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는 추가 유방 X-레이 검사가 

요청되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요청된 여성들 

중 대부분이 정상 결과가 나옵니다 (유방암 

없음). 

요청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추가 유방 X-레이를 요청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요청 이유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밀도 

유방조영상은 유방 조직의 X-레이입니다. 유방 

조직의 불규칙한 배열은 비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추가 X-레이를 통해 밀집된 부위를 

정상적인 선상 조직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낭종 

투명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둥글게 밀집된 부위는 

대개 낭종이거나 양성 (암이 아님) 혹입니다. 

가장자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석회화 

칼슘 얼룩 (석회화)이 많은 여성들에게서 

유방조영상에 나타나며 이들 석회화 현상은 대개 

정상입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석회화 부위들은 

암의 가장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흉터 

이전에 유방 수술을 한 경우 흉터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흉터 조직은 X-레이 판독을 더 어렵게 

하므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킨 마커 

X-레이 상에 나타나는 스킨 마커는 방사선 전문의의 

X-레이 연구를 돕기 위해 유방의 흉터, 점 혹은 증상 

부위 상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유방 X-레이의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나요? 

BreastScreen WA에서 귀하에게 전화하여 

유방조영상 결과를 알릴 것입니다. 추가 검사가 

권장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검사는 유방조영상 

모양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질문은 무엇이든지 

지체 말고 하셔서 왜 추가 검사가 요청되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추가 검사가 요청될 경우 귀하는 BreastScreen 

WA Breast Assessment Centre에서 추가 유방 

검사를 위한 예약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시골 지역의 여성들은 환자 

지원 이동 제도 (PATS)로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GP를 

만나 보십시오. 

이전의 조영상 

이전의 모든 유방조영상과 유방 초음파 검사 

이미지들을 받았을 경우, 잘 보관하십시오. 이전 

이미지들은 방사선 전문의가 현재 유방조영상에 

우려되는 부위가 오래된 것이지만 해롭지 

않으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보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나요? 

유방조영상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변화는 너무 

작아서 유방에서 느낄 수가 없으므로 특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진단적 추가 검토를 위한 유방조영상  

이는 임상적 관심 부위에 초점을 맞춘 추가적 

유방조영상을 포함합니다. 

유방 단층영상합성법 / 3D 유방조영술 

삼차원 유방조영술 (디지털 유방 

단층영상합성법이라고도 함)은 특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X-레이 (유방조영상)를 이용하여 유방의 3D 

이미지를 만듭니다. 표준 유방조영상은 유방의 

이차원 (2D) 이미지를 만듭니다. 

유방의 임상 검사 

이미지들을 방사선 전문의가 살펴본 후에 임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여성 유방 내과 의사가 

면밀한 유방 검사를 수행하고 귀하의 병력에 대해 

상담할 것입니다.  

유방 초음파 

이는 (방사선이 아니라) 음파를 이용하여 좀더 

자세한 유방 조직을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유방에 

젤을 바르고 프로브로 피부를 누르게 됩니다.  

영상 안내 조직 검사 

유방 조직 검사는 현미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니들을 유방 속으로 넣어 임상적 관심 부위의 조직 

샘플을 취하는 것입니다. 

 

추가 검사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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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수행하는 방사선 전문의는 초음파 혹은 

X-레이 안내를 이용하여 니들 샘플 조직이 올바른

위치에서 취해지는 지를 확인합니다. 국부 마취가

이용될 것입니다. 조직은 임상의가 검사하고 결과는

대개 24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부위 표시 클립 

가끔 X-레이 안내 조직 검사가 수행된 후에 작은 금속 

마커 클립으로 조직 검사 부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암이 이들 검사로 발견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암이 진단될 것이지만 어떤 검사도 모든 

암을 발견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권고사항을 모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진료소 예약

이곳은 우리의 방사선 전문의, 임상의, 간호사, 

방사선 기사, 유방 내과 및 외과 의사 팀으로부터 

탁월한 평가 및 관리를 받게 되는 종합적인 

스페셜리스트 센터입니다.  

모든 예약 일정은 오전입니다. 전체 평가를 위해 

최대 8시간을 할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를 

위한 진단서가 필요할 경우 임상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차비를 지참하십시오. 대중교통 옵션을 위해서는 

Transperth 13 62 1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GP에게 결과 통보

GP를 지명하신 경우 (그렇게 하시길 권장합니다) 

BreastScreen WA에서 귀하의 추가 검사 예약을 

GP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GP는 또한 귀하의 평가 

센터 방문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BreastScreen WA 

전화 (08) 9323 6700  팩스 (08) 9323 6799    

이메일 breastscreenwa@health.wa.gov.au 

통번역 서비스 (TIS) 13 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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