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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질환의 자기공명영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학교실

차

은

밀 유방 혹은 수술 후 변형된 유방의 유방암 발견에 있어
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방촬영술의 발전과 새로운 검사 방법이 많이 연구
되었다. 이 중 유방 초음파 검사가 가장 널리 유용하게 유
방촬영술의 보조적인 또는 독자적인 검사로서 특히 젊은
여성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치밀 유방 검사
에 많이 이용된다.(5-7) 또한 1980년대에서부터 연구되어
적용된 유방 자기공명영상(Breast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영상 대조도가 뛰어나며 해부학적 평가가 용이하
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없으며 양측 유방을 동시에 검
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방촬영술의 보조적인 검사법
으로 알려졌다.(3,8-10) 일반적으로 유방 자기공명영상은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촬영술에서 소견이 애매한 경우,
수술 후 혹은 방사선 치료 후 유방의 진단에 많이 이용된
다. 특히 조영증강 자기공명영상은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 여러 검사들 중 가장 민감도(sensitivity)가 높은 것으
로 연구 보고되었으며 3차원 자기공명영상 및 다양한 기
법의 개발로 영상의 질적인 면이 많이 발전되었다. 일반
적으로 유방의 양성질환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은 악성질
환과 달리 형태학적으로 경계가 매끄럽거나 분엽화되어
있으며 조영증강 후 조영증강이 되지 않거나 조기에 약하
게 조영 증강되며 점차 신호 강도가 증가되는 양상으로
시간-신호 강도 곡선(time-signal intensity curve)에서 보면
Kuhl type I (continuous)형 or II (plateau)형을 보인다.(4,8-19)
그러나 유방은 호르몬 반응 기관(hormone-reactive organ)으
로 내적(endogeneous) 그리고 외적(exogeneous)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호르몬은 유방실질에 히스타민 같
은 효과를 일으켜 명확한 구조적 변화 없이 부분적인 충
혈(hyperemia)을 유발하여 특히 젊은 여성의 유방 혈류 증
가를 일으켜 조영증강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소 병소가 유
발된다.(3,18,19) 유방실질도 정상적으로 서서히 조영 증강
되며 주로 유방의 주변부나 피하지방과 인접한 부위에 보
인다. 또한 유방암으로 오인되는 위양성 병소들(섬유선종,
소엽성내암, 비정형 관상 증식, 섬유낭성 변화, 증식성 변
화, 유두종, 경화성 샘증 또는 관 과다증식)은 유방암과
유사한 조영증강 소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감별이 용
이하지 않으나 임상증상,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소견을
같이 분석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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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of the
breast is probably the most sensitive method for the
detection of the pathology of the breast. It is an emerging
technology that may revolutionize the management of women
with known or suspected breast cancer. Recently, breast MRI
has proven most useful in patients with proven breast cancer
for the assessment of a multifocal/multicentric disease, chest
wall involvement, chemotherapy response, or tumor recurrence or to identify the primary site in patients with occult
breast cancer. False positive findings can pose a significance
problem in the interpretation of a breast MRI. MRI examinations should be interpreted with an awareness of the
pitfalls, false positive breast lesions, and artifacts that can
affect on the image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2003;6: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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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양식의 서구화로 인하여 유방암은 매년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진단에 가
장 기본적이면서 예민한 검사 방법으로 알려진 검사는 유
방촬영술(mammography)이다.(1-4) 그러나 유방촬영술은 방
사선 조사가 많으며 특히 35세 이하의 젊은 여성이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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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질환의 자기공명영상 소견
1) 미확인 유방 내 밝은 물체(Unidentified Bright Breast
Objects, UBOs)
유방 조영증강 자기공명영상에서 많은 점 혹은 결절 모
양의 조영증강이 관찰되는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폐경 전, 젊은 여성에서 생리 주기 1주나 4주에 주로 관찰
되며 또한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여성에서도 이
러한 소견이 잘 관찰되는데 이것을 UBO라고 한다(Fig.
1).(18,21-23) 유방 실질의 조영증강 초점이 나타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히스타민 같은 효과를 보이는 내인성 및

