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악성종양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소위 신생혈관

(neovasculaization)에 의해 혈류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 종

양신생혈관형성(tumor angiogenesis)의 기본 개념이다 [1-3].

종양 내의 미세혈관 정도(microvessel density, 이하 MVD)가

종양신생혈관형성을 알아내는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

는 면역화학적 염색을 통해 종양 내의 혈관형성 정도를 알아보

는 방법이다. 유방암의 경우 MVD가 액와림프절 및 전신 전이

와 관계가 있어 전이 가능성을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제시된 바 있다 [4-7]. 

방사선학적으로 종양의 신생혈관정도는 자기공명영상(이하

MR)을 이용한 연구에서 먼저 시도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8-10] 고가이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

해 최근 개발된 출력 도플러 초음파는 기존의 색 도플러의 단

점을 보완하여 비교적 느린 혈류까지 파악하며 색 도플러 초음

파에 비해 잡음 없이 10-15%의 게인을 더 얻을 수 있으므로

혈류를 찾아내는데 매우 예민하다 [11-14]. 그러나 현재까지

도플러 초음파에서 파악된 종양의 혈류정도와 MVD, 림프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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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 저자는 출력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유방암의 혈류를 알아보고 이것이 미세혈관 정도
(microvessel density: MVD)및 림프절 전이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47명의 환자에서 병리조직학적으로 침윤성 관상피암으로 진단된 47예의 출력도플러
소견을 분석하였다. 출력도플러 소견은 혈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MVD는
immunoperoxidase 기법을 이용한 factor VIII staining을 이용하였다. 전체 47예와 2cm 이
하의 유방암 29예에서 각각 출력도플러에서의 혈류유무가 MVD및 림프절 전이와 관련이 있
는지 알아보았다.

결과 : 출력도플러에서 혈류가 있는 경우가 35예(74.5%), 없는 경우가 12예(25.5%)이었다. 혈류
가 있는 군과 없는 군의 평균MVD는 차이가 없었으나 혈류가 있는 군에서 액와림프절 전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51.4% versus 25.0%, p=0.036). 2cm이하의 유방암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액와림프절 전이는 연관이 있었다(40% versus 22.2%, p=0.047).

결론 : 유방암의 출력도플러에서 나타난 혈류의 유무는 종양의 MVD와는 연관이 없었으나 림파절
전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비침습적으로 환자의 예후를 알 수 있는 검사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색인단어 : Breast neoplasms, US
Ultrasound (US), Doppl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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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15, 16].

저자는 출력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유방암의 혈류를 알

아보고 이것이 MVD 및 림프절 전이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재료및방법

1997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유방에 종양이 의심되어

출력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환자 중 수술로 침윤성 관

상피암(infiltrating ductal carcinoma)으로 확진된 47예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코어 생검으로만 진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ATL HDI 3000(Advanced Technology

Laboratories, Bothell, Washington, U.S.A.)을 사용하였다. 5-

10 MHz, 38 mm 선형 탐촉자를 이용하여 한 명의 검사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펄스 반복 주파수는 700Hz,

벽 여과(wall filter)는 최소로 하였으며 출력 게인은 잡음이 영

상의 해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하였다. 출력

도플러에서 소견은 혈류가 전혀 없는 경우는 혈류없슴

(avascular)으로, 혈류가 있는 경우는 혈류있슴(vascular)으로

구분하였다. 

절개된 종양은 포르말린에 고정후 슬라이드를 만들고

immunoperoxidase 기법을 이용한 factor VIII staining(Dako

Polyclonal, Dako, Santa Barbara, CA, U.S.A.)을 시행하였다.

이후 한명의 병리의사가 출력도플러 소견을 모르는 상황에서

염색된 MVD를 세었다. MVD의 측정은 Weidner의 방법대로

[5] 40배 배율에서 가장 혈관생성이 많은 곳을 찾은 후 다시

200배 배율에서 갈색으로 염색된 내피세포의 수를 세었다. 이

러한 방법으로 각기 다른 곳에서 10번 그 수를 세어 그 평균값

을 병변의 MVD값으로 하였다. 통계 방법으로는 출력 도플러

초음파에서의 혈류 유무와 병리에서 측정한 MVD값은 Fisher’

s exact test를, 출력도플러 소견과 림프절 전이와의 비교는

chi-square를 이용하였다.

