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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유방촬영사진상 군집된 미세석회화 소견 : 
양성과 악성 병변의 조직학적 연관성 1 

김미혜·오기근·정우희2. 유석종 

목 적 :유방촬영사진상 군집된 미세석회화 모앙을 병리소견과 연관시키고 조직학적으로 악성， 앙 

성석회화 소견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수술 및 조직병리학적으로 확진된 24예(악성 10예， 양성 14예)를 대상으로 조직병리 

슬라이드상 석회화의 위치， 주위 병변 그리고 모양을 문석하여 악성 및 양성의 차이점을 살피고， 이중 

2예를 mappmg연구와 파라핀블럭의 단순유방촬영을 통해 단순유방사진상의 석회화모양을 병리조직 

학적소견과 연관시켜 보았다. 

결 과 악성병변의 대부분(8/ 10 ， 80%)에서 석회화는 관강내에 위치하였으며， 양성병변에서는 관강 

LH( 10/ 14, 71 %) 및 관내 상피세포에(7/ 14 ， 50%) 위치하였다. 악성병변의 20%에서는 악성병변 및 그 

주위의 양성병변에 위치한 석회화가 있었고， 10%에서는 악성병변주위의 앙성병변에서만 석회화가 있 

었다. 악성병번에서는 판상(Iaminated ) (6/ 10 )의 석회화가 많았고 앙성병변에서는 과립앙(gran ular ) 

(9/14) , 소금모앙(salty) (7/14)의 석회화가 있었다. 악성병변에서도 과립앙(7/10) ， 소금모양(3/ 10 )의 

석회화가 있었는데 그 중 50%는 악성병번 추위의 앙성병변내에서 보였다. 그리고 2예으I mapping연구 

에서 많은 앙성석회화중 일부분에서 악성이 의심되는 석회화소견이 있었는데 이 부위에서 비정형 상 

피세포증이 관찰되었다. 유밤촬영사진상 후추모앙( pepper) , 섬세하거나 거칠은 과립앙(fine or coarse 

granular) , S 자형 (S - shape) ， 둥근모앙( punctate ) 또는 소금모양은 조직슬라이드상 과립형， 소금모앙 

에 해당되었고 유방촬영사진상 장형 (linear) ， 7f지형 (branching) ， 쉽표모양(comma) ， 올챙이모앙( tad

pole) , 벌레모양( wormiform)은 판상의 석회화에 해당되었다. 

결 론.악성 및 앙성병변에 동반하늠 석회화의 조직학적 차이와 석회화모양의 유방사진-조직병리 

학적 차이를 이용하여 임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는 

판상석회화와 연관되는 장형， 가지형， 쉽표모양， 올챙이 그리고 벌레모앙의 석회화가 유방촬영사진상 

보일 llH 악성병변을 의심하여야 하며， 악성병변및 앙성병변 주위에도 각각 앙성석회화， 악성석회화가 

있을수 있으므로 확실한 앙성석회화소견중 일부분에서 악성이 의심되는 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석회화부위와 그 주위조직까지 제거하고， 제거조직의 단순촬영(specimen radiography)으로 정확한 

제거여부를 확인한 후 더 세밀한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앙성병변에서 동반되는 유방암의 병변을 

완치할수 있도록하여야한다. 

서 론 

1951년 Leborgne에 의 해 처 음 언급된 군집 된 미세 석 회 

화란 2mm이하의 미세석회화가 1cm2내에 5개 이상 있을 

때로 정의하며， 종괴， 주위조직 변형소견과 함께 악성병변 

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알려져 왔다. 이 소견은 악성뿐 아니 

라， 섬유선증식증， 섬유선종， 상피세포증식증， 비정형상피 

세포증등의 양성병변에서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군집된 미세석회화의 60-70%7~ 이에 속한다( 1-6). 일반 

적으로 석회화의 수가 많을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모양이 다양할수록 악성을 시사한다고 하나(7) ， 양성과 중 

