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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촉지성 유방암 : 임상 및 유방촬영술 소견I 

서재숭 · 검은경 · 오기근 · 천영직 · 이병찬2 

목 적 : 비촉지성 유방암의 임상 및 유방촬영술 소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유방암으로 확진된 607명의 환자중 수술전 

비촉지되었던 28예 (4.6%) 에서 유방촬영사진이 업수가 가능한 25명 환자의 28예 병소를 대 

상으로 유방촬영， 임상 및 병 리소견을 분석하였다. 

결 과 : 28예 중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예가 22예였고 혈성유즙분비 4예， 유두습진 2예로 

증상이 있어 내원한 경우가 6예 있었다. 발견 당시의 나이는 34세에서 62세(평균 52세)였다. 

수술후 병리소견은 침윤성 관상피암 13예， 관상피내암 12예， 소엽상피암1예， 파셋씨병 2예 

였다. 액와절 럼프절전이는 28예중 6예에서만 보였고 상외측이 21예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 

영소견은 종괴로 보인 예가 14예 (50% )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미세석회화가 3예에서 동반 

되었다. 미세석회화만으로 발견된 예가 8예 (29%) ， 비대칭음영으로 보인 예가 4예(14% ) ， 

정상으로 보인 예가 2예 (7%)있었다. 유방실질 분포정도와 유방촬영술에서 이상소견을 비 

교해 보았을때 저밀도 형태 (N1 +P1)에서는 종괴로 보인 예가 9예 (9/9)로 가장 많았으며 

고밀도형태 (P2+DY)에서는 미세석회화가 동반된 예가 12예(12/19)로 가장 많았다. 

결 론 : 비촉지성 유방암의 유방촬영숭소견 중 가장 흔한 것은 종괴 (50%) 였으며 미세석 

회화만으로 발견된 예도 29%였다. 또한 저밀도 유방에서는 주로 종괴가， 고밀도 유방에서 

는미세석회화가주소견이었다. 

유방촬영술의 가장 큰 장점은 유방암이 만져지기 전에 조기 

진단할수있고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한 초기 단계에 유방암 

을 치료하여 유방보존이 가능하면서도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상이 없는 환자의 유방촬영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과 의사는 유방암의 초기 소견 및 비촉지 

성 유방암의 소견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1， 2) . 

저자 등은 국내에서 비촉지성 유방암에 대한 보고가 없어 비촉 

지성 유방암의 빈도 및 임상， 병 리， 방사선 소견의 특정을 알아 

보고자하였다. 

대상및방법 

1994년 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3년 4개월간 본원에 내원하 

여 유방암￡로 진단 받고 수술한 607명 환자 중 비촉지성 유방 

암으로 진단 받은 환지는 28명 (4.6 %, 28 /607) 이었다. 이중 유 

방촬영필름이 입수가능한 25명의 환자에서 28예 병소를 대상으 

로 후향적으로 임상기록 및 병리소견 그리고 유방촬영소견을 

l 연세대 학교 의과대 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일반외과학교실 
。l 논문은 1997년 9월 5일 접수하여 1998년 6월 3일에 채택되었음. 

분석하였다. 

비촉지성 유방암은 Edward A. Sickles이(1) 제시한 기준에 
의해 유방촬영에서 나타난병소가후향적으로도만져지지 않으 

며 병리소견상 악성으로 진단된 병소가 유방촬영술과 분명한 

연관관계가 보이는 경우를 비촉지성 유방암으로 진단하였다. 

동측 그리고 반대측에 촉지성 유방암이 있는 경우나 원발병소 

를찾기위해 시행한유방촬영의 예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환자의 의무 기록을 통해 진단 당시의 나이， 내원경위， 증상， 

수술전 위치결정술 유무， 유방암의 위치， 병리유형 및 병기를 

조사하였다. 유방암의 위치는 유두를 중심으로 사등분하여 분 

류하였다. 유방촬영소견은 종괴만을 보인 경우， 미세석회화를 

통반한 종괴， 미세석회화만 있는 경우， 버대칭음영만 있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였고 또한 유방 실질의 양상에 따라 상기 소견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유방종괴의 기술은 ACR의 

BI-RADS(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Breas 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에 따라 기술하였다. 

