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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유방렴프종:임상및 유방촬영 소견1 

장소용 · 김은경 · 오기근 · 박수미 · 정현철2 . 백소야3 

목 적 : 원발성 유방 럼프종의 유방 X선 촬영소견을 분석하여 그 특정에 대해 알아보고 

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수술로 확진하고 병기 결정상 유방 외 다른 병소가 발견되지 않은 원발성 

유방 럼프종 환자 5명의 임상 기록과 유방 X선 촬영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모든 환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급속성장을 보이면서 압통을 동반한 촉지되는 

종괴를 호소하였고 종괴는 5예에서 우측에， 1예에서 양측 유방에 위치하여 모두 6예였다. 유 

방 촬영 소견상 유방 전체에 걸쳐 증가된 음영을 보이는 종괴가 3예 ， 경계가 명확한 퉁근 모 

양의 고음영을 보이는 단일 종괴가 1예， 경계가 명확한 고음영의 다발성 종괴가 1예， 불규칙 

한 경계의 엽상의 종괴가 1예에서 관찰되었다. 종괴내에 미세석회화의 소견이나 피부와 유 

두의 함볼을 보인 예는 없었다. 피부 비후와 유방 실질 왜곡은 각각 1 예에서 있었고 액와럼 
프절 종대는 2예에서 관찰되었다. 

결 론 : 원발성 유방 럼프종의 특정적인 방사선학 소견은 찾을 수 없었지만 임상적으로 

빠르게 자라며 압통을 동반하는 종괴에서 유방촬영술상 크기가 비교적 크고 경계가 명확하 

며 액와럼프절 종대를 동반할 때 감별로 원발성 유방 렴프종의 가능성을 고려해야겠다. 

유방의 림프종은 유방에 생기는 전체 악성 종양 중 0.12-0. 
53%의 빈도를 보이는 매우 드문 종양이며 (1 - 2) 특히 원발성 

인 경우는 다른 부위에 일차병소를 갖고 이차적으로 유방에 발 

생한 속발성에 비해 더욱 빈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많은 유방암 

과의 수술전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치적 

절제숭을 시행하는 유방암과는 다르게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 

료 등 전신치료요법이 일차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본 저자는 유방의 원발성 럼프종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임상 및 유방촬영소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및방법 

1991년 1 월부터 96년 7월 까지 (5년 6개월간) 본원에 내원하 

여 수술 또는 조직 생검을 통하여 유방의 럼프종으로 진단받은 

5명 환자의 6유방(한 환자에서 양측 유방)을 대상으로 후향적 

으로 임상적 소견과 유방촬영소견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Wiseman과 Liao에 의한 원발성 유방럼프종의 진단기준을 만 

족시켰으며(1) 조직검사 소견상 (절개생검 2예， 변형근치유방 

절제술 3예) 5예에서 미만성 대형세포 럼프종과 1예에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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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흔합형세포 림프종으로 확진되었다. 환자들은 모두 여자였 

으며 나이는 35세에서 63세로 평균 48세였다. 

임상적인 소견은 의무기록을 통해 종괴의 유무， 기간， 압통， 

럼프종의 B증상(열， 체중 감소， 발한) 및 액와 럼프절 촉진 등 

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예에서 유방 촬영이 시행되었는데 Senographe 500T 
(CGR, France)를 사용하여 양측 내외측과 상하측 촬영술을 

시행하였다. 유방 촬영 소견은 종괴의 형태(종괴의 경계， 모양 

과 유방 실질의 왜곡 여부 )와 종괴 외에 소견으로 미세석회화 

유무， 유두 함몰 또는 피부 비후 그리고 동반된 액와럼프절 종 

대 유무를 살펴보았다. 1예에서 부가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시 

행하여 그 소견을 함께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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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적으로 환자들은 모두 촉지되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 

는데 평균 3개월의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압통을 동 

반하는 특정을 보였다. 촉지되는 종괴의 크기는 장축이 4cm에 

서 9crD.으로 평균 5cm이었다. 종괴는 5예에서 우측 유방에， 1예 

에서 좌측 유방에서 촉지되었으며 액와럼프절은 2예에서 촉진 

되었다. 1예에서 체중 감소가 있었고 열이나 발한은 없었다. 

