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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에서 다검출기CT를 이용한 액와림프절의
평가와 진단적 가치1
강 두 경·김 준 만·임 현 이2

목적: 유방암 환자에서 액와림프절 전이를 예측하는 다검출기CT(multidetector row computed
tomography)의 소견과 진단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전 흉부 다검출기CT를 시행한 환자 중 감시림프절생검 또
는 액와림프절곽청술을 받은 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검출기CT를 이용한 액와림프절의 형
태학적 분석은 피질의 비후 및 림프절문의 소실을 관찰하였고, 정량적 분석은 조영증강의 정
도와 지연기조영증강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액와림프절의 병리조직 결과에 따라 대상 환자를
비전이성림프절군과 전이성림프절군으로 분류하고 액와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 다검출기CT의
진단성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다검출기CT에 의한 형태학적 기준과 조영증강의 정량적 소견을 모두 만족할 때 전이성
림프절을 진단하는 다검출기CT의 민감도는 58.1%, 특이도 100%, 양성예측도 100%, 음성예
측도 68.3%이며, 감시림프절생검에서 가음성으로 진단된 2예를 다검출기CT로 정확히 진단하
였다. 두 기준 중 어느 한가지만 만족할 때 전이성림프절로 진단하는 민감도는 87.1%, 특이도
53.6%, 양상예측도 67.5%, 음성예측도 78.9%이며 4예의 가음성 중 2예에서 미세전이가 있었
다.
결론: 다검출기CT로 액와림프절의 형태학적인 분석과 조영증강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였으
며,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매우 우수한 특이도 및 양성예측도를 보였다.

액와림프절 전이는 유방암의 크기에 따라 20-70%로 다양
하며 환자의 생존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1). 따라서 액와림
프절의 평가는 유방암 환자의 병기와 예후를 예측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2, 3). 다양한 검사방
법에서 임파절의 크기, 모양, 윤곽, 내부구조, 혈관분포상태, 대
사활성도 등의 소견들이 액와림프절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기
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 림프절 전이의 정확한 진단은
힘들다(4). 이학적 검사 및 유방촬영술에서 전이성림프절 진
단의 민감도는 매우 낮아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5, 6). 유
방초음파는 유방촬영술 보다 액와림프절을 평가하는 더욱 좋
은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초음파는 시술자에 의존적이며,
영상범위(field of view, FOV)가 제한되어 있어 넓은 범위를
평가하기 어렵고, 깊은 곳의 림프절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7, 8). 컴퓨터단층촬영술(CT: computed tomography)
은 초음파에 비하여 영상범위가 넓고 해부학적으로 깊은 곳까

지 관찰할 수 있으며, 시술자에 의존하지 않고 재현성이 좋은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고식적CT의 경우 공간 해상도가 낮아 림
프절의 크기 이외에 내부구조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다(9).
그러나 CT는 나선형CT를 거쳐 현재 다검출기CT까지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으며, 실제로 Uematsu 등(10)은 나선형
CT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크기 이외에 피질 및 림프절문과 같
은 내부구조를 분석할 수 있었다.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
검출기CT는 보다 높은 해상도를 이용하여 작은 림프절의 형
태를 분석하고, 입체영상을 구성하여 다각도에서 림프절을 관
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검출기CT는 빠른 시
간해상도로 인하여 조영증강에 의한 시간밀도곡선(timedensity curve)를 구할 수 있다(11).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
암 환자에서 흉부 다검출기 CT를 시행하였을 때 관찰되는 액
와림프절에서 전이성림프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알아보
고, 림프절의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다검출기CT의 진단성과
와 가치를 평가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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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
2004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경피적 조직생검에서 유
방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88명이 유방암과 폐, 흉곽 및 림프
절의 전이를 보고자 흉부 다검출기CT를 시행 받았다. 그 중
액와림프절 절제 없이 원발암의 수술적 치료만 시행한 10예,
CT검사 전에 이미 원발암의 절제생검이 시행되었던 8예, 신
보조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을 받은 6예, 원격
전이가 발견되어 고식적 치료를 받은 5예를 제외하고, 59명이
원발암의 수술적 치료와 함께 감시림프절생검 및 액와림프절
곽청술을 시행 받았다. 대상군(n=59)의 평균 나이는 47.8세
(22-79세) 이었다.

