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최근 일반 국민들의 웰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건강진단의

기회가 많아졌고 이와 더불어 진단기기의 발전으로 갑상선의

결절의 유병율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발견된

결절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방침이 무엇인지에 대

한 판단이 임상의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

다. 이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각국의 학자들에게 많은 논

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갑상선 결절의 진단에 초음파와 세침흡인생검은 결정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 [1-5]. 따라서 갑상선 결절에 있어서 초음파

의 해석과 세침흡인생검 결과의 해석, 그리고 이의 한계를 이

해하는 것은 검사자에게 필수적이다. 저자는 갑상선 우연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초음파의 해석, 그리고 세침흡인생검의

적용에 대해서 기술 하고 발견된 우연종의 치료 방침에 대하

여 논하려 한다.

1. 정의와빈도

갑상선 우연종은 갑상선과 관련 없는 의학적 시술이나 영상

학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갑상선 결절을 의미한다 [6].

갑상선 결절의 빈도는 부검 결과에서 50%의 빈도를 보이며

[7], 여성에서 흔하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8]. 이렇게 발

견된 갑상선 결절 중 갑상선 암의 빈도는 9-12 %의 이다 [9,

10].

갑상선 우연종은 영상학적 진단 기기의 발전과 사용의 증가

로 인하여 최근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여러 영상학적 기

기 중, 초음파가 갑상선 결절의 진단에 가장 민감하며, 초음파

검사에서 많게는 67%의 환자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다

[11]. 그 외, 컴퓨터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한 환자

의 16% [12, 13], 전신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검사를 시행한 환자에서 1.2-

2.3%에서 갑상선 우연종이 보고된 바 있다 [14, 15]. 이런 우

연종의 발견과 더불어 갑상선암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2002

년 한국중앙암등록자료에 의하면 갑상선암의 발생건수가 꾸준

히 증가였다 (Fig. 1), 이와 같은 증가는 갑상선암 자체의 증

- 111 -

갑상선 우연종의 발견과 대처 방안

연세의대 영상의학교실

김기황·김은경·곽진영·김민정

논문접수: 2008년 8월 27일, 논문게재결정: 2008년 8월 29일
통신저자: 김기황, (120-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의료원건물 영상의학과

Tel. (02)2228-7400 Fax. (02)393-3035   E-mail: kwkimyd@yuhs.ac

=초록=

최근 일반 국민들 사이에 건강에 대한 인식의 고조와 영상학적 진단기기의 발전으로 갑상선 결
절의 발견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고 과거에 임상적인 방법에 의한 고식적인 발견율을 뛰어 넘
어 현저한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갑상선 결절의 높은 유병률에 비해 임상적으로 발현
되는 갑상선 암의 빈도는 낮으며, 갑상선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매우 낮아, 우연히 발견된 갑상
선 결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종설은 갑상선 우연종의 정의,
빈도, 진단방법, 그리고 치료에 대한 지침에 대해 고찰하였다.

색인단어 : Imaging; Incidentaloma; Thy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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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기 보다 영상진단기기의 폭 넓은 이용에 따른 결과이다. 

2. 진단

a. 초음파

여러 진단기기에서 갑상선 우연종이 발견될 수 있지만, 결절

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초음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고해상도 실시간 초음파의 사용으로 2 - 3 mm의 작은 갑상

선 결절까지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초음파의 높은 민감도와

갑상선 결절의 높은 유병률로 인해, 초음파에서 결절이 보일

때 양성과 악성 결절의 감별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

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1, 17-21]. 초음파에서 발견한 갑상

선 결절의 진단을 위해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생검이 시행된

다. 그렇지만 초음파에서 보이는 모든 결절을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생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너무나 많

은 불필요한 조직검사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와 환자의 불편함

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갑상선 결절이 초음파에서 발견

될 경우 초음파에서 양성의 소견을 가지는 결절은 보존적인 처

치를 하고, 악성이 의심되는 결절의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면 악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양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불필

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아주 실질적이고 의료

비를 고려 시 효과적이지만, 초음파로 양성과 악성의 감별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세침흡인생검이 필요한 결절과 그렇지 않은 결절의 구분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갑상선 결절을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는 초음파 소견에 대한 여러 보고가 [1, 17-21]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악성을 시사하는

초음파 소견으로는 미세석회화 [1, 9, 17-19, 22], 미세소엽

또는 불규칙 가장자리 [1, 9, 18, 21-23], 저에코 [1, 9, 18,

21], 가로보다 세로가 긴 모양 [1, 24], 고형성 [18, 20, 22],

그리고 종양 내부로의 혈관분포 [9, 20, 21]등이 보고되었다.