외인성 호르몬으로 이러한 호르몬은 실제적인 구조 변화
없이 국소 충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18) 조직학적으로는
정상 유방이거나, 유방병증적 변화를 동반한 샘증 혹은
상피화의 초점, 작은 섬유선종, 단일 유두종, 혹은 이러한
것이 모두 합쳐진 소견을 보였다. 조영증강 자기공명영상
소견은 일반적으로 비종괴형 국소 조영증강(no-mass-related
focal enhancement)을 보이나, 가끔 경계가 좋은, 드물게는
불규칙한 모양과 경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서서히 진
행하는 조영증강을 나타내지만 급속하고 강한 조영증강
을 나타내기도 하여 다양한 소견을 보이는 상피내암과의
감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18) 이러한 현상을 피하기 위하
여 폐경 전 여성에서는 생리주기 2주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폐경 후 여성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6주
정도 중단한 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섬유낭성 변화(Fibrocystic changes)

Fig. 1. Case of UBO. Contrast-enhanced axial T1-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shows several small enhancing foci
(arrow heads) in peripheral portion of breast parenchyma.

A

치밀 유방의 진단에서 유방촬영술의 민감도가 매우 낮
으므로 유방 초음파촬영술이나 자기공명영상을 통하여
유방암의 유무를 진단하여야 한다. 유선병증적 치밀 유방
은 조직학적인 구성 성분에 따라 조직학적으로 다양한 소
견을 보이나 자기공명영상에서 가장 흔한 소견은 이상 소
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로 약 39%로 보고되었다.(5,19,20)
이 외에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서는 경계가 분명하고 내부
격막(internal septation)을 보이거나, 또는 지방억제 T2 강
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로 관찰된다. 조영증강 후에는 다
발성으로 경계가 불분명하며, 비균질적이며 약한 조영증
강을 나타내고 주위에 테두리는 보이지 않는다.(5,19,20)
거대낭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낭의 구성성분, 즉 출
혈이 있는지 혹은 단백질성분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또

B

Fig. 2. Case of fibrocystic changes.
(A) Sagittal T2-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shows
round shaped mass with high
signal (SI) intensity. (B) Sagittal contrast enhanced T1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revealed wall enhancement of the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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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낭벽의 염증 유부에 따라서 자기공명영상에서 다양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Fig. 2A, 2B).(19) 섬유낭성질환은
양측성, 미만성 및 대칭적(bilateral, diffuse, multifocal, and
symmetric)인 경향이 있으며 유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다.(19,24) 비정형적 증식의 경우 빠르게 조영 증강되는 경
우도 있으나 전형적인 유방암보다는 약하게 조영 증강된
다.(19)
3) 섬유선종(Fibroadenoma)
섬유선종은 유방의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상피조직
과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또는 다발성으로 발생
한다. 젊은 사람에서는 대개 선종성의 증식성 조직 또는
중심부의 점액모양 변형이 많으며 노년층에서는 대부분
섬유 성분을 보이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형적
인 석회를 보이지 않으면서 그 전 검사와 비교가 되지 않
는 경우 경계가 좋은 수질성 암종 혹은 교질성 유방암 등
과의 구별이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촬영술에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4,12,18,19) 흔히 섬유선종은 유방촬영술에서
경계가 분명하고 소엽상 모양이거나 둥글거나 난원형의

Fig. 3. Case of fibroadenoma. Contrast-enhanced axial T1weighted image demonstrates lobular shaped mass with
homogeneous enhancement and non-enhancing internal
septa.