유방에서 생긴 럼프종으로 조직소견으로 확진한 후 두경부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단순 흉부 x션 촬영 및 골수생검 등의 

검사상 다른 장기나 럼프 조직의 종괴가 동반되지 않아 원발성 

유방럼프종을 진단하였다 

유방 촬영 소견상 종괴의 크기는 장축이 3cm에서 9cm으로 

임상적 크기와 비슷하였다. 유방 전체에 결쳐 증가된 음영을 보 

이는 종괴가 우측 유방에 2예， 좌측 유땅에 l예 ( F i g. 1)가 관찰 

되였고 주위 유방 실질과 경계가명확한 둥근모양의 단일 종괴 

가 1예에서 우측 유방의 외상방에 위치하였으며， 경계가 명확 

한 다발성 종괴가 1예 (Fi g . 2A, B) ,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경계 

의 엽상의 종괴 1예 (Fi g . 3 )가 우측 유방 외상방에서 관찰되었 

q(Table 1). 1예에서 유방 실질의 왜곡이 있였으며 유방 전체 

에 결쳐 증가된 음영을 보이는 3예중 1예에서 피부 비후가 동반 

되었다. 유방 내외측촬영상 2예에서 액와럼프절 종대 소견이 

있었는데 이중 l예는 양측성이였다. 미세석회화나 유두 함몰이 

동반된 예는 1예도 없였다. 다발성 종괴가 있었던 1예에서 초음 

파 검사를 추가하였는 데 저에코로 경계가 분명한 다발성 종괴 

로 관찰되었다(Fig.2C). 

A 

C 

징소용 오1: 원빌성 유빔림프종 

Fig. 1. Medi이ateral oblique mammogram in a 35-year-old 
woman(case 4) shows diffuse increased opacity on the en
tire right breast with skin thickening(arr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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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g. 2. A 43-year-old woman(case 1) with multiple palpable masses in the right breast and ipsilateral axilla. 
A. Craniocaudal mammogram shows multiple well-defined round homogenous masses on the right breast(arrows) , The 
largest one measures about 7 X 6cm. 
B. Mammogram obtained 2 weeks before figure 1 shows multiple nodulιs on the right breast(arrows). 
C. Ultrasonogram of the mass shows a relatively w ell defined heterogeneous hypoechoic mass. 
D. Photomicrography showed diffuse infiltration of large noncleaved lymphocytes having round nuclei, distinct 
nucleoli and abundant cytoplasm(H & E, X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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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5 Patients with Primary Lymphoma of Breast 

Mammogrphic findings 

multiple well-defined homogeneous masses, axillary LAP 
3cm sized well-defined mass 

5cm sized irregular lobulated mass, parenchymal distorsion 

diffuse homogenous mass replacing entire breast, skin thickening 
bilateral diffuse homogeneous mass replacing entire breast, bilat

eral axillary LAP 

Clinical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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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모든 환자에서 평균 3개월 미만의 비 

교적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압통을 동반한 종 

괴를 특정적으로 보였고， 유두 함몰이나 유즙 분비는 관찰되지 

않았다. 

원발성 유방 럼프종의 진단은 미세침 홉인 세포 진단 검사나 

경피생검， 절개생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후자로 갈수록 세포 

형에 따른구분이 가능하게 된다.원발성 유방럼프종의 가장많 

은세포형은미만성 대형세포로(3-4) 일반적으로다른부위에 

서 발생한 경우에서처럼 전신으로 파급 및 재말이 잘 되어 예후 

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 역시 근치적 절제술보다는 

항암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등의 전신요법치료를 일차적으로 시 

행하며 반응이 좋지 않거나 재발한 경우에 수술적 적응이 된다 

고 한다 (2, 4, 6-7). 