김 등은 갑상선 우연종 중 조직검사가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초음파에서 갑상

선 결절이 발견된 경우 크게 무에코 (anechoic, cystic) 병변,

혼합성 (mixed echoic) 병변, 고형 (solid) 병변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에코 병변은 내부 에코가 없는 경계가 명확한 병변을

의미하며, 내부에 혜성꼬리허상 (comet tail artifact)이 동반된

고에코의 반점 (echogenic dot)이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콜로

이드 크리스탈을 의미한다 (Fig. 2). 이 허상은 악성 결절에서

보이는 미세석회화와 구분하여야 하고,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서 초음파 검사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무에코 병변

은 갑상선 낭종을 의미하며, 갑상선 국소 병변의 1%정도를 차

지한다. 단순 낭종은 거의 악성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단순 추

적 관찰만을 시행해도 충분하다. 고형이나 혼합형인 경우 (혼

합형인 경우는 동반된 고형 성분을 기준으로) 결절의 에코, 가

장자리, 미세석회화 유무, 모양을 분석한다. 결절의 에코는 갑

상선의 에코와 비교하여 높은 경우를 고에코, 같은 경우를 등

에코, 낮은 경우를 저에코로 나누며 낮은 경우를 좀더 세분하

여 주변 띠근육 (strap muscle)과 비교하여 더 에코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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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valence of thyroid cancer

Fig. 2. Colloid cyst at left thyroid gland. The transverse scan
shows an anechoic cyst with internal comet tail artifact. 

Fig. 3. Papillary carcinoma at left thyroid gland. The transverse
scan shows a marked hypoechoic mass (arrow), comparing with
adjacent strap muscle (asterix). 



는 경우를 현격한 저에코 (marked hypoechogenicity)로 분류

하였다 (Fig. 3). 저에코 병변을 세분한 이유는, 대부분의 양성,

악성 병변이 저에코로 보이므로 특이도가 낮기 때문이다 [1].

가장자리는 명확한 경우, 미세소엽 (microlobulated) (Fig. 4),

또는 불규칙한 경우로 분류하였고, 석회화는 둥글거나 계란껍

질 모양, 혹은 미세 점상 석회화 (puctate microcalcification)

(Fig. 5)로 분류하였다. 결절의 모양은 넙적한 모양 (wider than

tall)과 길쭉한 모양 (taller than wide) (Fig. 6)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4가지 기준 중 현격한 저에코, 불규칙하거나 미세소엽

가장자리, 점상 석회화, 길쭉한 모양을 악성 초음파 소견으로

간주하였고, 이중 한가지 소견이라도 포함하는 병변을 악성의

가능성이 있는 병변으로 간주할 때, 민감도 93.8%, 특이도

66%, 양성예측도 56%, 음성예측도 95.9%, 정확도 74.8%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 [1]. 그렇지만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에 따

라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검사이므로 [25], 같

은 결절을 보면서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자는 자신의 판독과 결과를 꾸준히 비교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

요하다.

2004년 10월 Society of Radiologists in Ultrasound (SRU)

에서 21명의 경험 많은 패널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고들

을 검토하여 갑상선의 우연종의 대처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

성하였고, 2005년 Frates등이 이를 보고하였다 [26]. 이 보고

에는 우연종의 크기를 중요시 하였는데 즉, 우연종 중 1 cm

이상의 석회질이 있는 혹, 1.5 cm 이상의 혹 중 고형이거나,

거의 모두 고형의 경우와 석회질이 있는 경우, 2 cm 이상의

혹은 혼합형이거나, 크기가 커진 경우 세침흡인생검을 시행하

기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저자와 갑상선 관련 기관

에서는 초음파에서 암이 의심스러운 결절은 크기와 관계없이

세침흡인생검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7-29].

갑상선 결절의 크기는 결절의 악성 유무와 관련이 크지 않

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절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없어진다

면 양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 의사의

진찰로 결절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 보다, 초음파로 결절의 크

기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절이 있는 환자가 갑상선 호

김기황 외: 갑상선 우연종의 발견과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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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pillary carcinoma at left thyroid gland. The transverse (left) and longitudinal (right) scan shows a mass with microlobulated
margin. 

Fig. 5. Papillary carcinoma at left thyroid gland. The transverse
scan shows a mass with internal microcalcifications (arrows). 

Fig. 6. Papillary carcinoma at right thyroid gland. The transverse
scan shows a mass with taller than wide shape. 