A

소견을 보이며 전형적인 팝콘 모양의 석회화를 보인다.
자기공명영상에서도 형태학적으로는 경계가 분명하고 둥
근 모양이나 난원형의 소견을 보이며 신호강도는 T2 강조
영상에서 약 50%에서 저신호강도로 관찰된다. 조영증강
검사에서는 섬유선종에 포함된 섬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
양한 조영증강을 나타낸다. 경화성 섬유선종은 많은 섬유
화를 포함하고 있어 조영증강이 없거나 있어도 약하게 나
타나며 점액성의 섬유선종은 강하고 빠른 조영증강을 보
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조영증강
을 보이며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내부 격막이 흔히 관찰
된다(Fig. 3).(4,5,12,18,20,25-29) 그러나 약 20%에서는 유방
암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기도 한다.(18,26) 그러므로 유방
촬영술 또는 초음파촬영에서 진단이 애매한 경우의 경계
가 좋은 종괴는 자기공명영상이 감별 진단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
단을 얻어야 한다.
4) 엽상 종양(Phyllodes tumor)
엽상 종양은 유방종양 중 약 1%의 드문 섬유상피성 종
양으로 조직학적으로는 섬유선종과 마찬가지로 상피조직
과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엽상 종양은 높은 기질
성 세포 충실성 및 과다혈관을 보이며 종양은 임상적으로
급속히 자라는 특성과 함께 내부에 잎새 모양의 낭성 부
위를 동반하는 종양으로 일반적으로 경계가 분명하고 둥
근 모양 또는 소엽상을 보인다.(20,30-32) 특히 국소 재발
의 발생과 혈행성 전이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점이 섬유선
종과 다르다.(30-36) 또한 조직학적으로 높은 유사분열, 샘
(glandular) 구조물에 대한 기질 성분의 증식 정도, 비전형
핵, 그리고 주변조직으로의 침습 정도에 따라서 양성, 경
계(borderline), 그리고 악성으로 나눈다.(30-32) 종양이 작
은 경우에는 섬유선종, 합병증이 동반된 낭종, 그리고 경
계가 좋은 유방암(수질성 유방암, 점액상 유방암, 드물게
침윤성 관상피암)과 같이 감별진단을 하여야 한다.(34,37)

B

Fig. 4. Case of malignant phyllodes tumor. (A) Sagittal
T2-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shows lobular shaped mass with
heterogeneous SI. (B) Contrast-enhanced axial T1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reveals heterogeneous enhancing area
within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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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의 T1 강조영상에서는 균질한 저신호강도의
소견을 보이며 T2 강조영상에서는 낭성 변화의 양에 따라
균질한 신호강도에서부터 내부에 고신호강도를 포함한
비균질적인 신호강도 소견을 보인다. 조영증강 후 풍성한
혈관 분포에 의한 급속한 조영증강을 조기에 보여 유방암
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나 시간-신호강도 검사에서 type I
또는 II의 시간-신호강도 곡선을 보인다.(33) 양성과 악성
엽상 종양의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는 감별이 어렵지만 조
영증강 자기공명영상에서 시간-신호강도 곡선의 역학적
분석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Fig. 4A, 4B).
5) 염증성 질환(Inflammatory disease)
급성 및 만성 염증성 질환은 원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 경한 유관주위 염증으로부터 유선주위의 심한 섬유
화를 동반한 농이 차있는 괴사성 낭성 공동이나 만성적인
농루 형성 혹은 섬유화에 의한 반흔 등의 여러 양상으로
보일 수 있다.(38,39) 이는 크게 수유성과 비수유성으로 나

눌 수 있으며 특히 비수유성 농양의 경우 임상증상이 뚜
렷하지 않고 단순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촬영에서 마찬
가지로 주위 지방조직 및 피부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어
서 염증성 유방암과 감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38,40-42)
또한 결핵성 유방염이나 특발성 육아종 유방염(idiopathic
granulomatous mastitis) 등은 유방암과 유사한 소견을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악성종양과 감별이 힘든 경우가 있다.
염증성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공명영상의 조영증강
정도가 다양하게 관찰된다. 급성 염증은 일반적으로 중등
도 내지 강한 정도의 조영증강을 보이며 농양이 동반된
경우 경계가 불규칙하고 비균질적인 조영증강 테두리를
보인다.(4,43) 아급성 또는 만성 염증은 천천히 조영증강
이 되거나 조영증강이 관찰되지 않기도 한다(Fig. 5A,
5B).(4,43)
6) 유두종(Papilloma)
유두모양의 유방질환에는 유두종(papilloma), 유두종증

A

B

Fig. 5. Chronic mastitis. (A) Axial T2-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shows multi-septated mass with high SI. (B)
Contrast-enhanced axial T1-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demonstrates wall enhancement along the mass
lesion.

