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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 말초성 
흉벽 및 폐열침윤예측1 

폐암의 

이 향 미·최 규 옥 · 정 경 영2 

목 적 : 말초성 폐암에 대한 병기결정에서 흉벽 및 폐열침윤을 보는 HRCT의 정확도를 

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말초성 폐암으로 HRCT를 시행하여 흉벽 (n=18)이나 폐열 (n= 1 6) 의 침 

윤이 의심되었던 27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HRCT에서 인접한 늑막의 비후， 종괴와 흉벽 / 

폐열이 만나는길이 (cm)와이루는각도，접촉부길이에 대한 종괴지름의 비，늑막외 지방층 

의 이상， 종괴가 폐열을 가로지르는지， 종괴와 면한 폐열이 불규칙한 변연을 갖는지를 보았 

다. 여러가지의 HRCT소견과 흉통유무를 수술및 병리소견과 비교하였다. 

결 과 : 흉벽침윤을 평가시 늑막외 지방층의 침윤소견이 가장 높은 정확도 (61%)를 보 

였으며 특히 예민도가 높았다 (100 % ). 그 밖의 소견들은 예민도는 높으나 특이도가 매우 

낮고 위 양성 이 많았다. 흉통의 유무도 높은 예 민도 (43%)와 정 확도 (82%)를 보였다. 흉통 

이 없더라도늑막외 지방층의 이상소견은 44%의 양성예측도를가졌고흉통과늑막외지방 

층의 이상이 모두 없는 경우 양성예측도는 0% 이었다. 폐열의 침윤은 HRCT상 폐열을 가 

로지르는 종괴가 보이거나 종괴와 연한 폐열이 불규칙한 변연을 가질때에 각각 81 %와 75 

%의 정확도로예측할수있었다. 

결 론 : 말초성 폐암의 흉벽침윤을 보는데에 있어서 HRCT로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을 
보는것이 정확도가높으며，고식적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기존의 연구보다예측도가높 

았다. 흉통은특이도는높으나발생빈도가낮으며 흉통이 없는경우늑막외지방층의 이상소 

견은 진단가치가 높다. 폐열의 침윤여부는 HRCT에서 폐열을 가로지르는 종괴나 종괴와 

면한 폐열이 불규칙한 변연을 보일때에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 

비소세포성 폐암의 흉벽침윤을 결정하는 것은 수술가능성과 

수술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흉벽을 침윤한 폐암 

이라도 종격동내 럼프절전이와 원격전이가 없다면 en bloc re

section이나 흉막외박리술 (extrapleural dissection)을 시행 

함으로써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en 

bloc resection의 수술로 인한 사망율이 8- 15%로 매우 높으 

므로 (1, 2) 수술 대상이 되지 못하는 환자에서 불필요한 수술 

을시행치 않기 위하여 흉벽침윤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고식적 인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하여 흉벽의 침윤을 예측하 

는 것은 38-87%의 예민도와 40-90%의 특이도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는데 (3-8) , 이는 병변 부위의 흉통 유무만으로 판단 

했을 때의 예민도 (67%) , 특이도 (94%)와 비교하여 볼 때 만 

족할 만한 성적。l 아니다. 폐암의 흉벽침윤을 예측하는 CT소 

견은 여러가지가 이용되는데， 이 중 인접한 늑골의 파괴나 흉벽 

l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이 논문은 1996년 12월 4일 접수하여 1997년 3월 14일에 채택되었음. 

연조직을 직접 침윤한 종괴가 보이는 경우만이 흉벽침윤에 대 

해 높은진단률을보이나병기결정에 문제가되는대부분의 증 

례는 이렇게 진행된 경우가 많지 않다.CT상 종괴가 흉벽에 접 

촉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두 구조가 인접해 있는 것인지， 흑은 

침윤하고있는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 쉽지 않으며，이전의 감 

염이나 염증성 병변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한편 폐열을 지나서 종괴가 파급된 경우에는 T 병기에는 영 
향을 주지 않으나 수술시에 폐엽절제술이 아닌 전폐절제숨을 

시행해야 하므로 폐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는 수술여부 결정에 

중요하다 (9). 그러므로 폐열의 침융을 파협}는 것이 수술계 

획을 세우는데에 중요하나， 말초성 폐암의 폐열침윤에 대한 보 

고는 없고， 중심성 폐암의 경우 고식적 전산화단층촬영를 이용 

하였을 때에 50%의 예민도와 100%의 특이도， 85%의 정확도 

가 보고된 바 있다 (10). 

