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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에 발생한 점액류 유사 종양의 방사선학적 소견1

강두경·조재현·정용식2·임현이3

목적: 유방에 발생한 점액류 유사 종양(mucocele-like tumor)의 특징적인 유방촬영술 및 초
음파소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1994년 9월 부터 2004년 1월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점액류 유
사 종양으로 확진된 12명의 환자 12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소견을
분석하였다.
결과: 12명중 11명이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고 석회화 6예, 비대칭 음영 또는 종괴를 동반한
석회화가 3예로 9예(81.8%)에서 석회화를 보여 주된 소견 이었으며 모양은 다형성이 4예
(44.4%), 비정형이 3예(33.3%), 원형이 2예(22.2%)이고, 분포는 구역성이 6예(66.7%), 군
집성이 3예(33.3%)였다. 2예는 유방촬영술에서 정상이었다. 초음파는 12명 모두에서 시행하
였고 낭종이 8예, 낭성종괴가 2예로 대부분의 경우(10예, 83.3%)에서 낭종 및 낭성종괴로 보
였고 분지하는 관형 저에코 구조물이 1예, 저에코 종괴가 1예였다. 병리학적 진단은 2예의 상
피세포증식을 포함한 양성 점액류 유사종양이 5예, 비정형 유관상피세포증식을 동반한 경우가
4예, 상피내암을 동반한 경우가 3예였다. 석회화는 양성 점액류 유사종양 보다 비정형 유관 상
피증식이나 상피내암을 동반한 경우에서 좀더 흔한 소견이었고, 이중 6예(85.7%)가 비정형
또는 다형성 석회화였다. 특히 다형성 석회화는 비정형 유관 상피증식을 동반한 경우와 상피
내암을 동반한 경우에서만 관찰되었다. 유방촬영술에서 석회화가 보였던 9예 중 7예(77.8%)
에서 초음파에서 석회화가 관찰되었으며 모두 병변내에 위치하였다.
결론: 점액류 유사 종양은 유방촬영에서는 구역성 분포를 보이는 다형성 및 비정형 석회화가,
초음파에서는 석회화를 동반하는 낭종이나 낭성종괴가 주된 소견이었다.

점액류 유사종양은 편평, 입방 또는 원주상피로 둘러싸인 점
액성분의 다발성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부분적인 상피
세포증식만을 보이는 양성종양으로 Rosen등에 의하여 1986
년에 처음 보고되었다(1).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에서 상피내
암종 및 침윤성암과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어(2-5) 점액류
유사종양은 완전한 양성에서부터 점액암종까지 다양한 병리적
연속성을 보이는 질환으로 생각되며 조직검사에서 점액류 유
사종양이 의심될 경우 절제생검을 하여 악성의 가능성을 배제
하여야 한다.
점액류 유사종양의 방사선학적 소견은 Glazebrook 등(6)에
의해 2003년에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에는 1999년 김호성(7)
등의 증례 보고가 있을 뿐이다. 저자들은 수술로 확진된 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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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유사종양 12예를 경험하였기에 유방촬영과 초음파 소견을
분석하여 점액류 유사종양의 특징적인 소견과 악성 점액류 유
사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994년 9월 부터 2004년 1월까지 본원에서 외과적 절제를
시행하여 병리학적으로 점액류 유사 종양으로 확진된 12명의
환자 12예를 대상으로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소견을 분석하였
다. 환자의 나이는 26세에서 56세 사이로 평균 36.1세 였다.
7예는 우측유방에서, 5예는 좌측 유방에서 발생하였고 양쪽에
서 동시에 발생한 예는 없었다. 우측 상외측이 4예, 우측 하외
측이 2예, 우측 상내측이 1예 였고 좌측 상외측이 5예였다. 임
상적으로는 6예는 무증상 환자였고, 3예는 만져지는 종괴를,
1예는 유즙분비를 주소로 내원 하였으며, 2예는 유방의 통증
을 호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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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경우 또는 벽재성 소결절(mural nodule)이 있는 경우
를 낭성종괴(cystic mass)로 분류하였다.
점액류 유사종양을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 비정형 상피증
식을 동반한 경우 그리고 악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방촬영
과 초음파 소견을 비교하였다.