A

B

C

Fig. 6. Case of papilloma with atypism. (A) Sagittal T1-weighted image shows round mass with heterogeneous SI at subareolar. (B)
Sagittal T2-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reveals round mass with heterogeneous SI and fluid-fluid level. (C)
Contrast-enhanced sagittal T1-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demonstrates focal nodular enhancing nodule at inferior portion
of mass lesion and wall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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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illomatosis), 비정형 유두종(atypical papilloma), 비침습
및 침습 유두모양암(noninvasive papillary carcinoma, and
invasive papillary carcinoma) 등이 있다.(44-47) 유두종은 유
방 종양의 1∼5%에서 관찰되며 유도관 내에 유두상으로
나타나는 종양으로 약 80%에서 유두 분비물을 동반한다.
흔히 장액성 혹은 혈성 분비물을 나타내며 조직학적으로
는 섬유혈관 줄기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적이다.(44-46) 방
사선학적 검사로는 유선조영술 또는 고해상 초음파촬영
술로 진단이 용이하다.(48) 유선조영술에서 유관 내 충만
결손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음파에서는 원형 또
는 소엽상 모양을 보이며 저에코의 고형 종양으로 관찰되
거나 낭종 내 유두모양의 고형 종괴로 잘 관찰된다.(48,49)
자기공명영상에서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원형 혹은 타
원형의 모양을 보이며 낭종 내 유두종인 경우에는 특징적
으로 T2 강조영상에서 낭종은 고 신호강도를 보이며 유두
종은 그 내부에 중등도의 신호강도를 보인다. 또한 조영증
강 후에는 조직학적으로 섬유혈관 줄기를 포함한 혈관 분
포가 많아 유방암과 유사하게 조기에 급속한 조영증강을
보이며 시간-신호강도 곡선은 type II 또는 III를 보여 유방
암과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Fig. 6A, 6B, 6C).(50)

흔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 보존술 후 재발하
는 암은 수술 후 처음 수년 내에 수술한 부위에서 가장 많
이 발생하며 발생률은 1년에 1∼2%이다.(6) 그런데 수술
부위에 대한 유방촬영술로는 수술 후 반흔과 재발암의 검
사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잘 구별이 된
다. 반흔 형성은 수개월에 걸쳐서 형성되며 좀 더 진행된
반흔은 주로 섬유화 결체 조직으로 구성되며 혈관 분포는
아주 적거나 없기 때문에 조영증강 자기공명영상에서 조
영증강 소견을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재발 암인 경우에는
조기에 강한 조영증강을 보이기 때문에 반흔과 감별할 수
있다(Fig. 8A, 8B, 8C).(6,18,51-53) 또한 유방보존술을 시행
한 경우 특히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유방보존수술 후 지방
괴사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재발암과 유사한 소견을 보
이며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촬영술로 감별이 어려운 경
우가 종종 있다. 자기공명검사에서 중앙에 지방을 포함한
병소와 주변에 육아종성 조영증강 벽이나 또는 조영증강
이 없는 조직을 보여 재발과 감별이 된다.(6,18)
8) 유방암(Breast cancer)
유방암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은 유방암의 조직학적 타
입, 형태학적 차이, 그리고 암의 주된 전파 경로에 따라서
다양하게 관찰된다.(9,17,18) 유방의 기적막 내에 암이 존
재하면 비침윤성, 기저막을 침범하여 밖으로 퍼져나가면
침윤성 유방암으로 나눈다.(9)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
방암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은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촬영
술에서의 유방암의 소견과 유사하게 형태학적으로는 경
계가 불규칙하거나 침상이며 모양은 다양하며 주변 피부
의 비후나 수축, 부종, 또는 액와 임파절 비후 등이 관찰