HRCT는 고에너지의 X선을 앓은 절편에 조사하여 영상을 

얻으무로 공간해상도가 고식적 CT보다 탁월하다. 그러므로 흉 

벽의 여러층을 보다 상세히 구별해 볼 수 있으며 폐열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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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이에 관한 HRCT의 성 

적이 보고되어있지 않으E로 저자등은 말초성 폐암의 흉벽 빛 

폐열침윤을 보는데에 도움되는 HRCT 소견을 수술및 병리소 

견과 연관지어 분석하여 병기결정에 미치는 진단적 의의를 알 

아보고자하였다. 

대상및방법 

1991년 7월에서 1996년 5월에 결쳐 비소세포성 폐암을 진단 

받고병기결정을위해 HRCT를시행하여 흉벽이나폐열과접 

한 종괴가 있었던 27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흉벽침윤은 

18예에서，폐열의 침윤은 16예에서 의심되었으며 7예에서는흉 

벽과 폐열의 침윤이 동시에 의심되였다. 침윤이 의심된 폐열은 

모두 사열 (major fissure)이었다. 모든 예에서 수술을 시행하 

여 병리학적 진단을 얻었다. 대상환자의 연령은 평균 56 ::t 7세 

로 37-75세의 범위에 있었고 남자가 21 예， 여자가 6예였다. 

조직학적 진단은 모두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편평상피세포암 

(n= l1)과 선암 (n=1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기관지폐 

2 
Fig. 1. Pleural thickening adjacent to mass. 

포암 (n=2)과 adenosquamous cell carcinoma (n= 1)가 있 

였다. 종양의 크기는 평균 4.69 ::t 1.65cm으로 2.2 - 8. 2cm의 분 

포를 가졌으며 모두 폐변연부에 위치하여 흉벽이나 폐열과 일 

정부분 접하고 있었다. HRCT 후 수술을 시행하기까지의 기간 

은 4 -48일이었다. 수술로는 전폐절제술 (n=12)과 폐엽절제 

술 (n=8) , 이엽절제술 (n=6) , 진단목적의 시험개흉 (n= l)이 

시행되었다. 전폐절제술을 받은 12예중 2예는종괴주위의 흉막 

외박리술을 했고 1예는 늑골을 포함한 en bloc resection을 시 

행했다. 

HRCT는 정맥조영제를 주고나서 약 3분의 l이 주업된 때부 

터 GE 9800 (GE Medical System, Milwakee, Wisconsin, 

USA)을 이용하여 1.5mm collimation, 3-20mm interval, 

120 -140kVp, 300 -41이nAs의 조건으로 종괴가 있는 부위를 

부분적으로 스캔하여서 window width와 level을 각각 500 

HU/60HU와 1000HU/ -600HU, 50-100HU/175-450 

HU로 3가지 영상을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살폈다. 인접한 흉막의 비후， 종괴와 흉벽 /폐열이 

만나는 최대길이와 서로 둔각을 이루는지의 여부， 종괴와 흉벽 

3 

Post-contrast HRCT shows peripheral lung mass in contact with chest wall. Pleural thickening (arrowheads) is seen be
tween the mass and chest wall. Right lower lobectomy was performed. The mass was confirmed as squamous cell carci
noma extending to visceral pleura, but not beyond the parietal pleura. Dense fibrous adhesion was noted between vis
ceral and parietal pleura 
Fig. 2. Extrapleural fat abnormality by tumor invasion and fibrous adhesion. 
The postcontrast HRCT shows peripherallung mass contiguous with the chest wall over wide area. The extrapleural fat 
layer is partially obscured by mass (arrowheads). The patient suffered from left chest pain for 6 months. 
Adenocarcinoma was confirmed by left pneumonectomy. The pathologic specimen showed focal tumor invasion to the 
parietal pleura and thick fibrous adhesion to the extrapleural fat. 
Fig. 3. Rib destruction and chest wall mass formation by tumor extension. 
The postcontrast HRCT shows an apical lung mass with rib destruction (arrowhead) and chest wall mass formation 
(arrows). The patient suffered from right chest and arm pain. Squamous cell carcinoma was confirmed by sputum cy
tology. Operation was not performed due to adrenal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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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이 접하는 길이에 대한 종괴지름의 비，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여부， 종괴가 폐열을 가로지르는지， 종괴와 연한 폐열이 불 

규칙한 변연을 갖는지를 보았다. 늑골의 파괴와 늑간근의 침윤 

이 있는지도보았다. 

