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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유도하 맘모톰으로 영상적 종괴 제거 후 유방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수술 전 유방 MRI의 유용성1
노현우·강두경·임현이2·박희붕3

목적: 맘모톰 생검으로 영상적 종괴제거 후 악성병변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수술 전 자기공명

영상(MRI)으로 잔류종양을 예측할 수 있는 소견을 분석하고, 잔류종양과 추가병변을 진단하
는 MRI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41명의 환자가 영상적 완전절제를 목적으로 한 초음파 유도하 맘모톰 생검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전 평가를 위하여 MRI 검사를 하였으며, 시술부위의 잔류종양
을 시사하는 MRI 소견을 분석하고 수술 후 조직학적 소견과 비교하였다. MRI에서 시술부위
외에 추가 조영증강을 분석하고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에서 발견되지 않는 잠재성 추가병변에
대한 MRI의 진단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결과: 32명(78.0%)의 환자에서 조직학적으로 생검부위에 잔류종양이 있었다. 종괴가 잔류종
양을 의심하는 가장 흔한 소견이며, 두꺼운 조영증강 테두리 또는 종괴와 비종괴성 조영증강
을 같이 보이는 경우가 가장 의심스러운 소견으로 잔류종양을 예측하는 MRI의 민감도, 특이
도 그리고 정확도는 각각 81.3%, 66.7%, 78.0%이었다. MRI로 잠재성 추가 악성병변을 7예
에서 발견하였고, 추가병변을 예측하는 MRI의 민감도, 특이도 그리고 정확도는 각각 100%,
60.0%, 76.5%이었다
결론: MRI에서 음성의 소견을 보이더라도 50%에서 잔류종양이 발견되므로 수술을 하여 종양
의 완전절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때 수술 전 MRI는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에서 발견
되지 않는 추가병변을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영상유도하에 이루어지는 맘모톰 생검 (mammotome
biopsy)은 한 번에 많은 조직을 얻을 수 있어 작은 병변이라
면 영상에서 보이는 병변의 완전절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양
성의 가능성이 크거나, 악성이 거의 의심되지 않는 예에서 단
기추적 검사의 빈도를 줄이거나 환자에게 병변제거에 대한 안
도감을 주고자 제거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맘모
톰 생검 후 병변이 완전히 제거되어 보여도 양성종양의 010%, 악성종양의 65-83%에서 수술 후 조직학적으로 잔류종
양이 발견된다(1-4). 따라서 맘모톰 생검이 악성종양의 제거
나 치료목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5). 이것은 맘모톰 생검의
유도에 이용되는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가 시술 중과 시술 후
잔류종양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이 두 검사에서 발
견되지 않는 잠재성(occult) 추가병변(additional lesion)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검사에서 악성으로 진단되면 병변의 범위와 예후를 판
단하기 위해 수술 전 평가(preoperative evaluation)를 해야
한다. 자기공명영상(MRI)은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63-98%의
민 감 도 를 보 이 며 , 다 초 점 성 (multifocal) 및 다 발 성
(multicentric) 병변과 같은 추가병변을 찾기 위한 수술 전 평
가에 유용하다(6). 따라서 맘모톰 생검에서 악성으로 진단되
었을 경우 MRI의 높은 민감도를 이용하여 잔류종양의 존재
여부와 범위 및 추가병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면, MRI가
수술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는 등 치료계
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맘
모톰 생검 후 악성병변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MRI로 잔류종양
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분석하고, 잔류종양과 추가병변을
진단하는 MRI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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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환자가 수술 전 평가를 위하여 MRI 검사를 받았다. 이
중 유방촬영술에서 악성석회화를 동반하였던 11예, BI-RADS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에 따라 유방
암이 강력히 의심되거나(category 5), 종양의 크기 및 병변의
범위가 3 cm 이상으로 맘모톰 생검으로 영상적 완전절제가
힘들어 조직검사를 목적으로 맘모톰 생검만 하였던 4예를 제
외한 41명이 대상군에 포함되었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45세
(28-68세) 이었다.
대상군 41명 중 27명은 한 지역의원에서 GE 800T(GE
Medical System, Milwaukee, WI, U.S.A.), 2명은 본원에서
DMR mammography(GE Medical System, Milwaukee, WI,
U.S.A.)를 이용하여 유방촬영을 하였다. 모든 환자가 생검 전
유방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37명은 지역의원에서
HD11(Philips Medical System, Enthoven, The Netherlands)
와 8-12 Hz 선형탐촉자를 이용하여, 4명은 본원에서
Sequoia(Acuson, Simens Company, Mountain View, CA,
U.S.A.)와 8-15 Hz 선형탐촉자를 이용하여 유방초음파 검사
를 받았다.
맘모톰 생검은 유방초음파에서 종괴로 관찰되는 병변이 범
주(category) 3(n=14) 또는 범주 4(n=27)이고 병변의 크

