴 절제수술 후 병리조직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 경우인 ‘위음성’이 4예(0.9%)가 있었다. (표 3)  

 

표 3. 위음성으로 판정된 대상의 분석 

*: BI-RADS(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분류법의 결과 

†: 유방 초음파에서 측정된 병변의 크기 

‡: IDC(Invasive Ductal Carcinoma), DCIS(Ductal Carcinoma In Situ), ADP(Atypical Ductal Papilloma) 

§: 정확한 병명 모름     ∥: R/O pseudoangiomatous hyperplasia 

 

위음성 4예 모두 외과 전문의가 초음파유도하 핵생검을 시행했었

다. 이들은 모두 확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유방 내 종괴 절제수술이나 

양성병변 병리학적 결과 악성병변 
수술적 확인 추적검사 확인 

핵생검 악성병변 143 0 0 

핵생검 양성병변 4 124 191 

****영상의학적영상의학적영상의학적영상의학적    검사검사검사검사        분분분분

류류류류    

나나나나

이이이이    유방촬영유방촬영유방촬영유방촬영    초음파초음파초음파초음파((((
††††
))))    
검사일검사일검사일검사일    핵생검핵생검핵생검핵생검    병리병리병리병리    

핵생검핵생검핵생검핵생검    

시술시술시술시술    

‡‡‡‡최종최종최종최종

병리병리병리병리    
확진확진확진확진    방법방법방법방법    

1 47 0 4 (14㎜) Apr. 
�� �� Benign 외과 IDC Excision 

2 60 4 5 (23㎜) Apr. fibrosis 외과 IDC Excision 

3 38 2 3 (21㎜) Sep. 
�
Benign 외과 DCIS Excision 

4 37 0 4 (50㎜) Oct. adenosis 외과 IDC Mammotome 



맘모톰 종괴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침윤성 유관암 3건

과 관상피내암 1건이 진단되었다. 

4건의 검사를 시기별로 구별해 보면, 4월에 2건(50%), 9월과 10월

에 각각 1건씩 발생되었다. 



Ⅳ. 고찰 

 

유방암은 서구 여성에서 가장 빈발하는 악성종양이며, 최근에는 우

리나라 여성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악성종양이다(2003년 한국중앙암

등록사업 연례보고서). 5  

유방 내 병변, 특히 유방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의 확진

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방병변의 조직검사에는 미세침 검사, 핵생검 

검사, 진공흡입보조 생검술, 수술적 절제/절개 생검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핵생검 방법은 신체 내 여러 기관의 조직 

검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6-8, 여러 문헌에서2, 4, 9, 10 이미 검증

된 바와 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검사 방법 중에서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러나 비교적 신체의 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유방의 경우에는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핵생검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4) 

 

표 4. 핵생검에 관한 문헌 분석 

 

영상유도하 조직검사의 최종 목표는 양성 또는 악성 병변을 정확

히 진단하는 것이다. 정확한 조직 검사는 양성 병변으로 진단된 병변

핵생검으로핵생검으로핵생검으로핵생검으로    진단된진단된진단된진단된    암암암암    
관련문헌관련문헌관련문헌관련문헌    전체전체전체전체    암암암암    진단진단진단진단    

결과결과결과결과    일치일치일치일치    정확도정확도정확도정확도    
위음성율위음성율위음성율위음성율    

Schoonjans & Brem(2001) 424 243 234 96.3 3.7 

Smith et al(2001) 500 128 124 96.8 0.0 

Buchberger et al(2002) 590 237 234 98.7 1.3 

Chrystal et al(2005) 715 323 311 96.3 3.7 

전 체 2229(건) 931(건) 903(건) 97(%) 3.0(%)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 없도록 하고11, 12, 악성 병

변에 대해서는 적합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수술 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번의 수술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12, 13  

특히, 초음파유도하 조직검사는 방사선의 위험이 없고 환자의 불편

도가 낮으며, 유방이나 액와부에 대해 접근성이 좋으며 실시간으로 

직접 보면서 검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할 수 있으며, 

빠르고 가격이 싸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14, 15 

반면, 고식적인 방법이면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통적인 초

음파유도하 중심침생검법은 단점도 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조직검사

를 위해 중심침을 여러 번 삽입하기 때문이다. 비촉지 유방병변에 대

한 조직검사를 위해 초음파유도를 이용할 때에는 조직을 얻기 위한 

중심침 삽입 때 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방 조직내의 병변에 대해

서 매번 초음파 탐촉자로 병변과 중심침의 위치를 관찰하면서 조직검

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의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

며, 유방 조직의 손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암파종의 위험

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함으로써 일부분은 

극복될 수 있다.16 

여러 부작용 중에서 시술 후에 발생되는 암세포의 파종을 가장 심

각한 합병증으로 꼽을 수 있다.17, 18 Stolier등19이 전향적 연구로서 밝

힌 바와 같이 유방의 조직검사에서 다양한 방법의 핵생검 후 피부에 

암파종이 되는 경우가 2.8%(전체 72명중 2명)였다고 하였고, 이는 수 

차례 반복적으로 천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의 조직 검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되었

다.20, 21 

이에 반하여, Kaplan등22이 이중구조 시스템을 사용하여 얻은 장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식적 방법과 비교한 시술시간은 이중구조 유



도바늘을 사용하였을 때는 반으로 줄어든다. 둘째, 12-guage의 굵은 

유도바늘을 사용했음에도 하나의 삽입로를 만들기 때문에 유방조직의 

손상은 줄어들었다. 셋째, 조직검사를 위한 삽입로에 악성종양의 암파

종 발생 위험도를 낮추었다.  