흉막의 비후는 종괴와 인접한 부위에서 국소적인 비후가 있 

을 때로 정의하였으며 (Fig. 1) 종괴에서 떨어진 부위에 비후 

가 있거나 흉막의 비후가 전반적인 경우는 동반된 농흉이나 흉 

막염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종괴의 외연과 

흉벽 /폐열 사이의 각도가 90도를 넘는 소견이 한 군데 이상 관 

찰될 때에 둔각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종괴와 흉벽 /폐열이 

만나는 길이는 해당되는 횡단영상 중에서의 최대값으로 하였고 

종괴의 지릉도 그 최대값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접촉부 

위 길이를 종괴지름으로 나눈 비를 구하여 0.7이상인 경우는 흉 

벽침윤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은 종 

괴와 인접한 부위의 흉막외 지방층이 국소적으로 연조직에 해 

당하는 밀도를 갖고 비후된 경우로 하였다 (Fig.2). 늑골의 파 

괴는 종괴에 의한 늑골의 직접침윤과 피질골의 파괴， 골농도의 

저하가 국소적으로 보일 때로 하였으며 (Fig. 3), 늑간근의 침 

윤 역시 종괴가 근육층을 직접 침윤하여 지방층을 소실시키고 

흉벽에 종괴를형성하여 주위 조직을압박하는것으로하였다 

(Fig. 4). 종괴와 인접한 폐열의 변화가 온 경우 이는 종괴와 폐 

열사이에 여러개의 선상음영이 가늘게 보이는 것 (pleural tail, 

Fig. 5 )에서 부터 폐열이 국소적으로 비후된것， 폐열과 종괴가 

넓게 맞닿아 있지만 폐열의 변화는 없는 것 (abutting, Fig. 6) , 

폐열이 종괴에 의해 돌출되어 있지만매끈한변연을갖는경우 

(bulging, Fig. 7) , 종괴와 변한 폐열이 건너편 폐엽과 불규칙한 

변연을 가지는것 (Fig. 8) , 종괴가 폐열을 가로지르는 것까지로 

분류해서 보았다. 폐열을 가로지르는 종괴가 보인다는 것은 

(fissural cross) 종양에 의해 폐열이 끊어지고 이를 통해 다른 

엽으로 종괴가 자라들어간 것으로 정의하였다 (Fig. 9) . 또한 

종괴와 연한 폐열의 매끈한 변연이 소실되고 결절모양이나 침 

상으로 변한 경우에 불규칙한 변연을 가진다고 보았다 

(fissural irregularity). 한편 임상기록과 문진을 통해서 병변 

부위에 흉통이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여러가지 HRCT와 흉통 

의 유무를 병리소견과 연관지어서 각각의 예민도와 특이도， 정 

확도， 양성예측도1 음성예측도를 구하였다. 또한， 흉통의 여부와 

HRCT상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에 따라서 전체를 네 군으로 나 

누고 각각에서의 병리학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흉통과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소견 각각과 그 조합에 대해서 양성예측도와 음 

성예측도를구하였다. 

4 5 

‘ 
‘ . ’ 

--

;강μ . 

@ 

Fig. 4. Chest wall tumor extension without rib destruction 
The postcontrast HRCT shows large apical lung mass extending to extrapleural fat and intercostal muscle layer (arrows) 
but intact ribs . Spotty calcifications are scattered along the periphery of mass 
Fig. S. Adenocarcinoma with multiple pleural tail and pleural puckering. 
The HRCT shows a spiculated mass in the right lower lobe . Multiple thin linear densities are noted between the mass 
and the fissure /chest wall associated with pleural puckering (arrowheads) . The bilobectomy specimen revealed tumor 
invasion into visceral pleura and inflammatory puckering without any evidence of transfissural invasion. 
Fig. 6. Lung cancer abutting the fissure . 
The HRCT shows right lower lobe mass abutting the major fissure, but the fissure is smoothly outlined (arrows). Me
dial portion of major fissure looks bulging. Ground glass attenuations are seen at the periphery of lung mass. 
Bronchioloalveolar cell carcinoma and intact major fissure were confirmed by bilob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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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ssural bulging 
The HRCT shows an ovoid mass in 
contact with the major fissure . The 
fissure is smoothly outlined despite 
slight displacement by mass (arrow
s). At surgery, the right upper lobe 
was easily separated from lower 
lobe; right upper lobectomy was 
performed. The mass was at least 1 
mm apart from the visceral pleura 
in the microscopic examination. 
Fig. 8. Fissural irregularity without 
displacement. 
The HRCT shows a spiculated mass 
in the right lower lobe. The medial 
portion of the major fissure is con 
tiguous with the mass and shows fis
sural thickening and irregular mar-

j gln The speclmen revealed squam
ous cell carcinoma with multifocal 
interfissural invasion through adher 
ed fissure extend to the right upper 
lobe. 