첩되는 소견이 많고 여러 학자에 의 해 다양한 결과가 나왔 

을 뿐아니라 조직학적 연관성이 정확하게 보고되어 있지 

않아 필름상 군집된 미세석회화소견이 보이면 대부분에서 

조직생검및 수술후 조직학적 확진이 필요하였다. 이에 저 

자는 악성， 양성 병변에 동반된 군집된 미세석회화소견이 

l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 단방사선과학교실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94년도 일반과제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 
:A:f.!: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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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4년 11월 19일 접수하여 1995년 2월 4일에 채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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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어 수술한 예에서 조직슬라이드상 석회화의 특성을 

살폈으며， 유방촬영사진 조직슬라이드간의 석회화모양 

의 연관성을 찾아보았다. 

대상및방법 

1988년 l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촬영상 군집된 미세석회 

화소견이 보여 수술로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임의로 선택된 63명중 조직슬라이드상 석회화소견이 

관찰이 관찰되었던 24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두 여자환 

자였으며 나이는 35세에서 62세였고 평균연령은 48세였 

다. 단순유방촬영술은 8enographe 500T( CGR 13, Paris, 

France) 와 8enographe DMR( GE medica1, Wisconsin, 
U8A)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조직학슬라이드상 악성및 

양성석회화의 위치(관강내， 관강상피세포， 간질세포)， 주 

위병변및 석회화의 모양(과립상(gr anu1ar ), 소금모양(sa1 

ty) , 판상Oaminated) )을 관찰후 비교분석하였다. 또， 양 

성석회화가 우월하게 많고 일부에서 악성이 의섬되는 석 

회화가 있는 2예를 수술후 mapping연구하였고， 석회화가 

포함된 조직의 파라핀 블럭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여 유방 

촬영사진소견과 조직슬라이드상 석회화 모양의 연관성을 

관찰하였다. 유방촬영사진상 석회화의 모양은 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임의로 변경하여 Tab1e 1과 같이 분류 

하였다. 