결 과 

25환자(28예의 병소)의 진단당시의 나이는 34세에서 62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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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2세였다. 임상소견은 건강진단을 위한 유방촬영에서 유 

방암이 의심되어 내원한 예가 22예였고 증상이 있어 내원한 경 

우가 6예(혈성 유즙분비 4예， 유두습진2예) 였다.28예중 수술 

전 위치결정술을 시행하여 조직학적 확인을 한 예가 20예였다. 

조직학적으로 침윤성 관상피암 13예， 관상펴내암 12예， 파셋씨 

병 2예， 소엽상피내암 1예를 보였으며 침윤성 관상피암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수술후 병기는 Stage O(TisNOMO)이 10 

예 (36%) , Stage 1 (T1NOMO)이 10예 (36%) , Stage II a(T1 

N1MO or T2NOMO)이 8예 (28%)였으며 6예 (21%)에서만 액 

와절럼프전이가 있었으며 원격전이는 없었다. 비촉지성 유방암 

의 위치는좌측이 12예，우측이 16예였고구역별로는상외측이 

21예， 상내측이 5예， 하내측이 2예였다. 그리고 같은 분절내에 

두개이상의 종괴가 보인 경우가 2예 있였으며 모두 침윤성 관 

상피암이었다. 

유방촬영소견은 종괴가 14예 (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3예에서 미세석회화를 동반하였고 미세석회화로만 나타난 경 

우(Fig. 1)는 8예 (28%) 였으며 비대칭성 음영으로 보인 예는 4 

예였다(Fig 2). 정상으로 보인 예도 2예 있었다(Table 1). 종괴 

로 보인 14예 종괴(두환자에서 다발성종괴)의 평균크기는 1. 

24cm이었고 이중 형태가 원형인 경우(Fig. 3)가 10개(10/14 ， 

71%)로 제일 많았으며 침상형인 경우(Fig. 4)가 4개였다. 경 

계가 국한성이거나 미소엽성인 경우는 8개 (8 /14， 57%)였으며 

경계가 불규칙한 경우는 2개였다. 

유방촬영소견은유방실질의 양상에 따라다른특성으로보였 

는데 저밀도 유방인 9예 (N14예， P12예 )의 경우 비촉지성 유 

방암은 모두 종괴로 보였고 그 중 1예에서 군접미세석회화가 

동반되였으며 유두함몰이 l예에서 동반되었다. 고밀도 유방인 

19예 (P23예， DY 16예)의 경우 8예에서 미세석회화로， 4예에 

서 비대칭 음영을보였으며 종괴로나타난경우는 5예 (5/19， 26 

%)였고 정상으로 보인 예도 2예있었다(Table 2). 정상으로 보 

인 2예는 유방촬영소견상 발견되지 않았으나 초음파검사상 악 

성을 의심하여 수술한 경우이며 모두 DY유형의 유방실질을 가 

Fig. 1. Invasive ductal carcinoma in a 60-years-old wom
an. Craniocaudal mammogram shows clustered microclac
ification(arrows) in outer portion of the right breast. 

서재승 오1: 비촉지성 유발암 

지고 있었다(Fig. 5A, B). 

고 찰 

현재까지 유방암의 조기 발견과 탐색에는 촉진검사법과 함께 

유방촬영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촉 

지성 유방암은 특히 진단당시 비교적 유방암에 특정적인 소견 

보다는 간접적인 소견이나 양성을 더 시사하는 소견이 많이 나 

타나므로(1， 2) 유방촬영사진을 판독히는 데 있어 군집미세석 

회화나 침상종괴외에도 간접적이고 미세한 방사선 소견에 관심 

을더 기울여야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유방암중 비촉지성 유방암이 4.6%(28 