유방촬영은 DMR mammography unit(GE Medial System,
Milwaukee, WI) 기기로 내외측 촬영(mediolateral oblique
view)과 상하측 촬영(craniocaudal view)을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확대촬영(magnification view)을 실시하였다. 초음파기기
는 2002년 8월까지Ultramark 9 HDI (Advanced technology
laboratories, Bothell WA)와 10 MHz 선형탐촉자를 사용하였
고 그 이후는 Sequoia(Acuson, Siemens Company, Mountain
View, Calif, U.S.A.)와 8-13 MHz의 선형탐촉자를 사용하였
다. 유방촬영술과 초음파 소견은 2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후
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석회화나 종괴의 경우 ACR-BIRADSTM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에 근거하여 분류하였고(8), 초
음파 소견은 낭종(cyst)의 경우 국한성(well-defined)의 무에
코(anechoic)의 병변으로 후방음향증가(posterior acoustic
enhancement)를 보일 경우 단순낭종(simple cyst)으로, 내부
에 저에코가 있을 경우 복잡성 낭종(complicated cyst) 으로,
2-5 mm 크기의 3개 이상의 낭종이 군집되어 있을 경우 군
집성 미세낭종(clustered microcysts)이라 하였으며, 두꺼운
격막 (septation > 5 mm in thickness)이 있거나 낭종의 벽이

A

결

과

12명중 11명이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고 그중 9예 (81.8%)
에서 석회화가 관찰되어 가장 많은 소견이었고, 그 중 6예
(54.5%)는 다른 소견 없이 석회화만 관찰되었다(Fig. 1). 2예
는 석회화와 함께 종괴가 관찰되었고(Fig. 2), 1예는 석회화
와 비대칭음영을 보였고(Fig. 3), 2예는 정상소견 이었다. 석
회화의 모양은 다형성(pleomorphic)이 4예(44.4%), 비정형
(amorphous)이 3예(33.3%), 원형(round)이 2예(22.2%)이
고, 석회화의 분포는 구역성(segmental)이 6예(66.7%), 군집
성(clustered)이 3예(33.3%)로 구역성 다형성 또는 비정형 석
회화가 주된 소견이었다. 종괴가 보이는 경우 1예는 경계가 좋
은 저농도의 원형 종괴(Fig. 4), 1예는 경계가 불명료한 타원

B
Fig. 1. 40-year-old woman with mucocele-like tumor associated
with atypical ductal hyperplasia.
A. Mammogram shows segmentally distributed pleomorphic
calcifications at right lower outer quadrant.
B. Sonogram shows branching tubular hypoechoic structure (arrows) at peripheral portion of right lower outer quadrant. The
punctuate echogenic dots seen within the structure (long arrow)
probably represent the calcifications.
C. Photomicrograph of histopathologic specimen reveals multiple cysts containing mucous material & a coarse calcification
(arrow) are lined by benign epithelium and a focus of atypical
ductal epithelial hyperplasia (H & E, ×2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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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등농도 종괴(Fig. 2)로 관찰되었다 (Table 1).
유방초음파는 12명 모두에서 시행하였고, 초음파 소견은 낭
종이 8예, 낭성종괴가 2예로 대부분의 경우(10예, 83.3%)에
서 낭종 및 낭성종괴로 보였다. 낭종은 단순낭종이 1예(Fig.
2), 군집성 미세낭종이 3예(Fig. 3), 복잡성 낭종이 3예(Fig.
4), 얇은 격막성낭종이 1예 였으며, 낭성종괴는 두꺼운 격막성
낭종이 1예(Fig. 5), 벽재성 소결절이 있는 경우가 1예였다.
나머지 2예는 분지하는 관형의 저에코 구조가 1예(Fig. 1), 부
분적으로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는 엽상의 저에코 종괴가 1예
였다. 유방촬영술에서 석회화가 보였던 9예중 7예(77.8%)에
서 초음파에서 석회화가 관찰되었으며 모두 병변내에 위치하
였다(Table 1).