Paulus 등과 Lieberman 등에 의 하면 병 리 유형 이 나 종괴 의 

크기에는 관계없이 유방 X선 촬영소견상 경계가 좋고 평활한 

둥근 모양의 종괴로 유방암에서 보이는 미세 석회화나 유두함 

몰， 실질내로의 침윤 등은 별로 동반하지않는 것으로 대개의 유 

방럼프종을 기술하였으나(5， 8) Meyer 등에 의하면 병 리소견 

과 유방 X선 소견과를 비교하여 조직소견상 결절형 인 경우 경 

계가 명확한 종괴로 대개 관찰되고 미만성 세포형인 경우 피부 

비후를동반하는미만성의 음영증가의 소견을보인다고보고하 

였다(9) . 본 연구에서는 유방전체에 걸쳐 음영이 증가된 경우 

가 3예 (50%)로 가장 흔한 모양이었는데 이는 조직학적으로 미 

만성 대형 세포 럼프종이 주종(5/6) 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피부 비후가 동반된 1예에서는 조직학적으로 진피까지 럼프종 

세포의 침윤이 있었다.2예에서의 단일 및 다발성의 종괴의 경 

우 비교적 크기가 크고 분엽성의 경계가 명확한 종괴로 관찰되 

어 이 등(1 0) 이 보고한 2예의 유방럼프종의 경우와 유사한 소 

견을 보였다. 침상음영은 종괴주위의 결합조직 형성 (desmop

lastic reaction)으로 인한 것으로 럼프종에서는 잘 동반되 지 

않는 소견이나( 3 ) 본 연구에서도 경계가 불명확하며 엽상을 보 

이는 경우가 1예 있었고 유방 X선 촬영소견상 유방암과의 감 

별이 힘들였다. 실제 조직학적 소견상 주변 유방 실질과는 분명 

한 경계를 보이며 유방내 침윤은 없었다. 몇몇 보고와 마찬가지 

로 유방암에서 흔히 볼수있는 소견인 미세 석회화나 유두함몰 

등은본연구에서도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유방럼프종의 초음파 소견은 27예의 유방럼프종의 초음파 소 

견연구에 의하면(11) 경계가 명확한 것부터 불명확한 것까지， 

LAP: lymphadenopathy 

Fig. 3. Medi이ateral oblique mammogram in a 51-year-이d 

woman(case 3) shows a irregular, lobulated , increased 
opacity on the right breast (arr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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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럼프종의 진단은 동측 액와럼프절 종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콧에 럼프종의 증거가 없이 유방에 럼프종 세포의 침윤이 

있을 때로 정의하며(1) 유방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 중 드문 것 

으로 특히 원말성인 경우 이차적으로 유방에 발생한 경우보다 

도 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보다 흔한 유방 

암으로 진단되어 근치적 절제술 후 유방 럼프종으로 확진되는 

등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대개 50대 여성에서 주로 우측 유방에 호발하며 양측성인 경 

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동측 유방 종괴의 다발성은 드문 것으 

로 알려져있는데 (3-5 ) ， 본 연구에서도 양측 유방을 침범한 경 

우가 l예 있었고 l예에서 일측 유방에 다발성의 종괴가 있였다. 

1 944년에서부터 1975년까지 14명의 유방럼프종을 보고하였 

던 Mambo 등에 의하면 (2) 10명에서 6개월 미만의 급속 성장 

을 보이는 유방종괴를 보였고 B증상을 나타낸 경우는 단지 2명 

고 



저에코에서 고에코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최근 

에 보고에 의하면 8예 모두 저에코의 경계가 좋은 병변이였다 

고 기술되었으나(8) 진단에는 비특이적으로 사료된다. 

원발성 유방럼프종에서 종괴 자체는 유방암， 섬유선종， 엽상 

성종양(Phyllodes tumor) , 전이성암 등과 감별이 어려운 비특 

이적인 소견이다. 액와럼프절 종대가 있는 경우 비교적 진단적 

이라고 보고되고 있지만(5) 액와럼프절 종대를 동반한 진행된 

유방암과의 감별에 있어 비특이적이라 할수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2예 (40%) 에서 동반되었고 l예는 양측성인 경우로 진행 

된 유방암에서 동반되는 동측의 액와럼프절종대의 경우보다는 

유방럼프종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할수 있다. 