기가 3 cm 이하인 예에서 영상적 완전절제를 목표로 하였다.
맘모톰 생검은 vacuum-assisted hand-held device
(Mammotome Biopsy, Ethicon endosurgery INC, Johnson &
Johnson Co. Cincinnati, OH)를 이용하였고 병변의 크기에 따
라 8 혹은 11 게이지의 바늘을 선택하였다. 맘모톰 생검은 초
음파에서 보이는 병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였다.
생검 전 유방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n=14) 본원에서 생검
후 유방촬영을 하여 미세석회화를 배제하였다. 24명의 환자에
서 생검 후 유방초음파를 하였으며 맘모톰 생검과 초음파 사
이의 간격은 2-9일(평균 6.7일)이었다. 초음파에서 생검부위
에 볼록한 경계의 남아있는 병변이 없으면서 후방음영만 보이
거나 약간의 조직의 왜곡이 있는 경우 또는 공동이나 혈종만
있는 경우는 완전절제로 정의하고, 볼록한 경계의 저에코의 종
괴가 관찰되는 경우는 잔류종양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생검부위에 무에코의 낭성 공간점유 병소가 후방음향증가
를 동반하면 공동으로, 낭성 공간점유 병소가 유동하는 에코
발생부스러기로 차있거나, 유동적인 중격 또는 액체액체층이
보이면 혈종으로 구분하였다.
MRI는 1.5 T Signa scanner (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I)를 이용하였다. 모든 환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Fig. 1. 52 years woman with infiltrating carcinoma underwent
breast MRI 7 days after mammotome biopsy.
A. Initial breast ultrasonography (US) shows an irregular shaped
isoechoic mass with microlobular margin at left subareolar. The
histopathologic finding of biopsy specimen was a tubular carcinoma.
B. T2-weighted spin-echo MRI reveals a focal fluid collection
and air (arrow) at biopsy site.
C, D. Enhanced 3D fat-saturated spoiled gradient-recalled-echo
(SPGR) MRI and subtraction image don’
t reveal any abnormal
enhancement around the cavity (arrow). Partial mastectomy
was performed, and the histopathology revealed no residual
malignancy at biops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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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유방 코일을 이용하여 검사를 받았다. 촬영은 검사범위
를 확인하기 위하여 축면 T1 강조영상을 얻고, 낭성병변을 감
별하기 위하여 시상면 지방억제 T2 강조영상을 얻었다. 매개
변수는 반복시간/에코시간(TR/TE), 4600/84 msec; 영상범
위(field of view, FOV), 18 cm; 절편두께(slice thickness),
3.0 mm 이었다. 역동적 조영증강검사는 조영제 gadolinium
diethylenetriamine pentaacetic acid (Magnevist: Shering Inc,
Korea)를 주기 전과 1 mmole/kg을 주입한 후 2분, 4분, 6분
에 각각 3차원 fat-suppressed FMP SPGR(spoiled gradient
recoiled) sequence (TR/TE, 17.3/2.2 msec; FOV, 20-28
cm; 절편두께, 3.0 mm)로 촬영하였고, 지연기 지방억제 T1
강조영상을 얻었다. 이후 영상처리작업으로 모든 역동적 영상
은 감산 영상과 역감산 영상을 얻었고, 관심 영역에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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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조영의 정도를 시간-강도 곡선으로 구하였다. 감산 영상
(subtraction image)는 조영제 주입 후 2분 영상에서 조영제
를 주입하기 전 영상을 뺀 것이다. 생검에서 MRI까지의 시간
간격은 5-22일(평균 9.9일)이었고 MRI에서 수술까지의 간격
은 1-15일(평균 2.3일)이었다.
조직학적 진단을 모르는 두 명의 영상의학과 의사(D.K.K,
H.W.N)가 MRI 소견을 분석하였다. 생검 부위의 분석은 절제
후 잔류종양의 소견에 대한 이전의 보고들을 참조하여 조영제
주입 후 2분 영상과 감산 영상에서 이루어졌으며, 형태학적 소
견만을 분석하였다(6-9). MRI 소견은 전혀 조영증강이 없는
경우(Fig 1), 생검에 의한 트랙이나 반흔에 의한 선상(linear)
또는 별양(stellate) 조영증강, 생검에 의한 공동(cavity) 주위
의 얇은(< 5 mm) 조영증강 테두리(Fig. 2), 공동주위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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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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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60 years woman with ductal carcinoma in situ (DCIS) underwent breast MRI 20 days after mammotome biopsy.
A. Mammography shows an isodense mass with indistinct margin (arrow) at left breast.
B. Initial breast US shows a 0.9 cm sized and irregular shaped hypoechoic mass at upper outer quadrant of left breast.
C. T2-weighted spin-echo MRI shows a hematoma (arrow) in biopsy cavity.
D. Subtracted MRI reveals a thin enhanced rim (arrow) around the biopsy cavity.
E. Gross pathologic specimen reveals a hematoma without residual mass. However, histopathology confirmed a residual DCIS
measured 2.5 mm in size after partial ma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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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1 years woman with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underwent breast MRI at 9 days after mammotome biopsy.
A. Initial breast US shows oval shaped mass with gentle lobulation. The mass is mildly hypoechoic, and has partially indistinct
margin. The size of the mass is 2.4cm in length.
B. The color Doppler breast US after mammotome biopsy
shows an inhomogenous hypoechoic area without vascularity
suggesting hematoma at biopsy site.
C, D. T2-weighted spin-echo MRI shows mixed signal intensity
(arrow) with fluid collection in biopsy site, which is high signal
intensity on pre-contrast 3D fat-saturated SPGR MRI representing hematoma.
E. Contrast enhanced 3D fat-saturated SPGR MRI reveals a
thick enhanced rim (arrow) around the cavity.
F. Gross pathologic specimen reveals residual tumor (arrowhead) around the hematoma. Histopathology confirmed a residual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with DCI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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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운(≥ 5 mm) 조영증강 테두리(Fig. 3), 얇은 조영증강 테
두리와 이어지며 예각을 이루거나 또는 조영증강 테두리 없이
볼록한 경계를 보이는 장경 5 mm 이상의 종괴(Fig. 4), 조영
증강 테두리와 이어지거나 또는 조영증강 테두리 없이 보이는
관성/분절성/지역성 (ductal/segmental/regional) 비종괴양
(non-mass-like) 조영증강(Fig. 5)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초