결 과 

악성， 양성 모든예에서 관강내， 관상피세포근처， 주위 기 

질에 석회화가 관찰되었다. 악성에서는 관강내 석회화가 

많았고， 양성병변에서는 관상피세포근처의 석회화가 많았 

다(p<0.05， Tab1e 2) .10예의 악성병변중 3 예에서 주위의 

동반된 양성병변내에 석회화를 통반하고 있었고， 그 중 1 
예에서는 악성병변내의 석회화 없이 양성병변내에서의 석 

회화만을 동반하'3i t:j- (Tab1e 3) . 악성병변내의 석회 

Table 1. Definition of Shape of Calcification on Mammography 

Terminology Size and Shape 

Pepper 0.1 mm >, faint 

Fine granular 0.1-0.2mm , round 

Coarse granular 0.1 -0.2 mm , irregular 

Punctate 0.2 -2.0 mm , distinct and round 

Salty 

S-shape 

Linear 

Branching 

Tadpole 

Comma 

Wormiform 

0.2-2.0mm , distinct and angular 

< 2.0 mm , continuous S-shaped 

< 2.0mm , elongated 

0.2 -2.0 mm, X, y , z 

0.2-2.0mm 

0.2 -2.0mm 

0.2-2.0mm , wavy and irregular linear 

화는 판상이 많았고(6 / 10， p<0.05) , 양성병변에서는 과립 

양(10/14) ， 소금모양(7/14)이 많았다(Tab1e 4) . 악성에 

서도 과립양， 소금모양이 관찰되었는데 이중 50%는 주위 

동반된 양성병변내에 있었다(Tab1e 4, Fig. 1) .2예의 ma

ppmg연구와 파라핀 b10ck 의 유방촬영 사진을 통해 석 회 

화모양의 필름-조직학적소견을 비교분석하였을때 필름 

상 보였던 후추모양， 섬세한 과립형， 섬세한 소금모양， 8 

모양， 과립형 그리고 소금모양은 병리소견상으로는 과립 

형， 소금모양과 연관되었다. 필름상 장형， 가지형， 쉽표모 

양， 올쟁이 모양 그리고 벌레모양의 석회화는 병리소견상 

판상의 석회화와 연관되었다(Fig. 1- 4). 대부분이 많은 양 

성 석회화를 가지고 있고 일부에서 악성이 의심되는 후추 

모양， 쉽표모양， 올챙이 모양의 석회화가 있는 2예를 수술 

후 mapping연구 했을 때 악성이 의심되는 석회화 부위에 

서 비정형 상피세포증이 발견되었다(Fig.4) . 

고 찰 

유방촬영사진상 관찰되는 석회화는 혈관벽석회화， 지방 

경색후 석회화， 피부석회화와 함께 선증식증， 냥종， 상피세 

포증식증， 비정형세포증식증등의 양성 병변및 유방암에서 

관찰된다(8). 야들중 양성석회화는 악성에 비 하여 크기가 

크며 균일하고 모양도 둥근모양으로 균일한 모양이 많으 

며 밀집된 분포를 보이는 악성에 비해 넓게 분포되어 있다. 

Table 2. Histopathologic Correlation: Location of Calcificaiton 

Location Malignant (n=1 이 Benign (n=14) 

Epithelium 

Duct 

Stroma 

꺼
J
 
n
。

”J 

7(2) 

10(2) 

2(2) 

( ) atypical ductal hyperplasia 

Table 3 . Histopathologic Correlation : Pathology Adjacent to 

Calcifications 

Pathology Malignant (n=1 이 Benign (n=14) 

Fibrocystic disease 3 13(3) 

Epithelial hyperplasia 0 4(1 ) 

Atypical ductal hyperplasia 0 o 
Intraductal carcinoma 8 o 
( ) atypical ductal hyperplasia 

Table 4. Histopathologic Correlation: Shape of Calcificaiotn 

Shape Malignant ( n = 1 이 Beni gn (n=14) 

7(3*) 9(3) 

3(1 *) 7(3) 

6 3(1) 

Granular 

Salty 

Laminated 

( ) atypical ductalhyperplasia 

( * ) associated benign lesion adjacent to cancer 

1 ‘ n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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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vasive Ductal Carcinoma 

a. Specimen-radiograph shows variable shaped clustered microcalcifications such as pepper , fine granular , linear , comma, tad

p이e and wormiform (arrows) 

b, c. Microphotograph of the specimen show laminated(b. arrow) and salty calcifications(c. arrows) in malignant lesion (H-E 

stain , X 100) 

d. M icrophotograph of specimen show granular calcification in benign lesion adjacent to cancer (arrows)(H-E stain , X 1 00) 

• a ‘ ‘ -

-’ / ‘ 
d 

a 
Fig . 2. Epithelial Hyperplasia 

a. Paraffin block mammogram shows punctate(large arrow) and fine granular( small arrow) calcificaiton 

b. Microphotograph of specimen show granular calcificaiton(arrows)(H-E stain , X 1 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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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a b 
Fig . 3 . Fibrocystic Disease 
a. Paraffin block mammogram shows salty(large arrow) and coarse granular (small arrow) calcifications 
b. Microphotograph of specimen show salty calicifications(arrows)(H-E s tain , X 100) 

~ 

a 
Fig . 4 . Atypical Ductal Hyperplasia 
a. Specimen radiograph shows multiple dense microcalcifications(l arge arr ow) and focal pepper, comma calcificaitons(small 
arrows) 

b. Mapping study shows calcification(red point) , epithelial hyperplasia (black point) and focal atypical ductal hyperplasia(lines) 