결론적으로원발성 유방암의 특정적인방사선학소견은찾을 

수 없었지만 임상적으로 빠랙1 자라는 압통을 동반응}는 종괴 

가 있을때 유방촬영술상 크기가 비교적 크고 경계가 명확하며 

액와럼프절 종대를 동반할 때 감별로 원발성 유방 럼프종의 가 

능성을고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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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nd Mammographic Findings of Primary 
Lymphoma of the Breast1 

So Yong Chang, M.D., Eun Kyung Kim, M.D. , Ki Keun Oh, M.D. 
Su Mi Park, M.D., Hyun Cheol Chung, M.D. 2, So Ya Paik, M.D.3 

1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ι Yonsei UωIμnit 
2De때'parηtme떠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dge of Medicine 

2Department of Pathology, Yonsei Universiη Colledge of Mediciηe 

Purpose: To determine the clinical and mam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rimary lymphoma of 
the breast. 

Materials and Methods: The clinical and mammographic records of five patients (six breasts; bi
lateral involvement in one patient) with histologically-proven lymphoma of the breast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Resu |ts : Al1 patients had complained of a palpable tender mass with relatively rapid g￡wth over 
a period of about 3 months. In five cases, the mass was located in the right breast and in one case 
in the left . Mammography revealed diffuse increased opacity of the entire breast in three cases, a 
homogeneous well-defined mass in one, multiple well-defined masses in one, and ill-defined 
lobulated opacity in one. Skin thickening and architectural distortion was seen in one case, and 
axillary lymphadenopathy in two. In no case was microcalcification and nipple retraction seen. 

Conclusion : In primary breast lymphoma, mammographic finding are non-specific. When a 
breast grows rapidly and is tender, however, and mammography shows a relatively large well de
fined mass and associated axillary lymphadenoapathy, the possibility of primary lymphoma should 
be considered. 

Index Words: Breast neoplasmι radiography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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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효| 효 

--‘-‘-μ~영쩡장-‘영 ι 찢강iI" 

학회활동 

口 저18차 상임이사회 개최 주요내용(6월 18일) 

*보고사항 

1. 5월중 공문접수 17건， 발송 24건 처리 

2. 각종회의개최 

. KCPT위원회 (5월 15일) 

· 제 12차 실무위원회 (5월 21일) 

· 제7차 상임이사회 (5월 21일) 

· 제3차 정기이사회 (5월 24일) 

· 제2차 위원회 간사모임 (5월 22일) 

· 제 13차 실무회의 (5월 28일) 

. PACS 수가회의 (6월 l3일) 

3 . 5월중 학회 수， 지 내역 수입 25， 168，000원， 

지 출 31 ，145 ， 175원 

4 . 전공의 평가고사 실시 

일 시 :5월 17일 (토) 10 : 30 - 17 : 00 

장 소:전국 4개지역 시행(서울 강북， 강남지역 ， 영 

남지역，호남지역) 

응시현황:응시 대상인원 756명， 응시인원， 723명(응시 

율 95.63% ) 

5. 의협 주관 시험문항 개발 워크삽에 최순섭(동아의대) 

교수를참석토록추천 

6. 문제은행 정리작업이 7월 2일부터 5일까지 의협 지정장 
소에서 실시함에 따라 위원 8명을 추천하여 참석토록 

위촉 

7. 방사선과 의학용어를 정리하여 의협에 제출(2，698단어) 

*보고사항 

1. 각 수련병원에 협조 의뢰한 Non M.D. 근무 현황에 관 

하여 회신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다른 경로로 재 

조사하기로함. 

2 . ’98년도 학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수럽에 관하여 7월말 

까지 각 위원회 별로 안을 수렴하여 9월 상임이사회에 

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함. 

3. 학술대회 관련 건 

1) ’98년도 춘계학술대회 일정 조정 에 관해서는 이 시 

기가 ISMRM 학회와 일정이 중복되지만 일주일 전 

에는 AOCR과 일주일 후에는 역시 ISMRM에 영 향 

을 받기 때문에 예정된 4월 17 -1 8일에 개최하기로 

함. 