음파 및 유방촬영술에서 보이지 않는 다초점성 및 다발성 추
가조영증강과 반대측 유방의 조영증강을 BI-RADS의 MRI 편
에 따라 분석하였다(Fig. 6). 잠재적 추가 조영증강 병변이 있
는 경우 다시 유방초음파를 하였으며, 추가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병변이 계획된 수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구
강선으로 위치결정을 하여 수술과 동시에 절제생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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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49 years woman with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underwent breast MRI at 12 days after mammotome biopsy.
A. Initial breast US shows a 1.8cm sized hypoechoic mass with
microlobular margin. The US-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arrowheads) confirmed a fibrocystic change with ductal epithelial hyperplasia.
E
B. The breast US after mammotome biopsy reveals a residual
hypoechoic mass with convex outer border at biopsy site. The histopathologic finding of mammotome biopsy was an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C. T2-weighted spin-echo MRI shows a cavity (arrow) at biopsy site, which shows high signal intensity on pre-contrast 3D fat-saturated SPGR MRI (no presentation) representing hematoma.
D. The subtraction image of 3D fat-saturated SPGR MRI reveals a residual mass (arrowhead) around the cavity and an enhanced
mass (arrow) at contralateral breast, which cannot be detected on initial breast US.
E. Gross pathologic specimen reveals a residual tumor (arrowhead) around the hematoma (arrow). Histopathology confirmed a
residual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with DCIS. The enhanced mass at contralateral breast was also confirmed as an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histopatholo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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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68 years woman with DCIS underwent breast MRI at 8 days after mammotome biopsy.
A, B. Initial mammography shows a focal asymmetry at outer central portion of right breast. There is a spiculated lesion at inner
side on craniocaudal view of right breast. This finding is due to summation shadow.
C. Initial breast US shows a 1.6cm sized isoechoic mass with indistinct margin.
D. T2-weighted spin-echo MRI shows a small cavity (arrow) at biopsy site.
E. The subtraction image of 3D fat-saturated SPGR MRI reveals a ductal non-mass-like enhancement (arrowheads, arrow) extended from the biopsy cavity.
F. There is an additional enhanced mass at same quadrant (arrow).
G.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MIP) image reveals a ductal non-mass-like enhancement and multifocal mass at right breast.
Histopathology confirmed a residual DCIS at both of them.

