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갑상선의 결절은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으로 일반 성인

에서 만져지는 결절은 약 4-7%의 유병율을 갖는다 [1-3]. 특

히 최근 고해상도 초음파기기가 발달하면서 갑상선 우연종

(incidentaloma)의 발견율이 더욱 증가하여 최근에는 갑상선

결절의 유병율이 약 13-27%로 보고되고 있다 [3]. 그러나 이

들 중 부분은 비종양성 결절(nonneoplastic nodule)이며

약 5-30%만이 악성으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4]. 

따라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환자에서 세포병리학적인 검

사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암의 발견율을 향상시키고

양성 병변에 한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

이 되었다 [4]. 

이러한 갑상선 결절의 평가 및 진단에 이용되는 기법에는 초

음파유도하 세침흡인세포생검법(ultrasonography-guided

fine needle aspiration)이 표적인 방법이다.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은 21-25 게이지(gauge)의 바늘을 이

용하는 최소 침습적이고 안전한 검사로 별다른 전 처치나 준비

가 필요하지 않아 외래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적절한 검체를 얻었을 경우 진단의 정확도(accuracy)가 약

95%에 이르는 방법으로 현재 갑상선 결절의 평가에 한 1차

적 진단기법(diagnostic technique of choice)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부분의 갑상선 병변의 진단과 치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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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갑상선의 결절질환을 평가하는데 있어 초음파유도하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은 1차적 진단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은 적합한 검체를 채취하 을 경우 진단의 정확도가 약 95%정

도로 높은 검사이나 약 10-20%에서 부적합 검체의 채취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한다. 뿐만 아니라 약 10-30%에서는 세포 병리학 검사 상 불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림프종

등의 아형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유도하 중심부

바늘생검은 세포의 조직 구조적 형태를 볼 수 있는 큰 검체를 얻을 수 있어 정확한 조직 병리학적

진단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1) 세침흡인세포생검법 상에서 부적합 검체가 채취된 경우, 2) 세침흡

인세포생검법의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주는 경우, 3) 정확한 병변의 조준이 어려운

미만성 갑상선 질환인 경우, 4) 상 소견과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서

는 중심부바늘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화보에서는

갑상선 결절질환에서 중심부바늘생검이 유용한 경우들에 관한 조명을 하고자 한다.

색인단어 :Head and neck neoplasm, diagnosis; Thyroid; Thyroid, biopsy; Thyroid, neoplasm; Ultrasound (US),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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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결정은 세침흡인 세포검사만으로도 충분하다 [3, 4]. 세침흡

인세포생검법의 결과는 개 양성(benign), 미결정

(indeterminate), 악성(malignant), 비진단적(non-

diagnostic/inadequate)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결정 병변과 비진단적인 병변의 경우에는 치료방침의 결정

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조준

(targeting)이 어려운 병변이나 상 소견과 세침흡인세포생

검법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서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

시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보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진단 기법에 초

음파유도하 중심부바늘생검(ultrasonography-guided core-

needle biopsy)이 사용될 수 있다. 본 화보에서는 갑상선 중

심부바늘생검의 개념 및 시술방법, 그리고 세침흡인세포생검

법에 추가적으로 중심부바늘생검이 유용한 경우에 해 조명

하고자 한다.

1. 초음파유도하 중심부바늘생검

(1) 개념

중심부바늘생검은 세침흡인세포생검법 시 사용하는 23-25

게이지의 바늘보다 큰 16-21게이지의 바늘 (Fig. 1, 2)을 사

용하여 조직을 얻는다 [4, 5]. 

(2) 중심부바늘생검의 검사방법 및 순서 (Fig. 3.)

ㄱ. 환자를 앙와위로 눕힌다.

ㄴ. 어깨 밑을 베개 또는 수건 등으로 받쳐 목이 신전될 수

있도록 한다.

ㄷ. 검사 도중 침을 삼키거나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ㄹ. 검사 시행 부위의 피부를 베타딘 및 알코올로 소독하고

무균적 드래핑을 한다.

ㅁ. 7 MHz 이상의 고해상도 직선형 탐촉자의 표면에 젤리

를 바르고 감염방지용 소독비닐로 감싼다.

ㅂ.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움직여 목표가 되는 결절을 찾아

모니터의 중간에 결절이 위치하도록 한다.

ㅅ. 피부에 국소 마취를 시행한다. 16-18 게이지의 바늘을

사용하여 피부를 뚫고 그 곳을 통하여 생검용 바늘을 삽

입한다. 필요에 따라 피부에 절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중심부바늘생검 바늘의 주행경로는 주변의 주요 구조

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사자가 정한다. 

ㅇ. 한 손으로 탐촉자를 잡고 초음파 유도 하에 다른 한 손으

로 바늘의 끝이 상이 되는 결절의 끝부분(edge)에 위

치하도록 한다.

ㅈ. 용수철 활성화 절단 캐뉼라(spring activated  cutting

cannula)를 발사시켜 약 10-20 mm 정도 길이의 조직

을 얻는다.

ㅊ. 한 결절에 하여 개 1-3번의 검사를 반복한다. 

ㅋ. 채취한 검체를 포르말린 액에 고정한다.

ㅌ. 바늘을 뽑은 후 바로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 후 거즈를

고 15분 정도 압박하여 지혈시키며 관찰한다.