4. 유관학회에서 주최하는 IMAC ’97 학회는 전체 이사를 

일괄등록 하도록 하고 Medinfo’98 학회는 상임이사가 

일괄 등록토록 독려하기로 하고 등록시기는 총무이사 

- 183 

에게 일임하며 등록비는 검진협회 판독료에서 사전 대 

납토록협조를구하기로함. 

5 유관학회(의공학회， 방어학회 ， 핵의학회， 초음파의학회 ， 

PACS학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는 관련 정책에 

관하여는 총무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함. 

6. 회원이나 연구회 및 각 대학에서 발행한 저서를 학회 

납본을 의 무화하기 로 함. 

7. 매년 l회씩 있는 자문회의 및 협력업체 간담회를 상임 

이사회와 통합하여 12월 10일 개최하기로 함. 

8 . 보험문제에 대하여 각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적극 

개선토록 건의하기로 함. 

9. PACS 수가 문제는 PACS수가 산출의 논리개발은 삼 

성의료원의 PACS실무진과 학회 보험위원회에서 협의 

하여 개발하고 수가는 필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 

과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포괄적 수가산출 등 두 안을 

마련토록하고건의시기 등정책차원의 문제는원로선 

생님들의 의견을수렴하여 이사장이 추진하기로함. 

학술활동 

口 ’ 97 세계 비뇨방사선의학회 참가 소식 

1997년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 멕시코 주 산타 

페 (Santa Fe) 의 엘도라도(Eldorad이 호텔에서 개최된 세 

계 비 뇨방사선의 학회 학술대 회 (The Society of Ur oradiol 

ogy in Santa Fe ’97) 에 국내에서 검승협(서울의대)， 김태 

헌(경북의대) 등 8명이 참석하였다. 학회의 정식회원들만 

참가할 수 있는 Scientific session에서 총 35개의 연제가 

발표되였는데 그중에서 2편을한국회원이 구연하였다. 

1 ) 김종칠 (충남의 대 ) : CT Findings of Ovarian Ter 

atomas : Mature versus Immature 

2) 조경식 (울산의 대 ) : MR Imaging with Gd-DTPA 

Enhancement in the Acute T esticular Infarction 

in Rat 

연구회소식 

口 근골격계방사선과학연구회 추계심포지움 개최 

근골격계방사선과학연구회 추계 심포지움이 오는 8월 

30일(토) 오후 2시부터 전북대 강당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 

예정이며 연제발표후증례 토론도함께 있을예정이다. 

Knee : MR imaging ....... .. .......... ... ........... ... 지원회 

Shoulder : MR imaging ........ . ......... . .......... . 이상용 

Spine : MR imaging ..... ... . .. .... ............... .. . 정혜원 



Bone marrow : MR imaging ..... . ............ .. .... 이영환 정호선 . 포항의료원 조준희:국군청평병원 

업계소식 

口 메디칼인터페이스 · 메디슨 통합 

PACS전문업체인 에디칼인터페이스(대표 최형식)와 메 

디슨 내 PACS 개발 팀이 통합하기로 6월 18일 양사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회 회원이기도 한 메디칼인터페이 

스의 최형식 대표는 에디슨의 PACS 인력을 함쳐 11명에 

달하는 전문개발인력을 보유하게 되였으며 이에 힘업어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PACS 도입 수주를하는등 

활동이 활발하다. 

회원동정 

·김건상(중앙의대) : 7월 14일부로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겸 용산병원장에 취임 

• 김용주(경북의대 ) : 1990년 한국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용주 교수는 최근 시집 『바다로 난 길』을 펴냈다. 

바다로 상정되는 삶의 길에 죽음과 슬픔 속에 걸어가는 

시인의 희디흰 마음이 희망을 캐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정결한슬픔에 젖어 다시 한번 생을바라보게 한다. 