추가 조영증강 병변이 초음파에서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조직 소견을 참조하였고, 수술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수술 계획을 변경하거나 초음파로 추적검
사를 하였다.
모든 환자가 수술을 하였고 30명(73.2%)이 유방보존술을 11
명(26.8%)이 변형근치유방절제술을 포함한 유방절제술을 받
았다. 유방보존술은 부분유방절제술이 23명(56.1%), 재절제술
(re-excision)이 5명(12.2%), 종괴절제술(lumpectomy)이 2

명(4.9%)이었다. 모든 검체는 전후, 좌우, 위아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수술 동안 해부학적인 위치가 기록되었다. 본원 병리
과에서 육안으로 생검에 의한 공동과 잔류종양의 크기가 측정
되었다. 검체는 시상면을 기준으로 내측에서 외측으로 연속 절
단되었다. 잔류종양과 추가병변 그리고 육안으로 종괴가 보이
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절단면이 현미경적 검사에
이용되었다. 모든 생검부위와 주위 2 cm 이내의 부위에 대한
MRI와 조직학적 소견이 비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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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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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E
Fig. 6. 36 years woman with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underwent breast MRI at 17 days after mammotome biopsy.
A. Initial mammography shows dense parenchymal tissue of
right breast without visualized mass.
B. Initial breast US shows a 0.8 cm sized and irregular shaped
hypoechoic mass. Additional solid mass cannot be detected on
initial breast US.
C. The subtraction image of 3D fat-saturated SPGR MRI reveals
an enhanced mass (arrow) at the biopsy site. Histopathology
confirmed a residual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D, E. There are additional enhanced nodules at same quadrant
on subtraction image of 3D fat-saturated SPGR MRI. The kinetic curves of the nodules show initial rapid and delayed washout
pattern.
F. Second-look breast US shows multifocal isoechoic nodules
(arrows) at the same quadrant. Histopathology confirmed a
residual DCIS with micro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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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으며, 9명의 환자는 잔류종양이 없어 맘모톰 생검에 의
한 악성종양의 완전제거율은 22.0%이었다(Table 1). 잔류종
양이 있었던 32예 중 23예는 침윤성암, 9예는 상피내암이었
으며, 잔류암의 평균 크기는 장경이 최장 32 mm에서 최단
2.5 mm로 평균 7.1 mm이었다. 31예의 침윤성암 중 28예
(90.3%), 10예의 상피내암 중 4예(40.0%)에서 잔류종양이
발견되어 생검에서 침윤성으로 진단될 경우 비침윤성보다 잔
류종양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08).
맘모톰 생검 후 14예의 유방촬영술 소견은 조직왜곡과 국
소비대칭(n=6), 조직왜곡(n=6), 치밀유방(n=2) 순이었다.
맘모톰 생검 후 24예의 생검부위의 초음파 소견은 종괴
(n=13), 공동(n=7), 혈종(n=4) 순이었다. 초음파에서 생검
부위에 종괴가 있었던 13예 중 11예, 잔류종양 없이 공동 및
혈종만 있었던 11예 중 8예에서 잔류종양이 확인되어 잔류종
양을 진단하는 초음파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
측도, 그리고 정확도는 각각 57.9%, 60.0%, 84.6%, 27.3%,
58.3%이었다. 초음파에서 생검 부위에 종괴가 있었던 13예에
서 잔류종양이 확인되지 않은 2예 중 한 예는 비정형 관상피
증식(atypical ductal hyperplasia)으로 진단되었고, 나머지 한
예는 혈종을 종괴로 오인하였다.
MRI에서 생검부위에 공동(n=23), 혈종(n=9), 조직왜곡
(n=9)이 있었다. MRI 소견과 병리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두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Excel 2000; Microsoft)를 이
용하여 기록하였다. MRI와 조직학적 소견을 비교하여 잔류종
양을 시사하는 소견을 분석하고, 잔류종양을 진단하는 MRI의
진단성과를 계산하였다. 또한, 초음파 및 유방촬영술에서 보이
지 않는 잠재성 추가병변을 찾는 MRI의 진단성과를 알아보았
다. 통계학적인 분석은 SPSS version 11.5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Fisher exact test를 하였으며, p 값
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맘모톰 생검 전 유방촬영술 소견은 종괴(n=12), 국소비대
칭(n=6), 치밀유방(n=5), 음성소견(n=3), 조직왜곡(n=1) 순
이었다. 생검 전 초음파 소견은 모두 고형종괴를 보였으며 종
괴의 크기는 장경이 최장 30 mm에서 최단 5 mm로 평균 11.4
mm이었다. 맘모톰 생검의 조직학적 결과는 31예가 침윤성암
으로 침윤성 관상피암이 26예, 수질성암 (medullary
carcinoma)이 1예, 점액성암(mucinous carcinoma)이 1예, 관
상암(tubular carcinoma)이 1예, 미세침윤을 동반한 상피내암
이 2예 이었으며, 비침윤성암인 상피내암이 10예 이었다
(Table. 1).
32명(78.0%)의 환자가 조직학적으로 생검부위에 잔류종양