/607) 였으며 이는 조사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외국연구의 

15%(3) ， 16.4%(4)에 비해 적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번 연구 

에 포함된 환자군이 대부분 얼차병원에서 의뢰된 경우여서 대 

상군이 다르며， 둘째 국내에서 유방암에 대한 스크리닝 촬영술 

을 외국보다 적게 시행 하므로 비촉지성 유방암의 빈도가 외국 

Table 1. Mammographic Findings of Nonpalpable Breast 
Cancer 

Mammographic Findings 

Mass with Microcalcification 
without Microcalcification 

Microcalcification Only 

Asymmetrical Density with Microcalcification 
without Microcalcification 

Frequency 
3 

U 

8 

2 

2 

2 

-

쟁
 

Normal 

Total 

Fig. 2. Paget’s disease in a 55-years-old woman. 
Craniocaudal mammogram shows asymmetrically incr
eased density at the subareolar area with nipple retrac
tion(arrows) in the left br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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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between Breast Parenchymal Pattern & Mammographic Findings of Nonpalpable 
Breast Cancer 

P2 /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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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Pl 

-
-
。
。

nu 

nu 

nU 

nU 

Mass with Microclacification 

without Microcalcification 

Microcalcification Only 

Asymmetrical Density with Microcalcification 

withou t Microcalcification 

Mammographic Findings 

Normal 

* Breast Pernchymal Pattern 
N1 : Breast composed primarily of fat prominent trabeculation is present that appears curvilinear and 

often branches, no ducts visible. 
Pl : Minor ducts occupy 1/4 or less of the breast volume, ducts have a definite cross-sectional diam

eter and often a nodular component. 
P2: Severe ducting occupying more than 1/4 of the breast volume, strong tendency to form a central 

triangular density, ducts are coalescent 
DY : Severe mammary dysplasia, nearly completely homogenous breasts without discernible linearity 

or nodularity, interspersed are irregular collections of fat 

19 9 Total 

Fig. 4. Invasive ductal carcinoma in a 49-years-old wom
an. Craniocaudal mammogram shows spiculated mass 
(arrows) in inner quadrant of the right breast. 

Fig. 3. Invasive ductal carcinoma in a 43-years-old wom 
an. Craniocaudal mammogram shows round, microlobu
lated mass in the left breast(arrows). 

A B 
Fig. s. Lobular carcinoma in situ with focal invasion in a 45-years-old woman. 
A. Craniocaudal mammogram shows dense breast without abnormalities in right breast. 
B. Ultrasonogram shows ill-defined, hypoechoic mass(arrows) with central echogenic spots that are confirmed to be mi
crocalcifications at pa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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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다더 낮게 나왔으리라생각되며，세째 일차촉지하지 못 

한 예를 유방촬영후 촉지하여서 그 빈도가 다르지 않았나 생각 

된다. 비촉지성 병소 중 유방암일 확률은 26%-65%이며 (3， 

6-9) 비촉지성 유방암의 유방촬영소견으로는 미세석회화， 침 

상 또는 불규칙한 경계의 종괴， 그리고 유방암을 시사하는 간접 

소견(유방실질 왜곡， 단일 도관확장， 비대칭 음영， 새로 증가하 

는 음영 ) 등으로 보고되었다(1， 2, 10). 그 중 미세석회화는 

42 -73% (1, 6, 7, 11)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종괴는 39% 

(1)， 62%(6)로 보고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종괴만으로 보인 

예가 11예， 미세석회화를 동반한 종괴로 보인 예가 3예가 보여 

종괴로 보인 예가 14예로 가장 많았다. BI-RADS에 의한 종괴 

자체에 대한 분석은 11명환자 14예의 종괴중 형태가 난원형인 

종괴가 107~ ， 경계가 국한성이거나 미소엽성인 종괴가 8예로 

가장 많이 보여 비교적 양성을 더 시사핸 소견을 보였다. 그 

이유는 비촉지성 유방암이 비교적 초기단계의 유방암이라 유방 

암의 특정적인 소견을 나타내기 전에 조기 발견되어서 위와 같 

은 양상을 보였으리라 생각된다. 