A

CT검사는 16개의 검출기를 장착한 다검출기CT(Somatom
sensation, Simens AG, Erlangen, Germany)을 이용하여 숨
을 참고 누운 상태에서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스캔 매개변수는 갠트리 회전속도 420 msec, 조준(collimation)
1.5 mm, 관전압 100KVp, 유효관전류 90-100 mAs, 피치
(pitch) 4이며, 조영증강은 상완정맥에 있는 카테터를 통해 100
mL의 이오메론(400 mgI/mL, 일성신약, 안산, 한국)를 동력주
사기를 사용하여 초당 3 mL의 속도로 주입한 후 20 mL의 생
리식염수로 쓸려 보냈다. 검사는 유방암이 가장 현저한 조영
증강을 보이는 조영제 주입 90초 후와 유방암의 조영제 유출
을 보기 위한 5분 지연기조영증강 영상을 얻었다. 촬영이 끝
난 후 기초자료(raw data)를 워크스테이션(Wizard, Siemens
medical Solutuion, Forchheim, Germany)으로 보낸 후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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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49-year-old women with mucinous carcinoma at right
breast.
Density values of axillary lymph node are 23 HU on precontrast
image (A), 63 HU on early post-contrast image (B) and 35 HU on
delayed post-contrast image (C). Although the enhancement degree is 40 HU, and the time-density pattern on delayed post-contrast image is washout. Axial image (D) of lymph node in right axilla shows C-shape cortex of around central low density hilum. The
thickness of the cortex is less than 3 mm. We defined the lymph
node as nonmetastatic lymph node. The patient underwent total
mastectomy and sentinel lymph node biopsy. Although seven
lymph nodes were dissected, the pathologic results wer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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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프트웨어(Syngo, Siemens Medical Solution, Forchheim,
Germany)를 이용하여 3 mm의 절편두께, 2 mm의 절편간격
으로 다평면 재구성(multiplanar reformation) 영상과 삼차원
최대강도투사(three dimensional maximum intensity
projection)를 만들었고 축면영상(axial image)과 함께 액와림
프절의 형태를 관찰하고, 조영증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림프절의 직경 및 피질의 두께는 창 높이 80 HU, 창 폭
300 HU로 고정한 후 측정하였다.
형태학적 소견은 피질의 두께와 림프절문의 소실 여부를 분
석하였다(Fig. 1, 2). 전이성림프절의 진단기준은 피질이 편심
성으로 3 mm 이상 비후되거나 림프절문(hilum)이 소실된 경
우로 정의하였다. 조영증강의 정량적 분석은 관심영역방법
(region of interest method)를 이용하였다. 조영 전과 조기조
영증강 그리고 지연기조영증강 영상에서 액와림프절의 피질에
원모양의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손으로 그리고
측정된 감쇄계수(Hounsfield unit)를 기록하였다(Fig. 1, 2).

A

이때 지방성 림프절문이 관심영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
였다. 조영증강의 정도는 조기조영증강 영상에서 측정된 감쇄
계수에서 조영 전 감쇄계수를 감한 절대값과 이 절대값을 조
영 전 감쇄계수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한 값인 조영증강율
(enhancement rate)을 모두 기록 하였다. 지연기영상에서 조
영증강의 변화를 조기조영증강영상과 비교하였으며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BI-RADS)의 자기공
명영상편을 참조하여 지연기조영증강의 양상을 유출형
(washout pattern), 평탄형 (plateau pattern) 및 지속형
(persistent pattern)으로 분류하였다(12). 정량적 분석에서 림
프절의 평가는 조영증강의 정도와 지연기조영증강 양상을 조
합하여 진단하였는데 진단기준은 각 감쇄계수에서 계산된 민
감도와 특이도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그린 후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지점의 감쇄계수
를 기준으로 조영증강의 정도와 지연기조영증강 양상을 모두
만족할 때 전이성림프절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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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25-year-old women with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at right breast.
Density values of axillary lymph node are 43HU on precontrast image (A), 93 HU on early post-contrast image (B) and 81 HU on
delayed post-contrast image (C). The enhancement degree is 50 HU, and the washout on delayed post-contrast image is less than
20 HU. The sagittal reformation images (D, E) of lymph node on multidetector row CT shows eccentric thickening of the cortex
with preserved fatty hilum. The thickness of the cortex exceeds 3 mm. The patient underwent modified radical mastectomy and
whole axillary lymph nodes dissection. All twenty lymph nodes were dissected, and eleven lymph nodes were meta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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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의 병기는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의 분류(13)를 따랐으며 절제된 림프절은 본
원 병리과에서 조직 처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림프
절은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
(embedding)하여 4-5 μ
m 간격으로 박절한 후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통계처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Excel
2000; Microsoft)을 이용하였다. 액와림프절의 다검출기CT 소
견은 동측 액와에서 전이성림프절의 형태학적 기준 또는 정량
적 기준에 따라 림프절문의 소실 또는 편심성피질비후가 있으
며 가장 조영증강이 잘되는 림프절 또는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림프절 중 원발암과 가장 가까운 림프
절을 기록하였다. 이때 단경 3 mm 미만의 림프절은 형태학적
분석 및 감쇄계수를 측정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조직병리 소
견과 다검출기CT 소견 사이의 비교는 해당 림프절의 직접적
인 비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즉 림프절전이
가 없는 비전이성림프절군과 한 개 이상 림프절 전이가 발견
된 전이성림프절군으로 분류하였고 각 진단기준이 두 군 사이
에 차이가 있는지 SPSS version 11.5(SPSS Inc, Chicago, IL)
을 이용하여 t 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형태학적 기
준 및 조영증강의 정량적 분석을 근거로 전이성림프절을 진단
하는 다검출기CT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정확도를 계산하였고, 최종적으로 두 가지 진단기준을 종합하
여 형태학적 기준 및 정량적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와 두 가
지 중 한 가지만 만족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진단성과를 분석
하였다.