도서출판 대일 발간， 116쪽， 4，000원 

• 징수영(한럼의대 ) : 7월부터 9월까지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Center에서 유방방사선학 

분야에 단기 연수차 7월 15일 출국 

·최병인(셔울의대) 간， 담도， 신장 빛 위장 등 상복부의 

초음파 진단을 총 망라한 교과서 『상복부 초음파 진단 

학』을 최근 펴냈다. 김승협， 한준구， 김우선 교수를 비롯 

하여 김태경 전임의와 공동으로 발간한 이 교과서는 초 

음파의 기본원리 및 장비，검사방법 등의 내용과특히 상 

복부의 장기별 질환에 대해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 

들을 영상 증례들과 함께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 

게했다. 

초보자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방지책을 기술해 초음파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일 조각 발간， 273쪽， 25，000원 

·최영희(단국의대) : 7월 1일부터 1년간 미국 Stanford 

University 의대에서 흉부방사선학 및 심혈관 영상학에 

관한장기 연수차출국 

口 회원 이동사항 

박병렬:여수전남병원 

배오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청주지부 

이경훈-전북영동병원 

이학종 : 경주보건소 

이창회:국군일동병원 

정진용:여수전남병원 

口 개 원 

고재휴 : 용인방사선과 의원으로 이전개원 (경기도 용인시 

김 량장동 60 - 1 용인타워 401호 전화 0335긴 -0878) 

성현림 : 강남방사선과 의원을 개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1-6 전화 545 -8754) 

이철우 현대방사선과 의원을 개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46-8 청구랜드 402호) 

이혜라 미금진단방사선과 의원을 개원 (경기도 성남시 분 

당구 구미동 25-1 엘레강스 프라자 2동 303호) 

저서 납본안내 

회원께서 쓰신 주옥같은글의 각종도서나，소장하고계 

신 그 어떤 자료라도 학회에 기증하여 주시면 소중히 보관 

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 시집 『바다로 난 길』 학회에 기증 

김용주 교수(경북의대)는 지난 6월 발행한 시집 r바다 

로 난 길』을 3권을 학회에 기증하셨습니다. 소중히 보관하 

여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口 교과서 『상복부 초음파 진단학』 학회에 기증 

최병인 교수(서울의대)는 상복부 초음파 진단을 총 망 

라한 『상복부 초음파 진단학』의 교과서를 학회에 기증하 

셨습니다. 소중히 보관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구인및구직안내 

전문의 구인 및 구직에 대한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본 

학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안내 

口 학회소식자료수집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매월 발행하고 있는 대한방사선의학회지 

의 “학회소식”란에 게재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많은 연락 었으시길 바랍니다. 

게재내용 : 지회소식， 회원동정(승진 및 임용， 개원， 경조 

사，건의사항등) 

제출기한:수시 

제출방법 : 본학회 사무국 FAX 52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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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회원에게알림 

대한방사선의학회지를 수취하시던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 본 학회 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 "'â j 전문의번호 ] 

전 근 무 처 

근무처명 근무기간 I 19 - 19 

-;z「」 ~、

현 근 무 처 

근무처명 | 전화 | | 근무개시일 119 
끼;ζ-

-까4‘- 1 우편번호 1 

보내실곳 : 137 - 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1-8 대한방사선의학회 

전화 : 578 - 8003, 8005 FAX : 529 - 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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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의학회지 투고규정 

1994. 1. 1. 개 정 

1.원고의 성격 및 종름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사선학적 영상과 

관련된 독창성있는 원고이어야 하며 원고의 종류는 원저 ， 

종설， 증례보고， 임상화보 (pictorial essay) , 편집인 논설， 

편집언에게 보내는 글과 탑 등으로 한다. 제출된 원고와 동 

일 또는 유사한 원고를 타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 재출 

간 (multiple publicat ion)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 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88 :-108 : 258-265) 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가능하다. 

2 . 사용언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용어의 번역은 대한의 

학협회발간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한글원고의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 

사， 약품명 ， 단위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 

으나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시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다음 괄호에 약어를 쓴다. 

3 . 원고의 제출 

원고 및 사진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고 1부는 저자가 보관한다. 