비촉지성 유방암은 유방설질분포와 관련하여 다른 모양을 보 

였는데 N1이나P1양상의 저밀도 유방은 9예 모두에서 종괴를 

보였지만 P2나 DY양상의 고밀도 유방은 미세석회화가 8예 (42 

%)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4예의 비대칭성 음영이 보였고 

종괴는 5예 (20%)만 보여 P1이나 N1양상의 저밀도 유방괴는 

다른 모OJ:을 보였다. 그 이유는 고밀도 유방인 경우 정상유방실 

질 때문에 종괴가 가려져 미세석회화나 비대칭 음영을 보이지 

않은 경우 유방촬영술상 발견이 힘들었을 것이며 종괴의 경계 

가 분병히 드러나지 않아 종괴의 발견 빈도가 적였으리라 생각 

된다. 그리고 유방촬영소견상 음성소견이였으나 초음파를 설시 

하여 악성 소견을 보였던 2예 (관상피내암 l예， 소엽상피내암 l 

예 )는 모두 DY양상의 고빌도 유방을 보인 예로써 유방초음파 

가 치밀음영인 DY양상이나 유선우세음영인 P2양상에서 유방 

병변을 찾는데 상당한 도움이 됨을 얄 수 있었다. 파셋씨뱅이 

이번 연구에서 2예 있었는데 유두 습진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 

에 내원하므로 비교척 일찍 진단을 할 수 있었다. 병리소견상 

침윤성 관상피암이 13예로 가장 많았고 관상피내암도 12예있었 

다. 이중 6예 (21%)에서만 액와럼프절 전이를 보이며 종괴의 

평균크기가 1.24cm으로 발견되어， 이는 다른 연구결과(5， 7, 

12)에서와 같이 만져져서 내원한 환자의 경우 종양의 크기가 

더 크고 액와럼프절전이 및 원격전이가 더 흔하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그러므로유방암이 만져지기전에 진단한다면 액와럼 

프절전이 및 원격전이가 드물며 크기가 작은 초기단계의 유방 

서재승 오1: 비촉지성 유밤알 

암을 조기에 적극적 치료하여 유방을 보존하면서도 예후를 좋 

게 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비촉지성 유방암의 유방촬영 소견은 종괴， 미세 

석회화， 비대청음영 순이었으며 저밀도 유방에서는 주로 종괴 

가 그리고 고밀도 유방에서는 미세석회화가 주소견이였다. 또 

한 비촉지성 유방암은 초기병변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유방촬영술소견을 인지하는 것이 유방암의 조기 진단， 

치료 및 예후에 큰 도움이 되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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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alpable Breast Cancer : Mammographic and Clinical Findings 1 

Jae-Seung Seo M.D. , Eun-Kyung Kim M.D. , Ki-Keun Oh M.D. , 
Young-Jik Cheon M.D. , Byung-Chan Lee M.D 2

• 

1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rpose: Purpose To evaluate the mammographic and clinical findings of nonpalpable breast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In 28 of 607 breast cancer patients examined between January 1994 and 
April 1997, lesions were nonpalpable.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ammographic, clinical and 
pathologic features of 25 patients (28 lesions) whose mammograms we obtained. 

Results: Among these 25 patients (28 lesions) screening was abnormal in 22; other symptoms 
were bloody nipple discharge(n=4), and nipple eczema(n=2). The patients were 34-62 (mean 52) 
years old. Invasive ductal carcinoma(n=13), DCIS(ductal carcinoma in situ, n=12), Paget's disease 
(n=2), and LCIS(lobular carcinoma in situ , n= l) were found during surgery. Six of 28 lesions(21 %) 
showed evidence ofaxillary nodal metastasis; the majority arose from the upper outer quadrant of 
the breast (n=21). The mammographic findings were mass (50 %), (and mass with microcalcification, 
11 %); microcalcification(29 %); asymmetrical density(14 %); and normal (7 %). According to the 
mammographic density of breast parenchyma, the major finding in the low density group(N1 + P1) 
was mass (9/9) , and in the high density group(P2+ DY) was microcalcification (12/19). 

Conclusion: The most common mammographic findings of nonpalpable breast cancer were mass 
(50 %) and microcalcification(29 %). Its features varied according to the mammographic density of 
breast parenchyma; mass was the main finding in the low density group and microcalcification in 
the high density group 

Index words: Breast neoplasms, ra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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