Fig. 9. Lingular segment adenocar
cinoma with transfissural invasion 
into the left lower lobe 
The mass crosses the major fissure 
into the left lower lobe through a 
focal fissural destruction. The tran
sfissural tumor invasion was con
firmed by pneumonectomy. 
Fig. 10. False positive chest wall in
vasion by squamous cell carcinoma 
The contrast enhanced HRCT shows 
right lower lobe lung mass contigu
ous with the chest wall. Adjacent 
extrapleural fat layer is partially 
obscured by the mass, and also par
tially thickened (arrow). Note the 

5 혔 focal pleural thickening (arrow-
ι.~ head). 

%). 이는 흉통의 유무로 판단할 경우의 정 확도 67%보다 낮았 

으나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소견은 예민도 (100%)가 높은 반 

면， 흉통은 특이도(82%)가 높은 특정을 보였다. 본 연구대상에 

서는 흉통이 있는 5예에서 모두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이 보였 

으며 이중 3예에서 흉벽침윤이 확인되었다.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과 흉통의 여부에 따라서 나눈 네 군을 병리학적 결과와 비 

교한 것이 Table 2이다. 여기에서 보면 흉통이 없더라도 흉막 

외 지방층의 이상이 있는 9예 중 4예에서 흉벽침윤이 있었으 

며， 흉막외 지방층 침윤이 없는 경우는 모두 흉통도 없었으며 

종괴의 흉벽침윤도 없었다. 흉통과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소견 

결 과 

총 27예 중에서 흉벽의 침윤이 의성된 경우가 18예로 이 중 

7예는 흉막침윤이 조직학적으로 전혀 없었고 4예는 장측흉막 

만의 침윤이， 다른 7예는 벽측흉막의 침윤이 있었다. 앞서 나열 

하였던 HRCT의 소견과 흉통의 유무를 병리소견과 연관지어 

서 각각의 예빈도와 특이도1 정확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를 

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 중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소견 

이 흉벽의 침윤을 예측하는데에 가장 정확하였다 (accuracy 61 
m 



Table 1. Results of CT and Clinical Findings in Predicting Chest Wall Invasion of Lung Cancer 

Findings Sensitivity (%) Specificity (%) Accuracy (%) PPV (%) 

CT Findings(n=18) 

Pleural thickening (13) 71 27 44 39 

Obtuse angle (11) 57 36 44 36 

Contact area > 3cm (11) 57 36 44 36 

Contact ratio > 0.7 (12) 57 27 39 33 

Extrapleural fat abnormality (1쇠 100 36 61 50 

Clinical Findings(n = 18) 

Chest pain (5) 43 82 67 67 

대한방시선의학호|지 1997; 36: 767- 775 

NPV (%) 

ω
 ? 

? 

% 

m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 

69 

NPV : Negative predictive value (%) 

Table 2. Number of Patients according to Chest Pain and 
Extrapleural Fat Abnormality and Number of Patients 
with Pathologic Proof. 

Chest Pain 
Extrapleural Fat Total 

(+ ) 

5 (3) * 
o (0) 

5 (3) 

(- ) 
9 (4) 
4 (0) 

13 (4) 

(+ ) 
( - ) 

14 (7) 
4 (0) 

18 (7) Total 

* Numbers in parenthesis: number of cases with chest 
wall invasion proved by pathology 

각각과 그 조합에 대해서 양성예측도와 음성예측도를 구한 것 

이 Table 3이다. 흉통과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이 모두 보이는 

군 (n=5)은 60%의 양성예측도를 가지는데， 흉통이 있는 군 

모두가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흉통만으로 구 

한 경과와 다르지 않았다. 또한 흉통과 흉막외 지방층이상이 모 

두 있는 5예 중 2예는 위양성이었다. 흉통은 없고 흉막외 지방 

층의 이상이 있는 경우 양성예측도가 44%이고 음성예측도는 

67%인데 ， 흉통만으로 보았을때의 양성예측도 60%, 음성예측 

도는 69%이었다. 흉통과 흉막외 지방층의 침윤이 관찰되었으 

나 실제 흉벽침윤이 없었던 경우 (n=2)는 흉막의 유착과 염증 

성 섬유화， 비후가 원인이었다. 또한 흉통은 없고 흉막외 지방 

층의 이상이 있었지만 실제 흉벽침윤이 없었던 경우 (n=5)는 

흉막염， 흉막의 섬유화， 유착， 폐엽이 원인이었다 (Table 4, 

Fig. lO). 그 외에 국소적인 흉막의 비후나 종괴와 흉벽이 둔각 

을 이루며 만나는지， 종괴와 흉벽이 3cm 이상 만나는지， 만나 

는 길이에 대한 종괴지름의 비가 0.7이상인지를 보는 것은 예민 

도는 매우 높지만 특이도가 낮았다. 종괴 주변에서 비후된 흉막 

이 보이지만실제 흉벽침윤은없었던 경우가 7예인데，이는흉 

막의 섬유성 유착 (n=3) , 흉막염 (n=l) , 농흉 (n= l), 폐렴 

(n=2) 때문이었다 (Table 4). 종괴와 흉벽사이의 각도를 보는 

m 

Table 3. Positive Predictive Value and Negative Predic
tive Value of Chest Wall Invasion in Variable Groups ac
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Chest Pain and/or 
Extrapleural Fat Abnormality in HRCT 