8예에서 초기 진단으로 세침흡인생검술을 시행 하였고 이들
모두 점액성물질과 함께 상피세포가 검출되어 점액류 유사종
양 또는 점액암종을 포함한 점액성 병변을 의심하였고, 그중
7예에서 절제생검(excisional biopsy)을 시행하였으며, 1예는
상피내암을 동반하고 있어 변형근치유방절제술 (modified
radial mastectomy)을 시행 하였다. 위치결정술을 시행한 후
조직을 떼어낸 2예 중 동결절편에서 상피내암을 동반하는 점
액류 유사종양이 발견된 1예(Fig. 3)는 변형근치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비정형상피증식을 보인 1예(Fig. 1)는 단순절제
술을 시행하였다. 1예는 초음파에서 군집성 미세낭종과 석회
화가 관찰되었으나 유방촬영술에서는 구역성 다형성 석회화가
있어 악성을 의심하고 초음파유도하 자동총 핵생검을 하였다.

A

B

C
D
Fig. 2. 56-year-old woman with mucocele-like tumor associated with atypical ductal hyperplasia.
A. Mammogram shows obscured marginated isodense mass (arrow) with amorphous calcification (long arrows) at right lower outer quadrant.
B. Sonogram shows slightly lobulated well-defined cyst at right lower outer quadrant.
C. Fine needle aspiration smear showing several tight clusters of ductal epithelial cells within abundant extracellular mucin (H &
E, ×400).
D. Photomicrograph of histopathologic specimen reveals a focus of atypical ductal epithelial hyperplasia at lining epithelium (H &
E,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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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직소견에서 섬유낭성질환으로 진단되어 병리소견과
유방촬영술의 소견이 맞지 않아 위치결정술을 시행한후 수술
을 시행하였고 떼어낸 동결절편에서 비정형 상피증식을 동반
하는 점액류 유사종양이 발견되어 부분유방절제술(partial
mastectomy)을 시행하였다. 나머지 1예는 유즙분비물의 세포
검사에서 유두종이 의심되어 절제생검를 시행하다 상피내암을
동반한 점액류 유사종양이 발견되었다.
조직병리학적 진단은 12예중 3예에서 상피내암이 동반되었

A

고, 4예는 비정형 유관 상피증식을, 2예는 이형성이 없는 상피
증식을 동반하였으며, 3예는 단순 편평 또는 입방세포로 둘러
싸인 양성 점액류의 소견을 보였다(Table 1). 국소적인 점액
성암을 동반한 예는 없었다.
점액류 유사종양을 병리학적으로 양성과 악성 그리고 비정
형 유관상피증식 동반한 경우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악성은
모두 만져지는 종괴 및 유즙분비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양
성과 비정형 유관 상피증식 동반한 경우는 대부분 무증상 환

B

C
D
Fig. 3. 31-year-old woman with mucocele-like tumor associated with atypical ductal hyperplasia and foci of intraductal carcinoma.
A. Mammogram shows focal asymmetric density (arrow) and segmentally distributed pleomorphic calcifications at left upper outer quadrant.
B. Sonogram shows clustered microcysts and echogenic dots (long arrows) suggesting calcifications seen on mammography
C, D. Photomicrographs of histopathologic specimen reveal multiple cysts containing mucinous material and extruded mucinous
secretion (arrow) in the stroma (C). Microscopic foci of intraductal carcinoma are present (D) (H & 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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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선별 검사에서 발견되었다. 환자의 연령은 양성의 경우
(평균 30.8세) 보다 악성 또는 비정형 유관상피증식 동반한 경
우(평균 39.9세)에서 평균 연령이 많았다(Table 1).
유방촬영술 소견에서 5예 중 2예만(40%) 석회화를 보인 양
성 점액류 유사종양에 비해 비정형 유관 상피증식을 동반한
경우와 상피내암을 동반한 경우는 모든 예(7예, 100%)에서
석회화가 발견되어 석회화가 좀더 흔한 소견이었고, 이중 6예
(85.7%)가 다형성 또는 비정형 석회화였다. 특히 다형성 석회
화는 비정형 유관 상피증식 동반한 경우와 상피내암을 동반한
경우에서만 관찰되었다. 석회화의 분포는 군집성의 경우는 양
성에서만 관찰되었으나 상피내암을 동반한 경우는 모두 구역
성의 분포를 보여 악성의 경우에서 좀더 넓은 범위의 석회화
분포를 보였다(Table 2).
초음파 소견에서 불규칙한 변연(irregular margin)이나 두꺼
운 격막(thick septation)을 보인 경우는 2예의 상피증식을 동
반한 양성 점액류 유사종양(Fig. 5)과 1예의 비정형 상피증식
을 동반한 경우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악성의 예는 없었다
(Table 1). 초음파에서 석회화는 2예의 양성 점액류 유사종양,
3예의 비정형 상피세포증식, 2예의 상피내암에서 두루 관찰되
어 병리학적 분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고