결

과

대상군의 수술적 치료 방법과 원발암의 병리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59명의 환자 중 46명에서 감시림프절생검, 45명
에서 액와림프절곽청술이 시행되어 모두 778개의 림프절이 절
제되었으며 절제된 778개의 림프절 중 31명(52.5%)의 환자
에서 모두 171개(22.0%)의 림프절에 전이가 있었다. 림프절
의 병기(N stage)는 N0가 28예(47.5%), N1이 19예(32.2%),
N2가 5예(8.5%), N3가 7예(11.9%) 이었다. 유방암의 최종
병기는 1기 암이 18예(30.5%), 2기 암이 27예(49.2%), 3기
암이 12예(20.3%) 이었다(Table 1).
형태학적 분석에서 전이성림프절군은 편심성피질비후가 9
예, 림프절문의 소실이 17예로 모두 26예가 내부구조의 변화
를 보여 민감도 83.9%, 음성예측도 78.3%이었다. 형태학적 분
석에서 가양성은 10예, 가음성은 5예가 있었다(Table 2). 가
양성 중 3예은 림프절문의 소실을, 7예는 편심성피질비후를 보
였다(Fig. 3). 가음성의 결과를 보인 5예에서 모두 80개의 림
프절이 절제되었고 그 중 10개(12.5%)의 림프절에서 전이가
발견되었는데, 5예 모두에서 림프절 전이는 3개 이하(N1) 이
었다(Fig. 4).
액와림프절의 조영증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조영전
액와림프절의 감쇄계수는 비전이성림프절군이 26.5±8.7 HU,
전이성림프절군이 33.7±8.8 HU로 전이성림프절의 감쇄계수
가 의미 있게 높았다(p=0.003) (Table 3). 조기조영증강기에
촬영한 영상에서 조영증강의 정도는 비전이성림프절군이 50.7
±19.6 HU, 전이성림프절군이 65.3±17.2 HU로 전이성림프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onmetastatic LN Group (n=28)

Metastatic LN Group (n=31)

Total (n=59)

45.6

49.6

47.7

IDC, NOS
Mucinous carcinoma
Medullary carcinoma
DCIS with microinvasion

23
2

29

3

1
1

52
2
1
4

Breast conserving surgery
Mastectomy

7
21

12
19

19
40

Right
Left

11
17

15
16

26
33

T1
T2
T3
T4

18
9
1

12
16
3

30
25
1
3

N0
N1
N2
N3

28
19
5
7

28
19
5
7

I
II
III

18
10

19
12

18
29
12

Age (mean)
Diagnosis

Operation method
Location
Tumor status

LN status

Stage

IDC: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NOS: not otherwise specified, DCIS: ductal carcinoma in situ, LN: lymph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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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조영증강이 더욱 잘되었다(p=0.004). 그러나 조영증강의
정도를 조영 전 감쇄계수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한 조영증강율
은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p=0.608) (Table 3). 조기와
지연기조영증강의 감쇄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비전이성림프절
군은 16.1±19.5 HU, 전이성림프절군은 30.2±17.3 HU가 감
소하였다(p=0.005). 지연기 조영증강의 양상은 10 HU를 기
준으로 할 경우 비전이성림프절군의 17예(60.7%)가 유출형,
9예가 평탄형, 2예가 지속형을 보였으며, 전이성림프절군의 경

우 28예(90.3%)가 유출형, 3예가 평탄형을 보였다. 지연기조
영증강의 감쇄계수는 비전이성림프절군과 전이성림프절군 사
이에 차이가 없었다(p=0.087) (Fig. 5). 조기조영증강에서 63
HU 이상의 조영증강과 지연기에서 20 HU 이상의 조영제 유
출을 보일 경우 ROC curve에서 액와림프절 전이에 대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Fig. 6), 이 정량적 기준에 따라 전이
성림프절로 진단된 31예 중 19예가 조직병리검사에서 전이성
림프절이 확인되어 정량적 분석의 진단성과는 민감도 61.3%,

Table 2. Results of Morphologic Analysis for Detection of Axillary Lymph Node Metastasis
Morphologic Feature of Axillary LN

Nonmetastatic LN Group (n=28)

Metastatic LN Group (n=31)

10
07
03
18

26
09
17
05

Positive findings
Eccentric cortical thickening
Hilar obliteration
Negative
LN: lymph node