No of Patients PPV (%) NPV (%) 

Pain (+) 5 60 69 

Fat (+) 14 50 100 

Pain ( +) Fat ( + ) 5 60 69 
Pain ( + ) Fat ( - ) 0 61 

Pain ( - ) Fat (+) 9 44 67 
Pain ( - ) Fat ( - ) 4 0 50 

Pain : Patients with chest pain 
Fat (+) or ( - ): Presence or absence of extrapleural fat 
abnormality on HRCT 
PPV :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데에 있어서는， 흉벽침윤이 있지만 서로 예각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 (n=3) 둔각을 이루지만 흉벽침융은 없는 경우가 많아 

(n=7) 전체적으로 높은 예민도 (57%)와 낮은 특이도 (36%) 

가 나왔다. 위양성을 초래한 원인은 폐암에 동반된 폐렴 

(n=l) , 폐경색과 출혈이 동반되 폐렴 (n=l) , 흉막의 섬유성 

유착 (n=3) , 농흉 (n=l)이었고， 폐실질의 파괴는 거의 없이 

폐포와 소기관지를 따라 자란 세기관지폐포암 (n= l) 자체가 

흉벽과 둔각을 이루었다 (Table 4). 종괴와 흉벽이 만나는 길 

이는， 흉벽침윤이 있지만 접촉부위가 3cm 미만인 경우가 3예 

있고 흉벽침윤은 없지만 3cm 이상에 걸쳐 만나는 경우가 7예 

있었다. 위양성의 원인은 흉막의 섬유성 유착 (n=l) , 흉막염 

(n= l), 농흉 (n= l)，폐렴 (n=2) , 폐허탈을 종양자체로 오인 

한 경우 (n= l)와 세기관지폐포암 (n=l)이었다 (Table 4). 

종괴에 의한늑골의 파괴가보인 예는없었으며 종양이 흉벽을 

침윤하여 분명한 종괴를 형성한 경우가 1예 있었다. 이 예는 벽 

측흉막과 내측 흉근막을 침범한 선암으로 전폐절제술과 흉막외 

박리술을 통해 진단되었다. 

종괴에 의한 폐열침윤이 의심된 경우는 모두 16예이며 이 중 

조직학적으로 종괴가 폐열을 지나 건너편 폐엽을 침윤했던 경 

우는 7예이다. 앞서 나열하였던 HRCT 소견을 병리소견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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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의 흉벽침윤을 예측하는데에 있어서 현재까지 많은 CT 