Table 1. Correlation between Initial and Residual Histopathologic Findings
Initial pathologic results

Residual pathologic results
Invasive (n=23)

Non-invasive (n=9)

No residual malignancy (n=9)

Invasive carcinoma (n=31)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n=26)
Medullary carcinoma (n=1)
Mucinous carcinoma (n=1)
Tubular carcinoma (n=1)
DCIS with microinvasion (n=2)

23
19
01
01
00
02

5
5

3
2
0
0
1
0

Non-invasive carcinoma (DCIS, n=10)

00

4

6

DCIS=ductal carcinoma in situ
Table 2. MRI Findings of Residual Malignancy
Pathologic findings
MRI findings

Residual malignancy
(invasive/noninvasive)

Negative (n=12)
No enhancement (n=2)
Linear or stellate enhancement (n=4)
Thin rim enhancement (n=6)

6

Positive (n=29)
Thick rim enhancement (n=3)
Mass (n=16)
Suspicious non-mass-like enhancement (n=6)*
Mass with suspicious non-mass-like enhancement (n=4)
Total (n=41)
*ductal, segmental or regional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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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sidual
malignancy

Malignancy
rate (%)

2 (2/0)
4 (1/3)

6
2
2
2

050.0
000.0
050.0
066.7

26

3

089.7

3 (3/0)
14 (12/2)
5 (2/3)
4 (3/1)

2
1

100.7
087.5
083.3
100.7

32 (23/9)