Table 3.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for Detection of Axillary Lymph Node Metastasis
Density Value in Each Phase
Pre-contrast (HN)
Early post-contrast (HU)
Delayed post-contrast (HU)
Enhancement degree (HU)
Enhancement rate (%)
Washout of enhancement (HU)

Nonmetastatic LN Group (n=28)

Metastatic LN Group (n=31)

p-value

26.5±8.7
077.1±26.7
061.0±18.8
050.7±19.6
193.9±50.1
016.1±19.5

33.7±8.8
098.9±23.2
068.8±15.2
065.3±17.2
201.1±56.7
030.2±17.3

0.003
0.002
0.087
0.004
0.608
0.005

LN: lymph node, HN: Hounsfield unit,
Enhancement degree: HU of LN on early post-contrast image - HU of LN on early post-contrast image
Enhancement rate: [Enhancement degree/ HU of LN on early post-contrast image] ×100
Washout of enhancement: HU of LN on early post-contrast image - HU of LN on delayed post-contrast image

A
B
C
Fig. 3. 37-year-old women with false positive result on multidetector row CT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image (A) shows enhanced mass at left breast and multiple lymph nodes (arrow) at left axilla.
Coronal reformation image (B, C) of axilla shows globe shape lymph node with hilar obliteration. In morphologic analysis, we defined the lymph node as metastatic lymph node. The patient underwent total mastectomy and sentinel lymph node biopsy. The
pathologic results of three resected lymph nodes were negative, therefore the diagnosis on multidetector row CT revealed false
positive in morpholog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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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도 89.3%, 양성예측도 86.4%, 음성예측도 67.6%, 정확도
74.6% 이었다(Table 4). 정량적 분석은 형태학적 기준보다 특
이도 및 양성예측도가 높았다. 정량적 기준의 가양성은 3예, 가

음성은 12예가 있었다. 가음성의 결과를 보인 12예에서 모두
268개의 림프절이 절제되었고 그 중 47개(17.8%)의 림프절
에 전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10예에서 림프절 전이는 3개

Table 4. Results of Multidetector Row CT for Detection of Axillary Lymph Node Metastasis
Diagnostic methods
Morphologic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Combined analysis 1
Combined analysis 2

Sensitivity

Specificity

PPV

NPV

Accuracy

26/31 (83.9%)
19/31 (61.3%)
18/31 (58.1%)
27/31 (87.1%)

18/28 (64.3%)
25/28 (89.3%)
28/28 (100%)
15/28 (53.6%)

26/36 (72.2%)
19/22 (86.4%)
18/18 (100%)
27/40 (67.5%)

18/23 (78.3%)
25/37 (67.6%)
28/41 (68.3%)
15/19 (78.9%)

44/59 (74.6%)
44/59 (74.6%)
46/59 (78.0%)
42/59 (71.2%)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Combined analysis 1: Metastatic lymph node is considered when the both of morphologic and quantitative criteria are consistent.
Combined analysis 2: Metastatic lymph node is considered when the either of morphologic or quantitative criteria is consistent.

Fig. 4. 53-year-old women with false negative result on multidetector row CT
Sagittal image (A) of left axillart lymph node shows C-shape cortex
of around central low density hilum. The thickness of the cortex is
less than 3 mm. Density values of axillary lymph node are 16 HU
on precontrast image (B), 59 HU on early post-contrast image (C)
and 44 HU on delayed post-contrast image (D). The enhancement
degree is 43 HU, and the washout on delayed post-contrast image
is less than 20 HU. We defined the lymph node as nonmetastatic
sentinel lymph node, because the lymph node was closest to the
primary tumor beside the lateral thoracic artery (arrow). The patient underwent partial mastectomy and sentinel lymph node
biopsy. The pathologic result of sentinel lymph node biopsy was
positive, and then we performed whole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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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N1) 이었다(Fig. 4).
형태학적 기준과 조영증강의 정량적 분석을 종합하여 진단
하였을 때 두 가지 소견을 모두 만족하면 민감도 58.1%, 특이
도 100%, 양성예측도 100%, 음성예측도 68.3%, 정확도
78.0%로 전이성림프절을 진단하는데 매우 우수한 특이도 및
양성예측도를 보였다. 가음성 13예 모두에서 림프절전이는 3
개 이하(N1) 이었다. 진양성 16예 중 8예는 감시림프절생검
없이 곧바로 액와림프절곽청술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8예는 감
시림프절생검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2예에서 음성의 조직병리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2예 모두 액와림프절곽청술을 시행하였
고 그 중 1예는 22개의 림프절 중 1개에서, 나머지 1예는 23
개의 림프절 중 2개에서 림프절전이가 발견되었다. 한편, 두
기준 중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할 경우 전이성림프절을 진단하
는 민감도는 87.1%, 특이도 53.6%, 양성예측도 67.5%, 음성
예측도 78.9%, 정확도 71.2%로 비교적 우수한 민감도와 음성
예측도를 보였다(Table 4). 4예의 가음성 중 2예(50%)에서
미세전이가 있었다. 13예의 가양성 중 3예에서 감시림프절생
검 없이 곧바로 액와곽청술을 시행하였고 59개의 림프절이 절
제되었으나 모두 조직병리에서 음성이었다.