소견과그성척이 보고되어왔다.즉종괴 주위의 흉막비후， 종 

괴와 흉벽이 이루는 각도가 둔각언지 예각인지， 종괴와 흉벽이 

만나는 길이가 얼마인지， 또한 이 길이에 대한 종괴지름의 비가 

얼마인지， 흉막외 지방층의 침윤， 흉벽의 연조직이 반대측에 대 

해 비대칭적인지， 늑골의 파괴나 늑간근으로 침윤된 종괴가 보 

이는지 등인데 모두 고식적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 보고들이 

었다. 이 중에서 늑골의 파괴가 보이는 것은 98-100%의 특이 

도와 67%의 정확도를 가지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골절이나 혈 

행성 전이가 아니라면 가장 신뢰할 만한 소견이다 (5, 8). 흉벽 

의 늑간근이나 지방층에서 폐종괴와 직접 이어지는 종괴가 보 

이는 경우도 비교적 정확하게 병기를 예측할 수 있고 13-33% 

의 예민도와 92-100%의 특이도， 73-75%의 정확도가 보고 

되었다 (4, 5). 그러나 이 소견은 종양자체의 침윤이 아니라도 

찰 고 

이었다 (Table 5). 관하여 분석한 결과가 Table 5이다. 폐열을 가로지르는 종괴를 

보는 것과 (sensitivity 7l%, specificity 89%, accuracy 81 

%) 종괴와 연한 폐열이 불규칙한 변연을 갖는지 (sensitivity 

86%, specificity 67%, accuracy 75% )를 보는 것이 가장 예 

측도가 높았으며， 종괴와 폐열이 둔각을 이루며 만나는 부위가 

있는지 ， 3cm 이상에 걸쳐서 만나는지， 폐열과 만나는 부위와 

종괴지름의 비가 0.7이상인지의 소견은 50-63%의 정확도를 

보였다. 한편 폐열과 종괴사이의 변화를 미세한 것에서 부터 분 

명한 침윤양상에 이르기까지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 종괴와 인 

접한 폐열 사이에 선상음영 (pleural taiI)이 있는 경우는 

(n=1) 종양의 침윤이 아니었고 종괴와 폐열이 넓게 맞닿아 있 

지만 폐열의 변화가 없는 (abutting) 2예중 l예만 종양침윤이 

있었다. 종괴와 인접한 폐열이 국소적인 비후를 보인 3예중 1 
예만 종양 침윤이 있었다. 종괴에 의해서 폐열이 돌출되어 있지 

만 폐열이 매끈한 변연을 가진 (bulging) 4예는 종양 침윤이 

없었다 (Table 6). 폐열을 가로지르는 종괴가 보이거나 종괴에 

의해서 폐열이 돌출되었지만 매끈한 변연은 유지하는 경우를 

합해서 평가한 성적은 예민도 71%, 특이도 44%, 정확도 56% 

Table 4. Causes of False Positive HRCT Diagnosis of Chest Wall or Fissural Invasion in 11 Patients. 

HRCT Findings 
Pathologic Diagnosis 

l 

2 

3 

4 

5 

6 

7 

8 

9 

m 
n 

atelectasis, thickened pleura 

bronchioloalaveolar cell carcinoma 

empyema, abscess 

dense fibrous adhesion of pleura 

obstructive pneumonitis, infarction 

bronchopneumonia 

inflammation, fibrous thickening 

acute pleuritis, fibrous adhesion 

pneumonia, pleural adhesion 
? 

pleural adhesion 

Fat 

* 

* 

Y 

N 

Y 

N 

Y 

N 

Y 

Y 

Y 

Y 

N 

Pleura 
Y 

Y 

Y 

N 

Y 

Y 

Y 

Y 

Y 

Y 

Y 

> 3cm 
Y 

Y 

Y 

N 

Y 

Y 

Y 

Y 

N 

N 

N 

Angle 
Y 

Y 

Y 

Y 

Y 

Y 

N 

N 

N 

N 

N 

No of Case 

7 

Angle: obtuse angle between mass and chest wall, > 3cm: lung mass contacts chest wall more than 3cm in length 
Pleura : pleural thickening adjacent to mass, Fat: abnormality of extrapleural fat adjacent to mass, Y: yes, N: no 
*Two cases had both chest pain and extrapleural fat abnromality on HRCT but did not have chest wall invasion on 
pathologic examination 

10 7 6 No of Cases 

Table 5. Results of CT Findings Suggestive of Transfissural Invasion of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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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findings (n=16) 

Fissural cross( 6) 

Fissural irregularity (9) 

Obtuse angle (7) 

Contact area ~ 3cm (9) 

Contact ratio > 0.7 (7) 

Fissural bulging or cross (10) 

PPV : Positive predictive value (%), NPV : Negative predictive value (%) 
Number of parenthesis : Number of pa디ents having positive CT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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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민도와 42-66%의 특이도를 가진다고 보고되였으며 

(3, 5) HRCT를 이용한 본 연구는 이보다 낮았다. 이는 접촉부 

길이를 재는 것이 종괴침윤의 직접적인 증거를 보는것이아니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흉벽침윤의 가 

능성을 의심할 정도의 예이고 늑골의 파괴나 흉벽 연조직을 침 

범한 종괴가 분명한 경우는 적은 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종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종괴가 3cm에 걸쳐 흉벽과 만나는 것은 큰 

종괴가 3cm 맞닿아 있는 것과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 

로 종괴자체의 반경에 대해 접촉면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보 

기 위하여 흉벽접촉부 총괴지름의 비 0.7을 임의의 cut -off 

value로 하여 관찰하였을때 92%의 예민도와 62%의 특이도가 

보고되었다 (5) . 이는 종양자체의 크기라는 변수를 배제한 것 

이기는 하나 접촉부의 길이만을 측정하는 것에 비하여 본 연구 

에서는 더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아마도 폐상부에 위치한 

종괴가 많아 종괴의 최대지름과 접촉길이를 측정동}는데에 제약 

이 있고 cut -off value에 따라 예측도가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 

다. 