거칠고(coarse) ， 계란껍질모양(eggshell) , 중력 에 따라 

움직이는 석회화가 대표적인 양성석회화로 알려져 왔다 

(8). 섬유선종의 석회화는 종괴중심에 거칠고 분명하게 그 

려지는 석회화 또는 바깜쪽에 테두리모양(rimlike) 의 석 

회화 를 보인다. 혈관벽의 석회화는 길고 평행하는 기차길 

형 ( railroad) 석회화가 특정적이고 낭종내의 석회화(milk 

of calcium in cyst)는 중력에 따라 움직이며 둥글거나 난 

원형， 또는 비정형 (amorphous)의 석회화이다. 유방분비질 

환에서 오는 석회화는 두껍고 진하며 연속적이며 깨끗한 

변연을 가 지고있는 것이 특정적이며 ， 위치로는 유두아래 ， 

양쪽성， 그리고 일측성으로도 오며 면포성암과 유사하게 

분엽성 ( segm ental) 분포를 보이기도 한다. 감별을 요하는 

면포성 암의 석회화는 크기가 O.5mm이하로 작고 모양과 

크기가 불균일하며 불연속적이고 석회화가 군칩되어 있는 

점이 양성과 다르다. 지방괴사후에 오는 석회화는 계란껍 

질 모양을 보언다. 그 외 양성석회화로는 이물질로 부터 오 

는 석회화(artifact)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금치료， 

카세트내 증감지의 상처， 필름에 붙은 머리카락등이 있다. 

악성에서의 석회화는 양성에서 보다 군집되어 있고 모양 

과 크기에 있어서 다양하면서도 섬세하고 가지형이 많고 

석 회화의 수가 많다. 유방암중 20%가 유관내에 국한된 암 

으로 그중 70%7} 단순유방촬영필름상의 석 회화로 진단된 
다(9). 

악성 암의 석 회화는 두종류로 분류되는데 그중 하나는 

변포성암에서 오는 장형 (elongated， rod -shape) , 가지형 

(bra nching) , 원주형 (casting) 석회화로 이는 유관 상파 

세포에서 악성암세포가 유관내로 증식되어 들어가고 중심 

부위가 괴사 및 석회화되어 생긴다. 체모양(cribriform) ， 

미세 유두상(micropapillar y) 악성종양에서 오는 0.5cm 

미만의 퉁근모양(punctate) ， 기괴한(bizzare) ， 불규칙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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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석회화는 유관내 유두상 돌출을 한 암세포사이에 

유즙분비가 정체되어 생긴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위의 두 

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종류에서 오는 석 

회화의 모양이 한예에서 모두 보이는 경우도 있다(9). 2 

rnm 이하의 미세석회화가 1cm2내 5개이상 모여있을때 군 

집된 미세석회화라고 하며 27-41%까지 악성으로 보고된 

다(10). 그러나 군집된 미세석회화 소견의 59 - 73%는 양 

성병변에서 나타나므로 불필요한 조직검사 및 수술을 피하 

기 위해서는 석회화소견의 양성， 악성간의 감별이 필요하 

다. 저자들이 경험한 63예에서 단순유방촬영필름상 군집된 

미세석회화 소견이 관찰되였는데 조직슬라이드상 24예에 

서만 석 회화소견이 관찰되 었다. 이 원 인으로 Carl등은 조 

직학블럭을 만드는 동안의 분실과 슬라이드 만드는 과정에 

서의 분실로 설명하였고(1 1) ， Mark등은 수술시 부적합한 

제거가 25%, 병리학자의 비언급이 33%, 조직의 proces 

sing통안의 분실이 25% 그리고 oxalate crystal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17%로 발표하였는데(12) ， 저자의 경우도 상 