7) 수술 후 반흔(Postoperative scar)
수술 직후 급성 변화에는 혈종(Fig. 7A, 7B, 7C)이 관찰되
며 이는 급성, 아급성, 그리고 만성 시기에 따라서 저 신호
강도에서부터 고신호강도의 다양한 소견을 보인다.(6,18)
흔히 수술 후 반흔은 침상 병변을 보이는데 유방암이 아
닌 다른 원인으로 수술한 경우의 수술 후 변화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유방암으로 수술한 후 재발한 유방암인지 반

A

B

C

Fig. 7. Case of old hematoma. (A) Medio-lateral oblique mammogram shows partially well defined high density mass at surgical area.
(B) Sagittal T2-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shows oval shaped mass with high SI and low SI wall. (C) Contrast-enhanced
axial T1-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reveals faint wall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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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se of postsurgical scar. (A) Ultrasonogram shows irregular shaped hypoechoic mass at surgical area. (B) Axial T1-weighted
image shows focal irregular margined nodular lesion with intermediate SI at surgical area. (C) No definite enhancement was seen
in contrast-enhanced axial T1-weighted image with fat saturation.

되며 신호강도는 구성성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관찰된다.
조영증강 후 자기공명영상 소견은 전형적으로 조기(1∼2
분 이내)에 강하게 조영 증강되면 지연시기에는 유지되거
나 빠져나가는 시간-신호강도 곡선을 보인다. 대부분의 유
방암은 침윤성 관상피암으로 신생혈관으로 인한 과다혈
관 분포로 조영증강이 잘 관찰되는데 비균질적으로 조영
증강되며 불규칙한 경계를 보고 약 20%에서는 테두리 조
영증강(rim enhancement)을 보이기도 한다(Fig. 9).(12,17,18,
54) 5∼12%에서는 조영증강이 관찰되지 않는다. 침윤성
유소엽암은 기존의 유방조직을 서서히 대치하는 특징을
보여 오랜 시간 유방촬영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종
종 있다. 자기공명영상에서 침상 또는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기도 한다. 예후가 좋은 결절형으로 자라는 수질성
(medullary) 유방암의 약 11%는 젊은 여성에서 관찰되는데
T2 강조영상에서 증가된 신호강도를 보이며 비균질적인
조영증강을 나타내 점액성 섬유선종과의 감별이 중요하
다.(17,18) 그러나 관내상피암(ductal carcinoma in situ)의 진
단에 있어서의 자기공명영상의 민감도는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관내상피암은 신생혈관의 생성이 매우 다
양하여 조영증강 소견도 다양하게 관찰되는데 가장 흔한
소견으로는 관상 조영증강(ductal enhancement)이며, 그밖
에 분절성(segmental), 미만성(diffuse), 초점(foci), 또는 다
초점형(multifocal)의 조영증강을 보인다.(8,54)

결

론

유방자기공명영상은 유방촬영술과 비교하였을 때 유방
암 발견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증강 유
방 자기공명영상은 1989년 방사선학 문헌에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연구 발전되어 기술적인 면뿐 아니라 영상
분석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과거에는 짧은 시
간 안에 많은 영상을 얻을 수가 없어 역동적 조영증강 영
상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었으나 기술 발달에 힘

Fig. 9. Case of bilateral invasive ductal carcinoma. Contrast
enhanced axial T1-weighted image with subtraction show
heterogeneous rim enhanced large mass at nearly entire
left breast and another highly enhanced nodule at
subareolar of R breast.

입어 현재는 역동적 조영증강 검사로 유방 전체의 고해상
영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각국의 여러 기관에서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유방암 범위에 대한 임상 적용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에서 선별검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유방 자기공명영상은 유방암 검사에
매우 유용한 검사이나 검사비가 비싸고 검사방법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환자의 정확한 적응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상 정보와 다른 기존의 방사선 검사와 통합적으로 분석
하여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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