고

Fig. 5. Density value versus time in axillary lymph nodes of
nonmetastatic lymph node (LN) group and metastatic LN
group.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of density value in both
of pre-contrast study (p=0.003) and early post-contrast enhancement study (p=0.002).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density value in delayed post-contrast enhancement
study is noted (p=0.087).

찰

액와림프절의 전이 여부는 원격 전이가 없을 때 유방암 환
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병기의 결정과
보조요법(adjuvant therapy)의 계획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1-3). 액와림프절의 전이 여부는 림프절의 절제와
조직 소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수술 전에 전이성림프절을
예측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액와림프절곽청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감시림프절생검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감시림프절생검은 수술장에서 감시림
프절을 발견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과 가음성이 있을 수 있으
며 특히, 도약전이(skipped metastasis)가 있을 때 환자의 병
기를 저평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14). 따라서 해부학적으
로 위치 및 범위를 파악하기 쉽고 수술 전에 비침습적으로 림
프절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진단 방법이 액와림프절을
평가하고자 연구되고 있다(15, 16). 그러나 유방촬영술의 민
감도는 18-41%, 특이도는 80-90% 정도로 민감한 검사방법

A
B
Fig. 6. We create the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enhancement degree and delayed washout to establish criteria of quantitative analysis. (A, B) The mark point of highest accuracy in enhancement degree is greater than 62 HU, and corresponding point in delayed washout is greater than 19 HU. Therefore, we established enhancement degree ≥ 63 HU and washout
≥ 20 HU as quantitative criteria for metastatic lymph node.

─ 193 ─

강두경 외: 유방암 환자에서 다검출기CT를 이용한 액와림프절의 평가와 진단적 가치

이 아니며(4-6), 유방초음파는 민감도 45-84%, 특이도 7297%로 이학적 검사 및 유방촬영술 보다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초음파에 의한 형태학적 기준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
며, 시술자에 의존적이고, 영상영역이 제한되어 있다(5-8, 17,
18). 또한, 자기공명촬영은 유방코일이 액와를 보기에 적합하
지 않은 구조이며, 심장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로 말미암아
액와림프절을 평가하기 어렵다(19-21).
CT는 초음파와 비교하여 영상영역이 넓고 해부학적으로 깊
은 곳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시술자에 의존하지 않고 재현성
이 좋은 검사방법이다. 그러나 초창기 CT의 경우 공간 해상
도가 떨어져 임파절의 크기 이외에 형태학적 분석은 제한적이
었다. March 등(9)은 1 cm 두께와 1 cm간격의 고식적CT영
상으로 림프절을 검사하였는데 단경 1 cm 이상을 전이성림프
절로 정의하였을 때 민감도 50%, 특이도 75%, 양성예측도
89%, 음성예측도 20%로 임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낮은
민감도와 음성예측도를 보였으며, 전이성림프절의 40%가 정
상 크기였다. 즉 미세전이(micrometastases)의 존재가 정확도
의 제한을 주는 가장 큰 이유이며, Hata 등(22)은 크기가 5
mm 이상인 어떠한 림프절도 전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림프절의 장경-단경 비율 또한 전이성 림프절을 감별하기 위
하여 많이 이용되었던 기준이다. Uematsu 등(23)은 장경-단
경 비율이 비전이성림프절과 전이성림프절 사이에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장경-단경 비율이 1.5 이하를 전이성
림프절로 간주할 때 민감도는 24%로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
였다. 특히 Kvistad 등(24)은 0.5 cm 이하의 액와림프절이 원
형의 모양이 많음을 보고 하였고 이들을 장경-단경 비율에 관
계 없이 정상 림프절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
기 및 장경-단경 비율은 형태학적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CT의 해상도는 나선형CT가 도입되면서 한층 더 개선되었
는데 고해상도의 나선형CT로 림프절의 크기뿐 아니라 림프절
문이나 피질과 같은 내부구조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Miyauchi 등(25)은 3 mm절편두께의 CT를 이용하여 액와림
프절 및 감시림프절의 전이를 진단하였는데 전이성림프절의
진단기준으로 높은 음영, 주변 지방조직으로의 침상음영, 3 mm
이상의 림프절 비후 등을 적용할 경우 71-81%의 정확도를
보였다. Uematsu 등(23)은 3 mm 절편두께의 나선형 CT를
이용한 실험실연구(in vitro study)에서 액와림프절의 내부구
조와 CT 소견을 비교하고 편심성 또는 불균일한 피질이 비전
이성림프절과 전이성림프절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
였다(p < 0.0001). 본 연구에서도 편심성피질비후 및 림프절
문의 소실을 기준으로 하여 전이성림프절 진단의 민감도
83.9%, 정확도 74.6%로 위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음
성예측도는 78.3%로 형태학적 분석 만으로 전이성림프절을 배
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Yuen 등(26)은 나선형CT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평가에서
역동적 조영증강의 추가적인 가치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는데
각 조영증강 시기에서 비전이성림프절군 및 전이성림프절군
사이에 감쇄계수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고(p < 0.01), 특히
조영 후 1분 검사에서 현저한 조영증강율을 보였으며 진단성