핵생검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암 파종의 문제점과 의료진 또는 

환자의 불편함과 같은 핵생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진공흡인보

조 생검 기기인 맘모톰(MammotomeⓇ, Johnson & Johnson Co., 

U.S.A.)이 고안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맘모톰은 고가의 장비이고, 장비 운영에 많은 비용, 인력,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맘모톰을 이용하여 조직 검사만을 시행할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 과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병변을 완전히 절제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학습으로 숙련도를 높여야 하는 단점이 있

다. 또한 미숙한 사용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술의 합병증은 핵생

검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존 핵생검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장비와 인원, 그리고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면

서도 초음파유도하 핵생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기구와 방법이 필요하

였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검사법임에도 불구하고 위음성 진단이 발생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위음성 진단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

한 이유로는 첫째, 조직 검사의 기술적 오류이다. 둘째, 방사선학적 

이미지와 병리학적 소견의 불일치로 생긴 것과 셋째, 양성 조직 검사 

후에 영상의학적 추적관찰의 미비함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23 본원

에서 시행했던 핵생검의 위음성 결과 역시 조직 검사의 기술적 오류

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3의 위음성 3번 경우에는 2004년 9월에 진단할 때



는 크기가 12mm였으며, 유방초음파상에서 ‘BI-RADS 분류 3’으로 

진단하여 추적관찰을 하던 중 2005년 9월에 크기가 21mm로 커져서 

수술적 종괴 절제수술을 하고 관상피내암 진단을 받았다. 유방초음파

상의 진단과 병리조직학적 진단이 처음에는 일치하였다 할 수 있지만, 

최종진단은 초음파와 핵생검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던 경우였다. 

BI-RADS 분류법에 의해 영상의학적 결과가 4~5군의 경우에는 병

리조직학적 결과에 긍정하지 못 할 경우 조직의 충분한 획득을 위해 

종괴 절제술이나 맘모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추적 검사

상에서 시행되는 임상 진찰 및 영상의학적 소견도 오류에 따른 암 진

단의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핵생검의 위음성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견된 병변에 대하

여 표준화된 기술을 정확히 구사하여, 병리학적 검사에서 병변의 특

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하고 적절한 병변조직을 확

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임상의사와 환자들 중 어느 쪽도 불편함을 

가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여 시행한 초

음파 유도하 중심침 생검의 병리조직학적 진단에서 오류가 모두 4건

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다른 문헌들2, 4, 9, 10과 비교해볼 때, 본원에서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하여 시행한 유방 초음파유도하 핵생검 암

검사의 정확도는 98.9%로 높은 수준이며, 위음성율은 2.7%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기간인 2004년은 새로운 기구 개

발과 사용의 초기였을 뿐만 아니라 외과 전문의가 유방내 병변에 대

한 초음파 유도하 핵생검을 시행한 초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생검법

과 수술적 생검의 병리조직학적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2건의 

발생시기는 4월에 50%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점차 핵생검의 실패

율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초음



파유도하 핵생검에 익숙하지 않은 임상의사가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사용함으로써 핵생검을 쉽고 간편하게 하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기구를 사용한 초음파유도하 핵생검

법은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간편하고, 또한 정확도가 높다. 하지

만 유방 초음파유도하에서 유도바늘을 사용한 핵생검법의 장점과 정

확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향적 연구와 추

적 관찰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Ⅴ. 결론 

 

본 연구결과를 보면 유방내 병변에 대한 초음파유도하 핵생검을 

할 때 고식적 핵생검 기기에 이중구조 유도바늘을 장착함으로써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모든 의료인과 환자에게 유용하고,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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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PurposePurposePurpose: In generally, coaxial guiding needle decreases to seed 

cancer cell and bleed during biopsy for deep lesion. We applied a 

tool as a coaxial guiding needle to ultrasound (US)-guided core 

biopsy of the breast lesions. This study evaluated the accuracy of 

histopathologic diagnosis of breast lesions adding a guiding needle 

to an existing tool for core biopsy. 

Methods:Methods:Methods:Methods: The study involved 462 (76.7%) cases in 602 cases 

were performed in 563 patients, which underwent breast US-guided 

core biopsy with a guiding needle in 2004 at Samsung-Cheil general 

hospital & Women’s healthcare center Collage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268 lesions confirmed with surgical 

excision or MammotomeⓇ biopsy, and 194 lesions had followed 3 

years were confirmed to benign lesions. We analyzed diagnostic 

accuracy of US-guided core biopsy with coaxial guiding needle for 

breast lesions.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US-guided core biopsy revealed malignant lesion in 143 



cases(30.9%), benign lesion in 315 cases(68.1%). We had 4 cases 

false negative 4 cases with core biopsy findings indicating benign 

conditions underwent additional image-guided(MammotomeⓇ) or 

excisional biopsy because of indeterminate pathologic features, 

disagreement between radiologic and pathological results, surgeon 

preference, or pathologist request. Within these 4 cases, 3 ductal 

carcinoma and 1 DCIS lesions were diagnosed additionally. The 

false-negative rate of US-guided core biopsy with a guiding needle 

was 2.7%, and the diagnostic accuracy of breast lesions was 98.9%. 

Conclusions:Conclusions:Conclusions:Conclusions: US-guided core biopsy with a guiding needle is a 

safe and accurate method for evaluation breast lesions that require 

tissue sampling. Especially, a coaxial US-guided core biopsy 

technique helps the beginning clinical technician to reach high level 

with minimal efforts and pract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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