찰

점액류 유사종양(mucocele-like tumor) 또는 점액류 유사
병변(mucocele-like lesion)은 Rosen 등(1)이 1989년에 풍
부한 점액성 성분을 가진 낭들과 이 낭이 파열되어 주변 기질
로 방출된 점액으로 구성된 양성종양으로 처음 기술하였으며,
이 병변은 타액선의 점액류와 유사하여 점액류 유사종양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 이후 Ro 등(9)은 7예의 점액류 유사종
양중 4예가 비정형 유관 상피증식을, 3예가 국소적인 점액암
종의 병변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Weaver 등(2)은
23예의 점액암종을 포함한 117예의 점액성병변(mucinous
lesion)을 조사한 결과 유방의 점액성 병변은 완전한 양성 점
액류 유사종양에서부터 저등급의 점액암종까지 다양한 병리적
연속성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Chinyama 등
(3)은 양성 점액성 병변이 드물지 않으며 점액함유 유관
(mucin-filled duct), 점액류 유사병변, 점액성 비정형 유관 상
피세포 증식, 점액성 상피내암, 점액암종이 같은 질환 과정의
다른 단계라고 하였고 점액함유 유관과 점액류 유사병변 그리
고 점액성 비정형 유관 상피세포 증식이 악성변이의 유력한

Table 1. Summary of Twelve Women with Mucocele-like Tumors of the Breast
Case
No.

Age Location

Mammographic
Findings

Sonographic Findings

1

29

LUO Clustered round ca.

Well-defined complicated
cyst with intracystic ca.
Well-defined complicated cyst
with intracystic ca.

2

50

RUI

3

32

Clustered amorphous ca.
Well-defined low
density mass
LUO Negative

4

30

LUO Negative

5

26

RUO No examination

6

40

RLO

7
8

37
56

RUO
RLO

9

38

RUO

10

47

LUO

11

30

RUO Segmental round ca.

12

25

LUO Segmental pleomorphic ca. Clustered microcysts with ca.
Focal asymmetric density

Well-defined cyst with thin
septation
Partially irregular marginated
complicated cyst

Initial Pathologic

Initial Pathologic

Final

Study

Results

Diagnosis

FNAB

Suggestive of
mucinous neoplasm
Suggestive of
mucinous neoplasm

Benign

FNAB

FNAB
FNAB

Partially irregular marginated
FNAB
cystic mass with thick wall and
thick septation
Segmental pleomorphic ca. Branching tubular hypoechoic
structure with ca.
Segmental pleomorphic ca. Clustered microcysts with ca.
Core biopsy
Clustered amorphous ca. Well-defined slightly lobulated
FNAB
Obscured marginated
simple cyst
isodense mass
Segmental pleomorphic ca. Partially irregular marginated
FNAB
hypoechoic mass with internal ca.
Segmental amorphous ca. Well-defined complicated cyst
FNAB
with calcified mural nodule
Clustered microcysts

Cytology of
nipple discharge

Suggestive of
mucinous neoplasm
Mucinous material
with ductal
epithelial cells
Mucinous material
with ductal epithelial
cell

Fibrocystic change
Abundant mucinous
material with ductal
epithelial cells
Mucinous material with
scattered ductal cell
Abundant mucinous
material without
cellular component
Suggestive of papilloma