과는 민감도 76% 양성예측도 95% 이었다(Table 4). 본 연
구에서도 조영 전 그리고 조영 후 90초 영상에서 두 군 사이
에 감쇄계수의 차이가 있었으며 조영증강정도 또한 비전이성
림프절군은 50.7±19.6 HU, 전이성림프절군은 65.3±17.2 HU
로 전이성림프절군에서 더욱 강한 조영증강이 되었다
(p=0.004). 그러나 조영 전과 비교한 조영증강율은 차이가 없
었으며(p=0.608) 이것은 Yuen 등(26)이 보고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가 최초 종영증강 시기를 90
초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최고 조영증강 시기를 정확히 반영하
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CT에서 액와림프절의 최고 조영증
강 시기에 대한 다른 보고는 없으며 자기공명영상에 의한 연
구에서 57초 후에 최고 조영증강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24).
액와림프절의 지연기조영증강 양상은 최근에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연구되고 있는데 전이성림프절의 경우 지연기영상에
서 조영제의 유출에 의한 신호강도의 감소가 좀 더 많으나 비
전이성림프절에서도 많은 예에서 조영제의 유출이 관찰되었다
(24). 이러한 조영제의 유출은 유방암처럼 가돌리늄
(gadolinium)에 대한 림프절 모세혈관의 높은 투과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7). 비록 본 연구는 CT에 의한 연구
로 정확히 비교하기는 힘드나 비전이성림프절군에서도 60.7%
가 지연기조영증강에서 10 HU 이상의 조영제 유출형을 보여
위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비전이성림프절군 보다 전이
성림프절군에서 보다 급격한 조영제 유출의 소견을 보였으며,
이것은 지연기영상에서 두 군 사이에 감쇄계수의 차이가 없어
지는 결과로 나타났다(Fig. 5).
다검출기CT를 이용한 액와림프절의 연구는 드물다. Seo 등
(28)은 저선량(Low-dose) 다검출기CT를 이용하여 유방암
의 진단과 함께 림프절 병기의 진단정확도를 분석하였는데 림
프절 내부에 림프절문에 의한 지방조직이 보이지 않고 조영증
강이 되면 N1,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변 액와 지방조직으로 침
범된 경우를 N2로 정의하였을 때 최종 림프절 병기의 진단 정
확도는 81.8% 이었다. 본 연구의 액와림프절전이에 대한 진
단정확도는 78.0%로 Seo 등(28)의 보고보다 다소 낮았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조직병리에서 침범된 림프절의 개수로 림프절
병기를 분류하는 AJCC에 의한 종양병기분류계통 (TNM
staging system)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들의 보고와 단순비교하
기는 어려우며, 형태학적 기준 및 정량적 기준 모두를 만족할
때 전이성림프절로 진단하였을 때 특이도 및 양성예측도는
100%로 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감시림프절생검에
서 음성의 결과를 보인 2예 모두에서 다검출기CT는 전이성림
프절을 정확히 진단하였다. 이것은 저자들의 진단기준에 의한
다검출기CT의 우수한 양성예측도가 불필요한 감시림프절생검
을 생략하고 곧바로 액와림프절곽청술을 시행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도약전이에 의한 액와림프절의 과소평가를 줄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음성 13예 모두에서 림프절
병기는 N1이었으며, N2 및 N3의 예는 다검출기CT로 100%
진단할 수 있었다. 한편, 형태학적 기준 및 정량적 기준 중 어
느 한가지를 만족하면 전이성림프절로 진단하였을 때 민감도
및 음성예측도는 각각 87.1%, 78.9%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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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나 4예의 가음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특히 2예(50%)
의 현미경적 전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CT에서 분석한 림프절과 병리
조직에서 관찰되는 림프절을 정확히 일대일로 비교하기 어려
웠다는 것이다. 즉 CT에서 의심되는 림프절을 위치 지정할 방
법이 적당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제한점은 이전의 보고들에서
도 제시되었다(24, 29). 따라서 저자들은 절제된 각 림프절이
아닌 해당 림프절을 가진 환자를 1예로 간주하여 림프절의 수
에 관계없이 다검출기CT에서 림프절침범 의심되는지의 여부
와 조직병리에서 림프절침범이 있었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
용하였다. 또한, 외측흉동맥을 따라서 원발암과 가장 가까운 림
프절은 가장 먼저 전이가 되는 감시림프절로 생각되는 위치이
며 모든 대상 환자에서 감시림프절생검을 포함한 액와림프절
곽청술이 이루어졌으므로 다검출기 CT에서 분석 대상이 된 림
프절은 모두 조직병리 결과가 보고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Fig.
4). 둘째, 자기공명영상의 역동적 조영증강 기법과 달리 다검
출기CT는 매 검사 테이블이 이동하며 또한 검사마다 환자의
호흡 상태가 달라 오등록(misregistration)과 부분용적효과
(partial volume effect)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림프절의 형
태를 분석할 때 횡단영상과 함께 다평면 재구성 및 삼차원 영
상을 같이 비교하였으며, 림프절의 피질에서 감쇄계수를 측정
할 때 같은 절편의 위치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셋
째,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써 유방암과 흉부의 원격전이를
평가하며 동시에 방사선 노출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자 검
사 횟수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좀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시
행하지 못하고 최초 조영증강 시기를 조영제 주입 후 90초로
설정하여 액와림프절의 최고 조영증강 시기를 적절히 반영하
지 못하였다. 넷째, 다검출기CT는 아직 유방암의 표준적인 검
사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상군의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다검출기CT의 높은 공간해상력과 시간해상력으로 인해 자기
공명영상과 필적할 수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아울러
저선량 다검출기CT(low-dose MDCT)에 의한 검사가 임상적
으로 적용되면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11, 28).
결론적으로 고해상도의 흉부 다검출기CT에서 액와림프절 내
부구조의 형태학적인 분석과 조영증강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
하였으며, 이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양성예측도는 100%
로 불필요한 감시림프절생검 없이 곧바로 액와림프절곽청술을
시행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기준 중 어느 한 가지만을 만족하
면 전이성림프절로 진단하더라도 다검출기 CT만으로 현미경
적 전이를 포함한 가음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참 고 문 헌
1. Carter CL, Allen C, Henson DE. Relation of tumor size, lymph
node status, and survival in 24,740 breast cancer cases. Cancer
1989;63:181-187
2. Fisher B, Bauer M, Wickerham DL, Redmond CK, Fisher ER, Cruz
AB, et al. Relation of number of positive axillary nodes to the prognosis of patients with primary breast cancer. Cancer 1983;52:15511557