종괴 주위에서 비후된 흉막이 있는 것은 매우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라 흉막침윤을 예측하는데에 있어 100%의 예민도를 가 

지나 흉막침윤이 없는 경우에도 많이 나타나서 특이도 (44 %, 

28%)가 매우 낮다 (3, 4). 본 연구에서도 위양성인 경우가 많 

았는데 이는 흉박의 섬유성 유착， 흉막염， 농흉， 폐렴， 폐허탈때 

문이었다. 그 외에 출혈이나 흉막반 (pleural plaque) 에 의해서 

도 흉막 비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3) 폐암에 

의한 흉벽침윤을 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폐암의 흉벽침윤을 예측하기 위해 고해상 CT를 

이용하였으며， 여러 소견중 종괴와 흉벽이 만나는 길이， 각도， 

종괴 주위의 흉막비후등의 성적은 고식적 전산화단층촬영을 이 

용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거의 비슷하며 정확도가 더 높지는 않 

다. 특히 흉막비후의 성적은 오히려 매우 낮은 특이도를 보이는 

데， 이는 HRCT에서 약간의 흉막비후도 예민하게 발견하기 때 

문이라추측된다.반면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을발견하고그성 

상을 보는데에 있어서는 HRCT가 더욱 정확하며， 이는 앓은 

절편두께와 높은 공간해상력 때문이다. 

현재까지 말초성 폐암의 폐열 침윤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의 

성적은 보고된 바 없다. 고식적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폐열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혈관음영이 없는 저음영대로 보여서 종 

괴와 폐열의 상호 위치관계가 불명확하고， 폐열이 경도로 비후 

되거나 폐열면이 불규칙하게 되더라도 partial volume 

averaging 효과에 의해서 불분명하게 될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서 HRCT는 앓은 절편을 얻으므로 폐열이 폐포내 공기와 대조 

되는 선형의 고음영으로 용이하게 관찰된다. 그러므로 폐열주 

위에 종괴가 위치하는 경우에도 미세한 폐열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다. HRCT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폐열을 가 

로지르는 종괴를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며， 종괴와 면한 폐열이 

불규칙한 변연을 가지는 소견이 있을때에 종양침윤의 예측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므로 종괴의 침습으로 폐열이 파괴된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괴에 의한 폐열의 위치 변화뿐 아니 

라 폐열 자체의 변연이 매끈하게 그려지는지에 비중을 두어 판 

대한방시선의학호IXI1997 ; 36 : 767-??5 

Table 6 . Transfissural Invasion : HRCT Findings versus 
Pathology 

흉막과 흉벽의 광범위한 섬유화나 염증성 변화， 출혈에 의해서 

냐타날수 있다 (8) . 

수술전 병기결정에 있어 흔히 문제가되는것은늑골의 파괴 

나 흉벽을 침범한 종괴가 보이지 않는 경우이며， 이 때에 흉벽 

침윤을가장정확히 예측할수있는방법은본연구결과에 따르 

면 흉막외 지방층이 보존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고식적 전 

산화단층촬영에서는 공간 해상력의 한계와 영상 절편에 어슷하 

게 위 치 하는데 따른 partial volume averaging으로 인해 흉막 

외 지방층을 구별해 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HRCT를 

이용하면 대부분에서 가능하다. 흉막외 지방층은 정상인 경우 

도그두께가다양하고투렷이 관찰되지 않을때가많아서 판독 

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8), 본 연구대상에서는 

종괴 주변의 흉막외 지방층이 대부분 관찰 가능했고 오히려 지 

방층이 비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종괴자체의 섬유성 위 

축， 동반된 폐허탈로 인해서 흉막외 지방층에 음압이 가해져 지 

방이 침착하기 때문으로생각된다.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소견 

은 고식적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할 때에 38-100%의 예민도 

와 16-92%의 특이도를 가진다고 보고된바 있고 (3-5) , 본 

연구에서도 가장 정확한 소견이었다. 또한 흉통이 없었던 환자 

에서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을 보는 것이 44%의 특이도를 갖는 

데， 이는 흉통에 관계없이 구한 특이도 36%보다 높았다. 그러 

므로 흉통도 없고 흉막외 지방층도 정상으로 보이면 흉벽침윤 

의 가능성이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흉통은 없더라도 흉막외 지 

방층의 이상이 있는 경우의 양성예측도가 44%이다. 한편 흉막 

외 지방층의 이상이나 흉통이 모두 염증성 질환과 그 반흔에 의 

해 위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 소견은 환자의 자세가 

똑바르지 않은 경우에 양측흉벽이 비대칭적으로 스캔되어서 위 

양성으로 판독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11). 종괴와 

흉벽이 만나는 부분이 둔각을 이루는 것은 40 -57%의 예민도 

와 69-72%의 특이도를 가지며 (3, 5) HRCT을 이용한 본 연 

구결과도 큰 차이가 없었고 염증성질환에 의한 위양성이 많았 

다. 한편 전산화단층촬영은 시상면이나 관상면의 영상을 제공 

하지 못하므로 종괴와 흉벽이 이루는 각도를 살펴는데에 한계 

가 있는데， 특히 종괴가 폐첨부나 기저부에 위치동}는 경우에 그 

러하다. 