르몬제를 복용 후 크기가 감소하여 결절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주변 갑상선 조직이 감소되고 결절은 변화

가 없거나 오히려 커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갑상선

결절이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크기가 커진 경우, 출혈성 괴사,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림프종 발생, 역형성암으로의 역분화

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결절의 추적 검사는 객관적인 초음

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PET 검사가 많이 이용되면서 갑상선의 우연한 열성 섭

취 (hot uptake)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열성 섭취가 있는 병

변이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30-34], 최근 곽 등

[35]의 연구에서는 열성 섭취가 있더라도 그 결절이 초음파에

서 어떤 소견으로 보였는지가 양성과 악성을 판단하는 데 중

요한 요인이었다.

b. 세침흡인생검

세침흡인생검은 초음파검사와 더불어 갑상선 암의 진단에 중

요한 검사법이다. 비교적 간단하고 덜 침습적이며 정확한 진단

법이어서 수술 전 갑상선 암의 진단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

다. 세침흡인생검의 이용으로 갑상선암의 진단율이 증가하였

고, 불필요한 양성 결절 수술이 감소하였으며, 갑상선절제술에

서 암의 진단율이 증가하였다 [2-5]. 그렇지만, 세침흡인생검

의 진단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수

적이다. 먼저 적절한 검체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사

자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세침흡인생검에 대한 교육

과 이에 따른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36]. 이들

은 년간 적절한 수의 세침흡인을 한 경험과 세포부족검체가

10%이하인 검사자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6]. 검사

자의 적절한 수련과 더불어 이를 판단하는 세포병리학자의 경

험과 수련도 세침흡인생검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런 여러 조

건이 만족되더라도 세침흡인생검이 가지는 피할 수 없는 한계

는 있다. 결절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세포부족과 위음성은 피할

수 없는 한계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초음파 소견을 고려

하여 재생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세침흡인생검에 의해 세포

핵의 비정형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3개월 뒤에

재생검을 권유하고 있다 [37].

세침흡입검사와 동시에 핵생검 (core biopsy)을 병행할 수

도 있으나 갑상선 병리의 특성상 도말에 의한 세포소견이 진

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검사에 숙련되

는 것이 진단적인 가치뿐 아니라 경제성을 따져 보아도 권장

할 만 하다. 핵생검은 세침흡인생검에서 비진단적인 경우 보조

적인 검사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3. 갑상선암의선별검사(screening)

지난 수십 년 동안, 갑상선 검사는 갑상선 호르몬 분석에 의

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이 단

일 결절이든 갑상선 종대이든 관계없이 갑상선 초음파를 일상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Marqusee 등은 갑상선에 만져지는 이

상 소견이 있어서 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환자의 2/3에서 임상

적인 치료방침이 바뀌었다 [38]. 이 연구에서는 20%에서 결

절이 없거나 1 cm 이하의 결절이었고, 24%에서는 조직검사

가 필요한 결절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갑상선 초음파는 결절의

발견과 분석, 전체 갑상선의 크기와 용적 측정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고, 고식적인 만져서 하는 시술에 비해 초음파 유도를

함으로써 세침흡인검사의 불충분 검체율을 줄였으며, 여러 중

재적 시술의 유도 방법에 사용된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결절

성 갑상선 질환에서 갑상선 초음파는 갑상선 스캔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어릴 때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

거나, 가족성 갑상선 암 등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선별검

사로 이용될 수 있다. 어린 시절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

상으로 갑상선 초음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있다. 1986

년 체르노빌 핵폭탄 사건 후, 갑상선 초음파는 선별검사로서의

유용성이 부각되었다 [39]. 폭발 지역에서 취학 전 아동의 갑

상선 암 발병이 100배나 더 높았고, 수 천 명의 갑상선암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아주 낮았는데, 그 이유는 초음파 선별검사

가 수술로 치료 가능한 시기에 진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증상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직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독

일에서 나온 96,278명을 대상으로 한 Reiners 등 이 발표한

논문에서 초음파는 갑상선 암을 포함한 갑상선 질환의 조기 진

단을 가능케 하였다 [40]. 그렇지만 거의 100,000명의 검사에

서 15개의 악성이 진단되어 갑상선 초음파의 선별검사를 정당

화 시키기엔 근거가 미약하였다. Brander 등은 2000년도 253

예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음파로 발견된 결절 중

악성이 없어, 초음파는 선별검사로서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없

다고 하였으나, 대상군이 적었고 저에코 결절의 수가 매우 적

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41]. 그러나 한국에서 김 등

[42]은 유방암 검진 목적의 초음파 검사 도중, 부가적으로 시

행한 갑상선 초음파에서 1401명 중 353명 (25.2%)에서 갑상

선 결절이 있었으며 이 중 94명 (26.6%)이 초음파에서 악성

이 의심되는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94명 중 초음파 유도 하

세침흡인생검에서 악성이 의심되는 43명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이중 최종적으로 37명에서 (2.6%) 갑상선암으