3. Ruffin WK, Stacey-Clear A, Younger J, Hoover HC Jr. Rationale
for routine axillary dissection in carcinoma of the breast. J Am Coll
Surg 1995;180:245-251
4. Golder WA. Lymph node diagnosis in oncologic imaging: a dilemma still waiting to be solved. Onkologie 2004;27:194-199
5. Pamilo M, Soiva M, Lavast EM. Real time ultrasound, axillary
mammography and clinical examination in the detection of axillary lymph node metastases in breast cancer patients. J Ultrasound
Med 1989;8:115-120
6. de Freitas R Jr, Costa MV, Schneider SV, Nicolau MA, Marussi E.
Accuracy of ultrasound and clinical examination in the diagnosis
of axillary lymph node metastasis in breast cancer. Eur J Surg Oncol
1991;17:240-244
7. Yang WT, Ahuja A, Tang A, Suen M, King W, Metrewelic. High
resolution sonographic detection of axillary lymph node metastases in breast cancer. J Ultrasound Med 1996;15:241-246
8. Bruneton JN, Caramella E, Hery M, Aubanel D, Manzino JJ,
Picard JL. Axillary lymph node metastasis in breast cancer: preoperative detection with US. Radiology 1986;158:325-326
9. March DE, Wechsler RJ, Kurtz AB, Rosenberg AL, Needleman L.
CT pathologic correlation of axillary lymph nodes in breast carcinoma. J Comput Assist Tomogr 1991;15:440-444
10. Uematsu T, Sano M, Homma K. In vitro high-resolution helical CT
of small axillary lymph node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correlation of CT and histology. AJR Am J Roentgenol 2001;176:10691074
11. Inoue M, Sano T, Watai R, Ashikaga R, Ueda K, Watatani M, et al.
Dynamic multidetector CT of breast tumors: diagnostic features
and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techniques. AJR Am J
Roentgenol 2003;181:679-686
12.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BI-RADS) Breast Image Atlas. Reston, 4th ed. Reston, VA: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2003
13. Greene FL, Page DL, Fleming ID, Fritz A, Balch CM, Haller DG, et
al. AJCC cancer staging manual, 6th ed. New York: Springer, 2002.
14. Yuen S, Yamada K, Goto M, Sawai K, Nishimura T. CT-based
evaluation of axillary sentinel lymph node status in breast cancer:
value of added contrast-enhanced study. Acta Radiol 2004;45:730737
15. Hergan K, Morrigl B, Kathrein A, Buchberger W, Judmaier W,
Peer S, et al. MR and CT anatomy of the axilla. Acta Radiol
1997;38:198-205
16. Lernevall A. Imaging of axillary lymph nodes. Acta Oncol
2000;39:277-281
17. Feu J, Tresserra F, Fabregas R, Navarro B, Grases PJ, Suris JC, et
al. Metastatic breast carcinoma in axillary lymph nodes: in vitro
US detection. Radiology 1997;205: 831-835
18. Vassallo P, Wernecke K, Roos N, Peters PE. Differentiation of benign from malignant superficial lymphadenopathy: the role of
high-resolution US. Radiology 1992;183:215-220
19. Perman WH, Heiberg EV, Herrmann VM. Half-Fourrier, three-dimensional technique for dynamic contrast-enhanced MR imaging
of both breasts and axillae: initial characterisation of breast lesions.
Radiology 1996;200:263-269
20. Flanagan FL, Murray JG, Gilligan P, Stack JP, Ennis JT. Digital
subtraction in Gd-DTPA enhanced imaging of the breast. Clin
Radiol 1995;50:848-854
21. Heiberg EV, Perman WH, Herrmann VM, Janney CG. Dynamic
sequential 3D gadolinium-enhanced MRI of the whole breast.
Magn Reson Imaging 1996;14:337-348
22. Hata Y, Ogawa Y, Nishioka A, Inomata T, Yoshida S. Thin section
computed tomography in the prone position for detection of axil-