Benign

Benign
DH
without
atypia
DH
without
atypia
ADH
ADH
ADH

ADH
DCIS

DCIS
DCIS

RUO: Right upper outer quadrant, RLO: Right lower outer quadrant, RUI: Right upper inner quadrant, LUO: Left upper outer quadrant,
Ca.: Calcification, FNAB: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DH: Ductal epithelial hyperplasia, ADH: Atypical ductal epithelial hyperplasia,
DCIS: Ductal carcinoma in s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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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이며 이 경우 철저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하였다.
Lee 등(10)은 대부분 편평 또는 입방 상피세포로 둘러싸였으
나 일부에서 비정형 유관 상피증식, 상피내암과 현미경적 국
소 점액암종이 모두 보이는 점액류 유사종양 1예를 보고하여

이 같은 병리학적 연속성을 뒷받침 하였다. 점액류 유사종양
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점액암종과 유사하여 세포검사에서는 점
액암종과 감별이 힘든 경우가 많으며(11), Bhargava 등(12)
은 점액류 유사종양이 풍부한 점액, 낮은 세포충실도, 규칙적

Table 2. Correlation of Radiologic Findings and Histopathologic Outcome of Mucocele-like Tumor
Mammographic Findings
Calcification
Shape
Pleomorphic
Amorphous
Round
Distribution
Segmental
Clustered
Mass*
Asymmetric density*
Negative
Sonographic Findings
Cyst
Simple cyst
Complicated cyst
Clustered microcysts
Thin septation
Cystic mass
Thick wall & thick septation
Mural nodule
Tubular hypoechoic structure
Hypoechoic mass
Calcification*

Total (n=12)

Benign (n=5)

ADH (n=4)

Malignant (n=3)

11

4

4

3

09

2

4

3

04
03
02

1
1

3
1

1
1
1

3
1
02*

3

06
03
003*
001*
02

2
01*

01*
2

12

5

4

3

08
01
03
03
01
02
01
01
01
01
007*

4

2
1

2

1

2

3
1
1
1

1
1

02*

1
1
03*

02*

ADH: Atypical ductal epithelial hyperplasia, DCIS: Ductal carcinoma in situ, * Overlapping

A

B
Fig. 4. 50-year-old woman with benign mucocele-like tumor.
A. Mammogram shows clustered amorphous microcalcifications (long arrows) and
more large calcification (arrow head) within well-defined oval shape low density
mass (arrows) at right upper inner quadrant.
B. Sonogram shows well-defined complicated cyst with intracystic calcifications
(long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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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26-year-old woman with benign mucocele-like tumor.
A. Sonogram shows partially irregular marginated cystic mass with internal thick septation (arrow) at right upper outer quadrant.
B. Photomicrograph of histopathologic specimen reveals abundant extravasated mucin, partly lined by ductal epithelial hyperplasia (H & E, ×100).

인 상피세포 배열, 세포핵 이형성의 부재등을 보인다고 하였
고, Sohn 등(13)도 세포 충실도, 세포 군집의 모양, 세포핵의
모양등이 서로 차이가 있다 하였으나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
어 점액암종이 완전히 배제되기 전까지는 진단을 보류하고 수
술적 생검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점액류 유사종양의 발생 연령은 Rosen(1)은 평균 40세로
보고하였고, Hamele-Bena 등(5)과 Glazebrook 등(6)은 평
균 48세로 보고하였다. Hamele-Bena 등(5)은 양성 점액류
유사종양(평균 47세)과 악성 점액류 유사종양(평균 48세) 사
이에 발생연령의 차이가 없다 하였으나 Cardenosa 등(14)은
점액암종 환자의 평균 발생연령은 67세 정도였던 것에 비해
점액류 유사종양은 평균 발생연령이 40세 정도인 것으로 보
고하였다. 저자들의 경우는 평균 36.1세로 대부분 40세 전의
젊은 여성이었다.
Rosen(1)은 점액류 유사종양이 유방촬영술에서 경계가 좋
은 분엽상의 종괴로 보인다 하였으나, Ro 등(9)은 경계가 불
분명한 종괴와 종괴내 석회화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Kirk등
(15)은 추적검사에서 수가 증가하는 군집성 석회화를 보이는
1예와 새로 생긴 군집성 석회화를 보이는 1예를 보고하였는
데, 세침흡인생검시 점액성분과 석회화 부스러기가 함께 배출
되었다고 하였으며, 저자들의 경우도 1예에서 세침흡인생검후
유방촬영에서 전에 보이던 군집성 석회화가 소실되는 소견을
보였다 (Fig. 4). Hamele-Bena 등(5)은 점액류 유사종양 27
예중 19예(70.4%)를 유방촬영술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중
악성병변의 82%가 유방촬영술에서 발견되어 50%가 발견된
양성병변보다 유방촬영술에서 발견이 잘된다고 하였으며 이것
은 크고, 거친 석회화가 양성(46%) 보다 악성(71%)에서 많
이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Lee 등(10)은 상피내암
과 점액암종을 동반하는 점액류 유사종양 1예을 보고하였으며