결 과

47명의 환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30세에서 71세로

평균 50세 였다. 47개의 유방암 중 74.5%(n=35)는 출력도플

러에서 혈류가 관찰되었고 (Fig. 1) 25.5%(n=12)는 혈류가 없

었다 (Fig. 2). 유방암의 크기는 0.9에서 4 cm으로 평균 2.37

cm이었다. 혈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크기는 각각 평균

2.5cm, 1.5 cm으로 혈류가 있는경우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컸다. 혈류가 있는 군과 없는 군의 환자 나이, 평균MVD

는 차이가 없었으나 혈류가 있는 군에서 액와림프절 전이가 있

는 경우가 많았다 (p=0.036, Table 1). 크기가 커짐에 따라 혈

류가 많아지고 액와림프절 전이가 많을 수 있으므로 T1 유방

암인 2 cm 이하의 유방암만을 따로 분류하였는데 (Table 2),

2 cm이하의 유방암이더라도 출력도플러에서 혈류가 있는 경우

액와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p=0.047)

고 찰

출력 도플러 초음파는 기존의 색 도플러 초음파의 단점을 보

완하여 새로 개발된 초음파 도플러의 한 분야이다. 색 도플러

초음파가 평균 도플러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게인이 높거나 한

계치가 낮으면 잡음이 생기고 각도에 의존하며 허상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출력 도플러 초음파는 총괄 출력을 이

용한다. 유방분야에서 출력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연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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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47 year-old female with 1.5 cm-size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A. Power Doppler US showed vascularity in the tumor B. The brownish pigmented microvessel density was counted as 54
(Immunoperoxidase stain for factor VIII, x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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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단계이며 몇몇 연구에 의하면 [13, 14] 출력 도플러 초음파

가 색 도플러 초음파에 비해 잡음 없이 10-15%의 게인을 더

얻을 수 있으므로 혈류를 찾아내는 데 예민하다고 하였다. 지

금까지 색도플러 및 출력도플러는 주로 종괴의 감별 진단에 이

용되어 왔는데 색도플러보다 출력도플러가 혈류에는 민감하지

만 감별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는 보고들이 많았다 [11-

14].

최근 들어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의 신생혈관정도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연구가 있어왔다 [15,16]. Sterns등은 [16]

색도플러에서 측정한 혈류와 MVD와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색도플러상 혈류가 있는 군과 없는 군의 평균 MVD는 통계적

으로 의의가 없었으나 혈류가 있는 군에서 림프절 전이와 유사

분열능(mitotic activity)이 많았다고 보고하여 저자들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 연구에서는 혈류가 있는 악성 종양은

24.6%이었다. 이는 이연구(74.5%) 및 다른 출력도플러를 이

용한 연구(73%-84%)와 비교해서 [13, 15, 17] 낮은 수치로,

이는 색도플러보다 출력도플러가 혈류를 찾아내는데 더 예민

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도플러에서 혈류 유무와 MVD가 연관이 없었던 이유는 확실

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현미경학적으로 MVD를 측

정하는 혈관과 출력도플러에서 찾아내는 혈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MVD는 모세혈관 수준의 혈관을 찾

는데 비해, 출력도플러에서는 크기가 큰 동맥이나 정맥을 찾게

된다. 이에 비해 MR은 혈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조영 증강 정

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조영제 주입 후 시간에 따른 MR의 신호

강도가 MVD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8-9]. Buckley

등은 조영 증강 정도와 MVD는 너무나 다양하여 재현성이 부

족하다고 지적하여 [10]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유방암에서 림프절 전이는.환자의 예후와 매우 관련이 있다.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하여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환자의 이환율이 높다. 림프절 청소술을 하지 않고

도 전이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의 한 방법으로

감시림프절 생검(Sentinel lymph node biopsy)이 있다 [18].