9

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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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운 조영증강 테두리를 보이는 3예(Fig 3), 종괴와 비종괴성
조영증강을 같이 보이는 4예에서 모두 악성 잔류종양이 발견
되었으며(100%), 다음으로 종괴(87.5%), 관성/분절성/지역성
비종괴성 조영증강(83.3%), 얇은 종영증강 테두리(66.7%),
선상 및 별양 조영증강(50.0%) 순으로 악성 잔류종양이 발견
되었다. 잔류종양이 발견된 가장 흔한 MRI 소견은 종괴
(n=16)였으며 이 중 87.5%에서 악성 잔류종양이 발견되었고
(Fig. 4), 나머지 2예(12.5%)는 각각 비정형 유두종(atypical
papilloma)과, 섬유낭성변화로 진단되었다. 두꺼운 조영증강 테
두리 및 종괴를 보이는 경우 각각 100%, 85.7%에서 잔류종
양은 침윤성이었으며, 얇은 조영증강 테두리 및 관성/분절성/
지역성 비종괴성 조영증강을 보일 경우(Fig. 5) 각각 75.0%,
60.0%에서 잔류종양은 비침윤성이었다(Table 2).
공동주위의 두껍고 불규칙한 조영증강 테두리, 종괴, 관성/
분절성/지역성 비종괴양 조영증강을 잔류종양의 기준으로 할
경우, 잔류종양의 진단에 대한 MRI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
측도, 음성예측도, 그리고 정확도는 각각 81.3%, 66.7%,
89.7%, 50.0%, 78.0%이었다. MRI를 이용하여 침윤성 잔류종
양 23예 중에 20예(87.0%), 비침윤성 잔류종양 9예 중 6예
(66.7%)를 수술 전에 진단하였다. 또한, 초음파에서 진단되지
않았던 8예의 잔류종양 중 6예를 MRI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
며, 2예는 초음파와 MRI 모두에서 보이지 않았다. 6예의 위
음성(50.0%) 중 4예는 생검부위에 얇은 조영증강 테두리를,
2예는 선상 및 별양 조영증강을 보였다. 얇은 조영증강 테두
리가 있던 4예의 조직학적 소견은 상피내암이 3예(Fig. 2), 침
윤성암이 1예 이며, 선상 및 별양 조영증강이 있던 2예 중 한
예는 침유성암, 나머지 한 예는 미세침윤성 상피내암이었다.
위음성은 모두 장경 10 mm 이하(2.5-10 mm) 이었다. 3예
의 위양성(10.3%) 중 2예는 종괴, 1예는 관성 비종괴성 조영
증강을 보였으며 각각 비정형 유두종(atypical papilloma), 염
증성 변화와 육아종, 섬유낭성변화로 확인되었다.
7예에서 생검 부위와 같은 사분절에, 4예에서 다른 사분절
에, 그리고 6예에서 반대쪽 유방에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았던 추가조영증강 병변이 발견되었다(Table 3).
MRI에서 발견된 17예의 추가 조영증강 병변 중 11예를 악성
으로 진단하였고 유방초음파를 다시 하여 그 중 8예를 찾을
수 있었는데 4예는 침윤성 유방암, 3예는 상피내암으로 모두
7예가 절제생검에서 악성으로 확인되었고(Fig. 6) 나머지 한
예는 경화성선증(sclerosing adenosis) 이었다. 악성으로 진단
하였으나 추가 초음파에서 찾을 수 없었던 3예 중 2예는 수
술 후 조직소견에서 생검 부위 이외에 악성 조직이 발견되지
Table 3. Additional Lesions on MRI
Additional lesions

Pathology

Total

Malignancy

Benign

Multifocal
Multicentric
Contralateral

4
2
1

03
02
05

07
04
06

Total

7

10

17

않았고, 나머지 한 예는 12개월 추적 초음파에서 병변이 발견
되지 않아 양성으로 간주하였다. 양성으로 진단한 6예의 추가
조영증강 병변 중 2예가 추가 초음파에서 발견되었고 한 예
는 비정형 상피세포증식, 한 예는 섬유낭성변화로 확인되었다.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은 4예 중 3예는 수술 후 조직소견에서
생검부위 이외에 악성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고, 나머지 한 예
는 7개월 추적 초음파에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양성으로 간
주하였다. 따라서 수술 전 MRI로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잠재성 다촛점성 병변을 4예(9.8%), 다발성병변
을 2예(4.9%) 및 반대측 병변을 1예(2.4%)에서 발견하였고
(Fig. 4), 추가 조영증강에 대한 MRI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예측도, 그리고 정확도는 각각 100%, 60.0%,
63.6%, 100%, 76.5%이었다.