유방촬영술에서 변연이 불분명(ill-defined)하고 분엽상(lobulation)을 보이는 종괴와 동반된 미세석회화를 보였다.
Glazebrook 등(6)은 5예 중 3예에서 중간 정도의 위험도
(intermediate)가 있는 석회화를 보였고 3예에서 소결절 (nodule)을 보였으며, 석회화를 보인 3예중 2예는 비정형 유관상
피증식을 동반하였다. 저자들의 경우도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11예중 9예(81.8%)에서 석회화가 보였고 그 중 3예에서 상
피내암을(Fig. 3), 4예에서 비정형 유관 상피증식(Fig. 1, 2)
을 보였으며 양성의 경우(Fig. 4)는 5예중 2예(40%)에서만
유방촬영술에서 발견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세침흡인생검상 점
액류 유사종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석회화가가 관찰될 경우
특히 다형성 석회화가 관철될 경우에는 반드시 핵생검이나 절
제생검을 하여 비정형 유관 상피증식이나 상피내암을 배제하
여야 한다.
초음파 소견은 Zhao 등(16)이 작은 다수의 저에코 병변들
을 보인 다발성 악성 점액류 유사 종양 1예를 보고한바 있으
며, Kato 등(17)은 초음파에서 낭성종괴와 유관확장을 보이
는 상피내암을 동반하는 점액류 유사종양 1예를 보고하였다.
Glazebrook 등(8)은 점액류 유사종양이 초음파에서 경계가 분
명하고 중심성 격막이 있는 저에코 음영의 종괴(well-defined
hypoechoic mass with central septation), 석회화를 동반한
군집성 복합낭종(cluster of complex cysts and calcification
within the mass), 저등급의 내부에코를 보이는 관형 저에코
구조(tubular hypoechoic structures with low-level internal
echo)등을 보이며 이러한 소견은 점액을 90%이상 함유한 순
수 점액암종과 유사하였다. 저자들의 경우 낭종 및 낭성종괴
로 보인 경우가 10예(83.3%)이며 1예에서도 유관확장을 의
심하는 분지하는 관형의 저에코 구조물이 보여(Fig. 1) 풍부
한 점액성분을 생성하는 조직학적 특징을 잘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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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종 및 낭성종괴의 조직병리학적 상관 관계를 보고한 많은
보고들이 있으며 이중 Smith 등(18)은 660개의 낭종을 세침
흡인세포검사를 하여 악성세포가 없거나 불충분한 세포 성분
으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95%이며 나머지 5%는 이형성
(atypia)을 보여 절제생검 또는 추적검사를 하였으나 한 예에
서도 악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Venta등(19)은 복잡성 낭종
(complicated cyst)으로 분류된 308개의 병변중 단지 1예
(0.3%)에서 국소적인 상피내암이 발견되어 복잡성 낭종은 침
습적 진단보다는 추적검사가 추천된다 하였고, Berg 등(20)
은 유방의 낭성병변을 단순 낭종(simple cyst), 복잡성 낭종
(complicated cyst), 군집성 미세낭종(clustered microcysts),
격막성 낭종(cystic mass with thin and/or thick(≥ 0.5 mm)
septation), 낭종내 종괴(intracystic mass) 또는 낭성 및 고형
혼합종괴(mixed cystic and solid mass), 그리고 편심성 낭성
병소를 동반한 고형종괴(solid mass with eccentric cystic
foci)등으로 나누고 조직병리학적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단
순 낭종, 복잡성 낭종, 군집성 미세낭종, 얇은 격막(< 5 mm)
을 가진 낭종에서는 한 예도 악성으로 진단되지 않았다. 그러
나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단순낭종이나 군집성 미세낭종, 복잡
성 낭종, 또는 얇은 격막(< 5 mm)을 가진 낭종을 보인 8예
중 2예(25%)에서 악성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을 포함하여 모
두 4예(50%)에서 비정형 유관상피증식(Fig. 2)이나 상피내암
(Fig. 3)이 발견되어 이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Venta
등(19)의 보고와는 달리 저자들의 경우 유방촬영술에서는 8
예 중 6예(75%), 초음파에서는 4예(50%)에서 석회화가 관
찰 되었다. 따라서 초음파에서 양성의 소견을 보이는 낭종의
경우라도 유방촬영이나 초음파에서 석회화가 있으면 추적 검
사 보다는 세침흡인생검을 하여 점액성 병변을 배제하여야 한
다.
악성의 가능성이 있는 낭성종괴의 경우는 세침흡인생검 보
다는 핵생검이 낭성종괴의 벽이나 격막 또는 벽제성 결절의
조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좀더 명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저자들의 경우 초음파에서 악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불규칙한
변연 (irregular margin) 또는두꺼운 격막(thick septation)을
보이는 경우는 양성 점액류 유사종양과 비정형 상피증식을 동
반한 경우에서만 관찰되어 악성 점액류 유사종양을 의심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규칙한 변연은 점액류
유사종양이 점액의 과도한 생성이나 유도관의 막힘에 의한 유
도관의 팽창과 그로 인한 파열로 주변 기질에 점액이 방출되
는 조직학적 특징(6)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
편으론 조직검사에서 병변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 방사선학
적 검사 소견과 병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Fisher 등(21)은 유즙분비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수술 당시 국소적인 이형성 상피세포증식을 보였던 점액류 유
사종양 환자가 1년후에 유도관내 상피세포암과 점액암종이 발
생했던 예를 보고한 바 있어 이러한 경우 엄격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점액류 유사 종양은 유방촬영에서는 구역성 분
포를 보이는 다형성 및 비정형 석회화가, 초음파에서는 석회