─ 195 ─

강두경 외: 유방암 환자에서 다검출기CT를 이용한 액와림프절의 평가와 진단적 가치
lary lymph node metastases in breast cancer. Oncol Rep
1998;5:1403-1406
23. Cady B. The need to reexamine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in
invasive breast cancer. Cancer 1994;74: 505-508
24. Kvistad KA, Rydland J, Smethurst HB, Lundgren S, Fjosne HE,
Haraldseth O. Axillary lymph node metastases in breast cancer:
preoperative detection with dynamic contrast-enhanced MRI. Eur
Radiol 2000;10:1464-1471
25. Miyauchi M, Yamamoto N, I Manaka N, Matsumoto M.
Computed Tomography for Preoperative Evaluation of Axillary
Nodal Status in Breast Cancer. Breast Cancer 1999;6:243-248
26. Yuen S, Yamada K, Goto M, Sawai K, Nishimura T. CT-based
evaluation of axillary sentinel lymph node status in breast cancer:

value of added contrast-enhanced study. Acta Radiol 2004;45:730737
27. Knopp MV, Weiss E, Sinn HP, Mattern J, Junkermann H, Radeleff
J, et al. Pathophysiologic basis of contrast enhancement in breast
tumors. J Magn Reson Imaging 1999;10:260-266
28. Seo BK, Pisano ED, Cho KR, Cho PK, Lee JY, Kim SJ. Low-dose
multidetector dynamic CT in the breast: preliminary study. Clin
Imaging 2005;29:172-178
29. Luciani A, Dao TH, Lapeyre M, Schwarzinger M, Debaecque C,
Lantieri L, et al. Simultaneous bilateral breast and high-resolution
axillary MRI of patients with breast cancer: preliminary results.
AJR Am J Roentgenol 2004;182:1059-1067

J Korean Radiol Soc 2007;57:187-196

The Diagnostic Accuracy of Multidetector Row CT for Evaluating the
Axillary Lymph Node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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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investigated the CT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of metastatic lymph nodes (LNs), and we

analyzed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multidetector row CT (MDCT) for detecting axillary LN metastase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We investigated 59 patients who preoperatively underwent chest MDCT, and they underwent sentinel LN biopsy or whole axillary LN dissection. We analyzed the morphologic features, the degree of enhancement and the delayed enhancement pattern. We classified the patients into the non-metastatic
LN group and the metastatic LN group, and we calculated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MDCT for detecting
metastatic LNs.
Results: When both the morphologic and quantitative criteria were consistent, the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NPV) were 58.1%, 100%, 100% and 68.3%, respectively, and MDCT accurately detected metastatic LNs in 2 patients that were false negative on sentinel LN
biopsy. When the morphologic and quantitative criteria were consistent, the sensitivity, specificity, PPV and
NPV were 87.1%, 53.6%, 67.5% and 78.9%, respectively. However, MDCT could not detect metastatic LNs,
including two micrometastases (a total of 8 micrometastases) that were in each of four patients.
Conclusion: MDCT can be used to perform the morphology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axillary LNs, and this
modality has excellent specificity and a PPV for detecting metastatic LNs when the both of the diagnostic criteria are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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