고

찰

맘모톰 생검은 수술 전 조직진단을 하는 정확한 술기이며
합병증의 빈도가 낮은 최소침습적인 생검방법이다(10). 맘모
톰 생검은 15 mm이하의 양성 종괴에서는 수술을 대체할 수
도 있으나(11), 유방암의 치료목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12).
악성병변이 의심(category 4 또는 category 5) 되면 핵생검
으로 진단을 하고, 악성이 증명되면 MRI 검사를 하여 다촛점
성병변 및 다발성 병변과 같은 추가병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악성의 가능성이 작은 경우(category 4A)에도
맘모톰 생검이 시행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잔류종양은
65-83%에서 보고되고 있다(1-4). 이것은 절제생검의 3263% 보다 더욱 많은 빈도인데(13-17), 이는 시술 중에 종
괴의 경계로부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범위가 절제되는지 알
기 어렵기 때문이다(18). 본 연구에서는 9명의 환자를 제외
한 32명의 환자(78.0%)가 생검부위에 잔류종양이 발견되어
이전의 보고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잔류종양의 여부는 생존율 및 종양의 재발빈도와 관련이 있
기 때문에 맘모톰 생검에서 악성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2, 19-22). 잔류종양의 존재와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이후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잔류
종양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생검을 통하여 조직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
방촬영술이나 초음파로 생검 부위에 석회화나 잔류종양을 확
인하는 것이다(6). 그러나 맘모톰 생검의 검체는 조각나 있기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경계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생검 후의 유방은 해부학적인 변화와 염증성 변화로 잔류종양
의 발견을 힘들게 한다(7, 23, 24). 본 연구에서도 생검 후 유
방초음파에서 잔류종양이 보이지 않았던 11예 중 8예(72.7%)
에서 수술 후 잔류종양이 확인되어 잔류종양에 대한 유방초음
파의 음성예측도는 27.3%로 매우 낮았다.
MRI는 유방종괴나 석회화 병변의 절제생검(excisional
biopsy)이나 국소절제(lumpectomy)를 통해 유방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잔류종양이나 종양범위를 알려줌으로써 최종 수술
계획을 세우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절제생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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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소절제 후의 조영증강 MRI 검사에서는 반흔주위가 염증
에 의하여 조영증강 테두리를 보이며 이것은 잔류종양을 진단
하는 데 특이도와 양성예측도를 감소시켜, 잔류 유방암종의 진
단을 어렵게 만든다(7, 25, 26). 따라서 초창기 연구들은 국
소 수술 후 MRI를 추천하지 않았다(25-28). 그러나 Orel 등
(7)은 초기 절제생검 후 6-40일(평균 18일) 후에 MRI를 하
여 잔류종양을 진단하는데 82%의 양성예측도와 61%의 음성
예측도를 보고하였고, Soderstrom 등(8)은 절제생검 후 10개
월 내의 환자들을 조사하여 MRI로 잔류병변의 유무를 84%에
서 정확하게 진단하였다. 저자들은 맘모톰 생검이 절제생검보
다 덜 침습적이므로 맘모톰 시술 후의 염증이 절제생검 후보
다는 MRI에서 잔류종양의 조영증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으로 생각하였다(2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잔류종양의 발견에
대한 MRI의 특이도와 음성예측도는 각각 66.7%, 50.0%로 이
전에 보고된 절제생검 후 MRI의 특이도 및 음성예측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 30). 이것은 본 연구의 경우 생검에
서 MRI검사까지 평균기간이 9.9일이었고 모두 22일 내에 영
상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rei 등(6)은 종괴
절제 후 28일에서 35일 후에 MRI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특
이도(75%)를 보이므로 절제생검이나 종괴절제를 한 후 28일
이후가 공동의 부종이나 경화가 감소하여 MRI 검사를 하기에
적절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잔류종양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MRI 소견은
종괴였으나 가장 의심스러운 소견은 두꺼운 조영증강 테두리,
그리고 종괴와 비종괴성 조영증강을 같이 보이는 경우였다. 두
꺼운 조영증강 테두리나 종괴를 보일 경우 잔류종양은 침윤성
이 많았으며, 관성/분절성/지역성 비종괴성 조영증강을 보일
경우 비침윤성이 침윤성보다 많았다. MRI는 침윤성 암종보다
상피내암에 대해서 낮은 민감도를 보이며, 본 연구에서도 위
음성을 보인 6예 중 3예가 상피내암, 1예가 미세침윤성 상피
내암 이었다(Fig. 2). 더욱이 잔류종양의 작고 분산된 부분은
MRI에서 조영증강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
검 후 MRI의 높은 위음성률(50.0%) 때문에 음성의 MRI 소
견이 암종의 완전절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섬유낭성 변
화에 의한 위양성(10.3%) 또한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증식성
섬유낭종성 변화와 상피내암을 MRI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
다(31). 본 연구에서도 한 예가 생검부위에 관성 조영증강을
보여 잔류 상피내암으로 생각되었으나 섬유낭성변화로 확인되
었다.
수술 전 MRI는 병변의 범위를 파악하고 다발성 병변을 발
견하여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32, 33).
Fisher 등(33)은 MRI로 다초점성 병변과 다발성병변을 각각
8.9%와 7.1%, 반대측 유방의 악성병변을 4.5%에서 발견하였
고 이로 인하여 19.6%의 환자에서 치료계획이 수정되었다고
보고했다. Goethem 등(32)은 악성병변이 확인된 환자의 39%
에서 MRI가 유방촬영술 등의 다른 검사방법으로 찾지 못한
동측 유방의 추가악성병변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위양성
은 23%였다. Malur 등(34)은 다초점성 병변과 다발성 병변
에 대한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의 민감도는 각각 26%, 56%,