화를 동반하는 낭종이나 낭성종괴가 주된 소견이었다. 초음파
소견으로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기는 어려웠으며, 초음파에서
단순한 양성 낭종의 소견을 보이더라도 유방촬영술 또는 초음
파에서 석회화가 보일 경우 추적검사보다는 세침흡인생검등
침습적 진단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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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logic Findings of Mucocele-like Tumor of the Brea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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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mammographic and ultrasonographic findings of mucocele-like tumors.
Materials and Methods: Twelve breast lesions from 1994 through 2004, coded as mucocele or mucocele-like

tumors, were retrieved from the surgical pathology database files at our institution. Eleven of the patients had
undergone mammography, and sonography had been performed in all 12 patient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ammographic, sonographic and pathologic findings.
Results: The mammographies showed calcifications alone (n=6), calcification with mass or asymmetric density (n=3), and normal mammogram (n=2). The shapes of the calcifications were pleomorphic (n=4, 44.4%),
amorphous (n=3, 33.3%) and round (n=2, 22.2%). Sonography was performed in all patients (n=12) and
showed cysts (n=8), cystic mass (n=2), tubular hypoechoic structure (n=1) and hypoechoic mass (n=1).
Pathologic examination revealed 5 cases of benign mucocele-like tumor that included epithelial hyperplasia
without atypia (n=2) and atypical ductal hyperplasia (n=4), and 3 cases of associated intraductal carcinoma.
Calcification was more frequently detected in the mucocele-like tumors with atypical ductal hyperplasia or intraductal carcinoma than in the benign tumors. Pleomorphic calcification was only visualized in those cases involving atypical hyperplasia or intraductal carcinoma. Of the 9 cases of calcification seen in the mammograms,
7 cases (77.8%) were detected in the associated sonograms and all were located within the lesion.
Conclusion: The most common mammographic finding of mucocele-like tumors was segmentally distributed
pleomorphic or amorphous calcifications, and the most common sonographic finding was cyst or cystic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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