감시림프절 생검은 높은 정확도가 보고되지만 종양의 위치, 환

자의 나이, 외과의사의 개인차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8]. Mehta등은 [15] 출력도플러에

서 나타난 혈류와 액와림프절 전이상태를 연구하였는데, 출력

도플러에서 혈류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림프절 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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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US-Vascular and Avascular Invasive

Ductal Carcinoma

Vascular Avscular p-value

Number(%) 35 (74.5) 12 (25.5)
Mean size in cm(range) 02.5 (0.9-4.0) 01.5 (0.9-2.5)
Mean age(range) 48 (30-71) 51 (31-68) ns
MVD mean(range) 74 (6-101) 58 (4-92) ns
Axillary node positive(%) 18 (51.4) 03 (25.0) 0.036

ns: not significant

Table 2. Comparison of US-Vascular and Avascular Invasive

Ductal Carcinoma less than 2 cm

Tumors<2cm

Vascular Avscular p-value

Number(%) 20 (69.0) 09 (31.0)
Mean age(range) 49 (35-67) 48 (31-65) ns
MVD mean(range) 52 (6-90) 43 (4-61) ns
Axillary node positive(%) 08 (40) 02 (22.2) 0.047

ns: not significant

Fig. 2. 49 year-old female with 2.0 cm-size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A. Power Doppler US showed no vascularity in the tumor. B. Microvessel density was counted as 34 (Immunoperoxidase stain for fac-
tor VIII, x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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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특히 혈류가 없는 유방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의 가능

성이 매우 낮아, 음성예측도가 90%라고 보고하였다. 저자들의

경우에도, 종양의 크기와 상관하지 않을 경우의 음성예측도는

75%(9/12)이고, 2 cm미만의 경우만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

는 77.8%(7/9)였다.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연구에서 출력도플

러에서 혈류가 없는 경우 림프절 전이의 음성예측도가 높게 예

측된다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전 림프절 전이 상태를 예

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유방암의 출력도플러에서 나타난 혈류의 유무는

종양의 MVD와는 연관이 없었으나 림파절 전이와는 밀접한 관

계가 있어 비침습적으로 환자의 예후를 알 수 있는 검사로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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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oppler Ultrasound of Breast Cancer: Correlation with 
Histologic Microvessel Density and Lymph Node Metastasis 

Eun-Kyung Kim, M.D., Yong Hee Lee, M.D.*, Hong Ju Son, M.D., 
Ki Keun Oh, M.D., Hyun Cheol Chung, M.D.**, 

Kyong Sik Lee, M.D.***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ath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RPOSE : To evaluate how breast cancer vascularity detected by power Doppler sonography correlates with mi-
crovessel density(MVD) and lymph node involvement. 

MATERIALS and METHODS : Power Doppler US was performed on 47 patients with pathologically diagnosed invasive
ductal carcinoma. According to the presense or absence of vessels, power Doppler findings were categorized re-
garding total tumors and tumors less than 2cm. MVD was assessed immunohistochemically using polyclonal
antisera against factor VIII. Tumor vascularity was correlated with MVD and lymph node involvement.

RESULTS : Among 47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s, 35(74.5%) cases were vascular and 12(25.5%) cases were
avascular on power Doppler US. The mean MVD of the vascular and avascular carcinomas did not show any
statistical difference. However, lymph mode involvement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51.4% versus 25.0%, p=0.036), even though in cancers less than 2cm (40% versus 22.2%,
p=0.047).

CONCLUSION : Breast cancer vascularity detected by power Doppler sonography was not correlated with MVD but
correlated with lymph node involvement. So we suggest that power Doppler sonography may be useful for pre-
dicting lymph node metastasis. 

Address for reprints : Eun-Kyung Kim, M.D.,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34, Shinchon-dong, Seodaemun-du Seoul 120-752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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