로 판명되었다. 이후 박 등 [43]의 연구에서 유방검사를 하는

환자에서 갑상선 선별초음파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유방

암이 있는 군에서 1.9%, 유방암이 없는 군에서 0.6%의 갑상

선암의 발견율이 보여, 유방암이 있는 군에서 유의하게 갑상선

암 발견율이 높았다. 이들 논문들의 공통점은 모두 여성 환자

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유방검사를 시행하면서 갑상선 초음파

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여성에서 갑상선 병변이 많

이 발견된다는 점과 유방암과 갑상선암과의 연관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선택된 군의 설별검사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암의 선별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암을 조기 진단하여 사망률

을 줄이는 것이므로 갑상선 초음파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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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4. 치료지침

갑상성 결절은 일반인에 있어 많게는 50%에 이르고 이중에

9-12%가 악성암이다. 악성일지라도 대부분 예후가 매우 좋은

유두암이 90% 이상으로 치료의 지침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Ito등은 1 cm 미만의 미세암에 있어 암의 고위험군을 제외한

경우는 임상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기다려 볼 수 있다고 하

였다 [44]. 다른 보고자들은 크기가 큰 경우만 검사를 더 시행

하자는 의견도 있다. 지금까지 많은 보고에서 크기를 중요시하

여 1.5 cm 이하의 우연종은 추적 관찰만을 한다고 하였으나

1.5 cm 이하더라도 악성인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경부 임파선

전이가 동반된 예도 1.5 cm 이상의 혹과 차이가 없어 크기 기

준은 위험하다 [45]. Rosen등의 연구에서 1.5 cm 이하의 99

개의 갑상선암에서 1/3에서 갑상선 밖으로 전이가 있었고, 이

중 두 명의 환자에서는 폐에, 한 환자에서는 뼈에 전이가 있음

을 보고한 바 있다 [46]. Noguchi 등은 1 cm이하의 미세암의

경우에도 수술을 권하고 있으며 [45] 김 등의 연구에서 우연

히 발견된 37예의 갑상선암의 평균크기는 1 cm이었고, 이 중

17 (45.9%)명은 피막침범이 있었고, 13 명 (35.1%)은 경부

임파선 전이를 동반하고 있어 임상적인 현성암과의 차이가 없

어 우연히 발견된 암이라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근거

를 제시하고 있다 [42]. 

치료의 결정에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

만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암의 생물학적 특성 외에 심리적인 요인이 수술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지만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ATA) 지침에서 대부분의 갑상선 암 환자는 갑

상선전절제술이나 갑상선근전절제술로 수술하는 것을 권고하

였다 [47]. 다만 갑상선 단일 병소이고, 크기가 작고, 갑상선

내에 국한되어 있고, 주변 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저위험군

갑상선유두암 환자에서는 갑상선엽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07년 우리나라의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에

서 동일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48]. 

아직은 부족하지만 향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학적인

검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치료 전 방침의 결정에 도

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다소 논란이 있지만 갑상선 암도 다른 여러 장기의 암처럼

조기 진단이 갑상선 암의 재발 감소와 궁극적으로 사망률 감

소시킬 수 있다 [27, 49, 50]. 

결 론

갑상선 우연종은 영상학적 진단기기의 발전과 건강 검진과

맞물려 많은 결절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중 일부는 암으로 확

진되어 조기에 치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는

갑상선암이 여성의 가장 많은 암이고 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된 것은 영상진단에 관련된 의사들의 역할이 크다. 진

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상진단에 관계하는 의사는 영상

진단 소견과 생검에 관한 적합한 지식과 술기가 요망되며 향

후 이 분야는 초음파영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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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Detection and Management of Thyroid incidentalomas

Ki Whang Kim, M.D., Eun-Kyung Kim, M.D., 
Jin Young Kwak, M.D., Min Jung Kim, M.D.

Department of Radiology, Research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development of new imaging technologies and advances in heath care awareness have resulted in increased
detection of thyroid nodules as compared with past clinical examina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thyroid in-
cidentalomas, as the incidence of clinically manifested thyroid cancer and the rate of mortality due to thyroid cancer
are low as compared with the high prevalence of thyroid nodules.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definition, inci-
dence, detection methods and treatment of thyroid incidental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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