기와같은이유라고생각된다. 석회화의 성분중 calcium ox

alate crystal은 hematoxylin -eosin 염 색 이 나 von - Kossa 

염 색 법 우로는 보이 지 않고 polarized light microscopy또 

는 silver nitrate and rubeanic acid with 5% acetic acid 

로 염색했을때만 관찰된다고 한다 (13). 저자의 연구중에 

도 2예에서 조직학슬라이드에서 석회화가 관찰되지 않아 

Gilda등과 같이 제거 조직의 파라핀 블럭을 단순유방촬영 

하여 석회화의 위치를 결정한 후 이부위로 조직슬라이드를 

제작， 석회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14) . 많은 연구에서 병리 

조직 소견상의 석회화위치를 관찰하였는데 악성예중 50% 

에서는 악성병변내에 국한되었는데 반해 50%에서는 주위 

의 양성병변내 (30% ) ， 또는 악성과 양성병변내에 공존하는 

석회화( 20% )를 보고하였다(9， 15-18). 본 연구의 악성예 

10예의 조직슬라이드상 30%에서도 악성병변자체 및 주위 

에 같이 있던 양성병변에서 석회화를발견하였다. 

한편 2예의 mapping연구에서도 단순유방필름상 수많은 

거친 과립양， 과립양， 소금모양의 양성석회화와 함께 일부 

분에서 잘보이지않는 후추모양， 쉽표모양， 올쟁이 모양의 

석회화가 주위조직변형과 동반되어 관찰되어 수술및 map

ping을 시행하였는데 석회화가 있던 각각의 파라핀 블럭 

촬영필름과 조직슬라이드와의 비교시 양성 석회화의 모양 

이 잘 연관되었고， 악성이 의섬되는 석회화부위에서 양성 

과 악성의 이행단계인 비정형상피세포증이 관찰되어 타 저 

자들의 보고와 일치한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악성 및 양성병변에 통반하는석회화의 조직 

학적 차이와 석회화모양의 필름-조직병리학적 차이를 이 

용하여 임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악성이 의심되는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거나 확실한 양성석 

김미혜 오| ’ 단순유방촬영사진상 군집된 미세석회화 

우에는 그 석회화부위와 그 주위조직까지 제거하고， 제거 

조직의 단순촬영 (specimen radiogrpahy)으로 정확한 제 

거여부를 확언한 후 더 세밀한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조직에서도 동반될 수 있는 유방암의 병변을 발견할 

수있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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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ed Microcalcifications on Mammography: 
Histopathologic Correlation in Benign and Malignant lesions' 

Mi Hye Kim, M.D. , Ki Keun Oh , M.D., Woo Hee Jung, M.D.2, Sock Jong Ryu, M.D. 

1 Department o( Diagnostic Radiology, College o( Medicine, Yonsei University 

2 Department o( Pathology, College o( Medicine, Yonsei University 

Purpose: To evaluate differential p이 nts of clustered microcalcification in malignant and benign lesions on 

histopathology and correlate with mammographic findings 

Materials and Methods: Authors evaluated differential points of malignant and benign calcifications in 

histopathologically confirmed 24 cases. In two palients, mapping studies and paraffin block mammographic 

examinations were done to correlate calcification on mammography with histopathologic morphology. 

Result: On histopathology , malignant calcifications were located in ductal lumen , while benign ones were 

usually located in ductal epithelium(p<0.05). However, associated three benign lesions of the 10 malignant 

lesions showed still benign calcifications adjacent to proven cancer. The typical malignant calcifications were 

the shape of lamination , while benign calcifications showed granular and salty on light microscope. In 2 map

ping studies , malignant-Io이~ing calcifications within the area of predominant benign calcifications yielded atypi 

cal ductal hyper미 asia. Mammographic pepper, granular, punctate, salty and S-shaped calcifications were 

correlated with granular and salty calcification on light microscope. Mammographic linear, branching , comma, 

tadpole and wormiform calcifications were correlated with histopath이 ogic laminated calcification . 

Conclusion: Authors have recognized about characteristics of mal ignant Vs. benign clustered microcalcifi

cations on histopathology. Authors concluded that if malignant-Iooking calcification such as linear , branching , 

comma, tadp이 e and wormiform are present in an are a of predominant benign calcifications, specimen radio

graphic correlation and mapping study will be necessary for better demonstration of the atypical ductal hyper

plasia, hidden or associaled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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