종괴와 흉벽이 만나는 최대길이가 3cm을 넘는 것은 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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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힐미 오1: 고해상 전산화단층활염을 이용한 밀초성 떠|암의 흉벽 및 며|일칠윤 예측 

독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대상은 모두 사열을 통한 종괴 

의 침습이었다. 횡단 영상에서 사열은 비교적 관찰이 용이하지 

만 횡단변에 평행하게 위치하는 수평열， 그리고 어슷하게 위치 

하는 사열의 상부를 평가하는데에는 횡단영상만을 얻는 

HRCT도 한계가 있으므로 3차원 영상과 이를 이용한 2차원 

재구성 영상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환자는 HRCT와 고식척 전산화단층촬 

영을 함께 시행하였지만 이를 후향적으로 분석동}는 과정에서 

서로 비교하지는 않아서 예측도의 객관적인 차이를 구하지 못 

하였다. 또한 촬영시 절편사이의 간격이 3-20mm의 범위였는 

데 간격이 넓었던 경우에서는 주요 병변부위를 지나쳤을 가능 

성도 있다. 절편의 간격을 보다 작고 일정하게 한다면 더욱 신 

뢰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폐암이 국 

소적으로 흉벽을 침윤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장에서 이를 염증 

성 유착으로 판단하여 폐절제만을 시행하였다면 병리검사에서 

흉벽침윤을진단할수가없게 되므로병기가실제보다낮게 정 

해지고，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의심되었던 부분을 확증할 수가 

없어 위양성의 빈도가 높아진다. 본 연구의 이와같은 한계점들 

이 향후의 연구에서 해결되기를기대한다. 

결론적으로 HRCT를 이용해 폐암의 흉벽침윤을 보는데에 

있어서 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을보는것이 가장정확하다.임상 

적으로 흉통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특이도는 높으나 예민도가 

낮으며， 흉통이 없더라도 흉벽침습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HRCT상흉막외 지방층의 이상여부를보는것이 진단적 

가치가 높다. 그리고 폐열의 종양침윤을 예측하는데에 있어서 

HRCT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며， 특히 폐열을 가로지르는 종괴 

나 종괴와 면한 폐열이 불규칙한 변연을 갖는지를 보는 것이 가 

장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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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 、'Vall and Fissural Invasion of Peripheral Lung Cancer : 

Evaluation with HRCT1 

Hyang Mee Lee, M.D., Kyu Ok Choe, M.D. , Kyung Yung Chung, M.D. 2 

1 Department Of Radiology, Yonsei uηiversiη， College Of Medicine 

1 Department Of Thoracic Surgeηι Yonsei university , College Of Medicine 

Purpose: We studied the accuracy of 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in staging chest 
wall/fissural invasion of peripheral lung cancer. 

Materials and Methods:HRCT findings in 27 patients with suspected chest wall (n=18) or 
fissural (n=16) invasion of peripheral lung cancer were correlated with surgical and pathologic 
findings. The HRCT images were restrospectively evaluated for pleural thickenings adjacent to 
mass, maximal contact length (cm) between mass and chest wall/fissure, angle between the mass 
and chest wall/fissure , ratio of maximal contact to mass diameter, abnormality of extrapleural fat 
layer, mass extension across the fissure and fissural irregularity adjacent to mass. Various CT 
finding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chest pain were correlated with surgical and pathologic 
findings. 

Results: For the evaluation of chest wall invasion, abnormality of extraphleural fat layer was the 
most useful finding (sensitivity 100 %, specificity 36 %, accuracy 61 %). The remaining HRCT 
findings proved to have high sensitivity but low specificity, and a high false positive rate. For 
chest pain, sensitivity was 43 % and specificity, 82 %. In cases without chest pain, the positive pre
dictive value of extraphleural fat abnormality was 44 % ; in the absence of chest pain and 
extrapleural fat abnormal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was zero. The evaluation of transfissural 
tumor invasion using variable HRCT findings proved to be accurate, especially when the criteria of 
mass extension across the fissure and fissural irregularity adjacent to the mass were used (accuracy 
81 % and 75 %, respectively) . 

Conclusion: Using the finding of ‘extrapleural fat abnormeality’, HRCT was accurate in the 
staging of chest wall invasion and its predictability was betten than that of other results obtained 
with conventional CT. Chest pain had high specificity but low prevalence, and extrapleural fat ab
normality was more valuable in cases without chest pain. HRCT proved to be accurate in the evalu
ation of transfissural invasion of lung cancer using the findings 'fissural cross' and 'fissural irregu
larity’. 

Index Words: Lung neoplasms, CT 
Lung neoplasms, staging 
Computed Tomography (CT), high-resolution 
Lung,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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