대한 방사 션의 학회 

137 -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1 - 8번지 

Tel : 578 -8003, 8005 FAX : 529-71 13 

4. 원저 작성에 있어서 일반적 침고시항 
1 ) 초 록 ‘ 한글과 영문으로 각 각 페이지를 달리하여 작성하 

며 한글은 600À~ 이 내， 영문은 200단어 이내로 한다. 논문 

의 목적 ， 대상 및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구체적 데이타를제시한다. 

2) 서 론 .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도 병료하게 제시하며， 배 

경에 관한기술은목적과연관이 있는내용만을포함한다. 

3) 대상 및 밤법 . 연구의 계 획， 대상 및 방법을 순서대로 기 

술한다. 대상환자의 진단이 어떻게 확인되었으며， 어떻게 

관찰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다. 실험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결 과 . 연구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험 

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 

계처리를 원칙￡로 한다. 표 (Table ) 를 사용할 경우 논 

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경향 

및 요점은 기술한다. 

5) 고 찰 ,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 및 이 에 연관된 다른 자 

료와 연관 해석한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 

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약을 기술하며， 연구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목적을 연관시킨다. 마지막 문단에 

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기술한다. 

5. 저자 점검사항 CChecklist) 

모든 원고는 다음의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및 공저자 확인 양식에 소장 사항을 기록하고 최종 

점 검 표와 함께 제 출한다. [ (,.r 160page 참조) 복사하여 사용 

할것] 

1) 일반적 사항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표지 ， 내표지 (제목만포 

함)， 초록， 서론， 대상 및 방법 ， 결과， 고찰， 감사의 글(ac

knowledgments) , 참고문헌， 표 ( Table) ， 사진설명 ， 사진 . 

· 원고는 A4 (21 x30cm) 용지 에 챙간 l행의 여백， 좌단 및 

상하에 3cm 의 여백을둔다. 

·모든원고는초록부터 순서대로 쪽수를 기록하며， 초록이 

후의 원고내에 저자의 성명이나소속을기록하지 않는다.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이를 사용할 시에는 최초에풀어 

쓴후괄호안에 약어를기업한다. 

·기계 및 약품의 경우 괄호안에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업한다. 

·게재결정후 최종원고 제출시에는 5.25 또는 3.5인치 디스 

켓에 화일명， 프로그램명과 함께 프린트된 원고 l부와 함 

께 제출한다. 

2) 표지 

· 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논문의 제목， 전 저자 

의 성명과 주소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가한다. 소속이 다 

른 다수의 저자인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 

을 먼저 가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저자 이름에 어 

깨번호로 하고 소속기관을 번호순으로 표기한다. 표지하 

단에 통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의 주소， 전화 및 

FAX 번호를 영문으로 기록하고， 연구비 수혜 사항을 필 

요한경우기술한다. 

·내표지 에는 논문의 제목만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술한다. 

저자의 이름등은일체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초록 

• 한글원고의 경우 한글초록을 제 l쪽， 영문초록은 제 2쪽 

으로하며， 영문원고의 경우는순서를반대로한다. 

·다음과같이 각항을분리하여 기술한다. 

목 적 ( Pu rpose) : 왜 본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 

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 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 

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논문의 제목 그 

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대상 및 방법 ( Materia ls and Methods ) : 첫 문단에 기술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데이타를 수집하였으며， 이 

데이타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비틀림 (bias)을 어떻게 조 

성하였는가를 기술한다. 

결 과 ( Resu lts) : 전 문단에서 기솔된 방법드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 

며 구체적 데이타를제시한다. 

결 론 (Conclusion ) : 본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 

을 1-2 문장으로 기솔하며 ，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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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한다. 

·약어사용이나참고문헌 인용은할수없다. 

·영문초록의 하단에 대한방사선의학회 발행 색인집 (Rad

iology 의 색인집과 동일) 에 등재된 색인단어를 선택 기 

업한다. 

4) 참고문헌 

·새 쪽(페이지)에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아라비아숫 

자 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 기록된모든참고문헌은본문에서 반드시 인용되어야한다. 