MRI의 민감도는 각각 67%, 89%로 MRI가 더 좋은 성적을 보
인다고 하였으며, Boete 등(35)은 MRI가 다초점성병변을 찾
는데 100%의 민감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MRI 검사
전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잠재성 다초점성
병변을 4예(9.8%), 다발성병변을 2예(4.9%) 및 반대측 병변
을 1예(2.4%)에서 발견하는데, 잠재성 악성병변을 진단하는
MRI의 민감도는 100%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생검부위의 잔류종양을 진단하는 민감도 81.3%보다 높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악성이 의심되는 예(category 4)
가 대상군에 포함되었으며, 시술 전 이들을 의심되는 정도에
따라 범주4A, 범주4B, 범주4C로 세분하지 못하였다. 둘째, 표
본의 크기가 작아 각각의 MRI 소견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과
잔류종양의 진단성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후
향적 연구로 많은 환자가 지역의원에서 검사를 받아 유방촬영
술이나 초음파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즉, 생검
전 유방촬영을 하지 않았거나, 생검 후 잔류종양의 여부를 후
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방초음파 사진이 없는 예가 있어
잔류종양의 발견에 대한 진단성과를 MRI의 결과와 정확히 비
교할 수 없었다. 넷째, MRI에서 추가 조영증강이 있었던 17
예 중 2예에서 조직학적 확진을 할 수 없었고, 대신 추적 초
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기간이 각각 12개월 및 7개월로 임상
적으로 양성병변을 확진 하기에 기간이 다소 짧았다.
결론적으로 맘모톰 생검 후 잔류종양을 의심하는 가장 흔한
소견은 종괴였으며, 가장 의심스러운 소견은 두꺼운 조영증강
테두리 또는 종괴와 비종괴성 조영증강을 같이 보이는 경우였
다. 그러나 MRI에서 음성의 소견을 보이더라도 많은 예에서
잔류종양이 발견되므로 수술을 하여 종양의 완전절제가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때 수술 전 MRI는 유방촬영술 및 초
음파에서 발견되지 않는 추가병변을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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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ness of Preoperative Breast MRI in Breast Cancer Patients
Diagnosed with Tumor Removal Using a US-guided Mammoto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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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evaluated the MRI findings that suggested the presence of a residual cancer after a mammotome

biopsy in pathologically proven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 usefulness of MRI to diagnose a residual cancer
and additional lesions.
Materials and Methods: We reviewed 41 breast cancer patients that underwent an ultrasonography-guided
mammotome biopsy for complete resection of a breast lesion. MRI was performed for preoperative assessment and MRI findings suggestive of a residual cancer at the procedure site were analyzed and correlated to
the pathological findings. Additional enhancements on breast MRI were analyzed, and the diagnostic accuracy
of MRI for occult additional lesions was calculated.
Results: A total of 32 (78.0%) patients had a residual tumor. A mass was the most common MRI finding that
suggested a residual cancer. Thick rim enhancement or a mass with a non-mass like enhancement were the
most suspicious findings that suggested the presence of a residual cancer.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of MRI for the detection of a residual cancer were 81.3%, 66.7% and 78.0%, respectively. Additional malignant lesions were found in 7 cases.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of MRI for the detection of additional lesions were 100%, 60.0% and 76.5%, respectively.
Conclusion: Further complete surgery should be performed, as residual tumors are found in 50% of the negative MRI examinations, whereas preoperative MRI is helpful to evaluate occult additional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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