· 출판되지 않은 데이타는 참고문헌에 기술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홍길 

동， 개인척 의견교환)" 흑은 “(홍길동， 미출간 데이타)" 

와같이 기술한다.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의 공인 약어를 사용 

한다. 

- 6인 이하의 저자인 경우는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는 최초 3인 이후에 “등” 및 “et al." 로 끝맺는다. 

· 저자명은 한국인은 성과 이름， 외국저자는 성뒤에 이름 

의 첫자를대문자로쓴다. 

• 인용문헌의 쪽은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107B 

이하로한다. 

· 기술양식은다음의 예와같이 한다. 

정기학술지의 논문 

1. 김 지혜， 한준구， 정진욱， 박재형， 한만청. 측부혈관을 통 

한 간세포암의 화학색전술. 대한방샤선의학회지 1993 ; 

29 : 1220-1228 

2. Miller RE , Carr JC, Lucas MR, et a l. A study of an

terior choroidal artery. AJR 1974 ; 121 : 264-265 

단행본 

3. Fraser RG, Pare JAP. Diagnosis of disease of the 

chest. 2nd ed. Philadelphia : Saunders, 1979 : 1420-1430 

단행본내의 chapter 

4. Marchesi VT. Inflammation 뻐d healing. In Kissane 

JM , Anderson W AK, eds . Anderson 성 pathology. 8th 

ed. St. Louis: Mosby，~985: 22 -kì0 

5) 표 (Table) 

·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 

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한다. 

·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타를포함하며 1쪽을념지않는다. 

· 본문에서 인용되는순서대로번호를붙인다. 

· 약어 사용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 표의 내용은이해하기 쉬워야하며，독자적 기능을할수 

있어야한다. 

6) 사진 (Figure) 

•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5x 7인치 (13 x 18cm) 로 통일하며， 광택 

인화지를사용한다. 

「/ 
m m 

·사진 뒷면에 사진의 번호와 상하표시를 연펄로 기업한 

다. 세게 눌러써서 전변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며， 잉크 

나볼펜 사용을금한다. 

•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사진인 경우，아라비아숫자 이후 

에 알파뱃 글자를 기 업 하여 표시 한다. ( 예 : Fig.1a, Fig.1b) 

· 같은 사진 번호안에 서로 다른 환자의 사진을 원칙적으 

로포함시키지 않는다. 

• 화살표나 문자를 사진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의 

제거가 가능하도록 인화된 사진에 직접 붙인다. (예 : 

letraset) 

·그럼 (Iine drawing) 의 경우 흰 바탕에 검은 선을 사용 

하며 인화된 사진으로 제출한다. 

·기출판 사진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야한다. 

• 사진 뒷면에 저자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사진 배열에 관한 저자의 의견을 필요한 경우 기입할 수 

있다. 

7) 사진설명 

• 본문의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숫자로 변호를 붙인다. 

·별지에 영문으로구나절이 아닌 문장의 형태로기술한다 

·현미경 사진의 경우 배율을 기록한다.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사항 및 점검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1 조서 • c그 E긍 

종셜은 특정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2. 증례보고 

초 록 ; 영 문초록은 150단어 이 내， 한글초록은 400Ä } 이내로 

한개의 문단으로하며 서론， 대상 빛 방법， 결과， 결론항을 분 

리하지 않는다. 

서 론 : 서론이라는 제목없이 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 빛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증례보고 · 임상소견은 영상진단에 직접 관계있는 사항만 국 

한하여 기술한다. 

고 잘 :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야 하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참고문헌 10개 이내로한다 

3. 입상화보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 

으로， 이는 독창척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그 주목 

적이 있으며， 학술대회장에서의 학숭전시와 같은 성격을 갖 

는다. 이의 형식은 초록， 서론， 화보， 참고문헌， 사진설명의 

순으로 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 사진의 숫자는 30개 이내 

로 한다. 표나 감사의 글은 포함될 수 없다. 

4.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 

견， 혹은 방사선과 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학술분야 

특정주제에 관한개인적 의견을 서술할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