(3) 합병증

이전에 초음파 유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중심부바

늘생검의 경우 되돌이후두신경의 손상, 출혈, 바늘이 지나가는

길(biopsy track)을 따른 암세포의 파종(implantation) 등의

합병증이 보고되었으나, 최근 초음파 유도를 통한 중심부바늘

생검의 경우에는 약간의 혈종이나 객혈 등 입원 치료를 필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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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core biopsy needle (A: 16 gauge, B: 18
gauge) and aspiration needle (C: 23 gauge).

A B
Fig. 1. The examples of biopsy needles used for core needle biopsy A: STERICUT� Semi-automatic biopsy system, in which the
stylet containing a biopsy specimen slot is advanced manually and the cutting cannular is then fired. / B: ACECUT� Automatic Biopsy
System, in which the spring-activated stylet and the cutting cannula are fired in succession. 



않는 경한 합병증만이 간간히 보고되고 있다 [4, 6]. 숙련도가

높은 검사자가 시행하거나 시행 전 자세한 초음파 검사와 도플

러 검사를 통하여 주변 조직과 혈류 정도를 세 하게 조사하여

가장 안전하고 짧은 경로로 접근하면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위

험을 더욱 낮출 수 있다 [7, 8]. 또한 검체 홈(specimen slot)

이 있는 탐침(stylet)을 직접 손으로 어 넣는 단발성 용수철

활성화 바늘(single-action spring-activated needle)을 이

용하는 것이 탐침과 절단 캐뉼라(cutting cannula)가 모두 용

수철에 의해 발사되는 양발성 용수철 활성화 바늘(double-

action spring-activated needle)을 이용하는 것보다 주변

조직의 손상을 입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이

다 [7]. 그 밖에도 검사 후 환자를 약 30-60분간 충분히 안정

시키면서 관찰하는 것도 위험한 출혈 합병증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 [8].

2. 세침흡인세포생검법과 중심부바늘생검

기존의 보고들에 따르면 적절한 검체가 채취되었을 경우에

세침흡인세포생검법과 중심부바늘생검의 민감도(sensitivity)

는 각각 약 83%와 84%로 보고되었으며 특이도(specificity)

의 경우 각각 약 92%와 95%로 나타났다 [3, 7-16]. 각 검사

의 정확도는 세침흡인세포생검법과 중심부바늘생검에서 각각

약 95%와 96%으로 비슷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일단 세침흡

인검사에서 적절한 검체가 채취된 경우는 중심부바늘생검과

견줄만한 정확도를 가진다 할 수 있다 [7]. 이전 연구에서도

적절한 검체가 채취된 경우 두 검사의 정확도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그러나, 이는 검체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검체 적합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각 검사의 검체 적합성(adequacy rate)의

경우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이 약 70.3%, 그리고 중심부바늘생

검이 82.2%로 중심부바늘생검에서 세침흡인세포생검법에 비

하여 높게 보고되고 있다 [4, 5, 11]. 바꾸어 말하면, 중심부바

늘생검도 약 17.8%의 검체 부적합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갑

상선 병변의 진단에 있어 두 가지 검사 중 어느 한 쪽이 월등하

김지연 외 : 갑상선 결절 진단에서의 초음파유도하 중심부바늘생검의 유용성

- 203-

Fig. 3. The procedures of core needle biopsy.
A. Position the tip of the needle at the edge of the lesion using
freehand technique under ultrasonogram guidance.
B. Manually advance or fire the stylet with a biopsy specimen s-
lot and then fire spring-activated blade(=spring-loaded cutting
cannula) to acquire approximately 10-20 mm size tissue.
C. Fix the acquired tissue specimen in Formalin.

A B
Fig. 4. The transverse scan of thyroid ultrasonography of a 50-year-old woman. 
A. There was no definitely visible nodular lesion, but the bilateral lobes of the thyroid gland were heterogeneous and diffusely de-
creased in parenchymal echogenicity. The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was performed at the right lobe of the thyroid gland, but cyto-
logic result revealed cell paucity, meaning inadequate sampling. B. Core needle biopsy was performed at the right lobe of the thyroid
gland, and pathologic result revealed Hashimoto’s thyroiditis in the fibrosing stage.



다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이용하 을 경우 민감도가 약 97.3% 그리

고 검체 적합성이 약 88.9%로 어느 한 가지 검사만을 시행한

경우보다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5, 17]. 

두 가지 검사는 모두 출혈, 감염, 되돌이후두신경의 손상, 암

세포의 파종 등 유사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데 최근 연구

들에 따르면 부분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요 합병증의 발생률

은 세침흡인세포생검법에서 약 0.13%, 그리고 중심부바늘생

검에서 약 0.16%로 매우 낮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4, 7].

현재 세침흡인세포생검법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더 침습적인 점 등을 고려하 을 때 중심부핵생검을 갑상선 결

절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초기 진단 검사로 이용하는 것에 해

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4, 13, 18, 19]. 따라서

보다 간단한 방법인 세침 흡인 검사로 일차적인 검사를 시행하

고, 좀 더 명확한 갑상선 병변의 평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

에 중심부바늘생검을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러한 사례

들의 이해와 적절한 적용이 필수적이다. 

3. 세침흡인세포생검법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중

심부바늘생검이 유용한 경우

(1) 세침흡인세포생검법 상의 부적합 검체 채취(inadequate

sampling)

현재까지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은 일반적으로 약 10-20%에

이르는 검체 부적합율이 보고되고 있다 [5]. 특히 1회의 세침

흡인세포생검법을 시행하는 경우 검체 부적합율은 약 28%까

지도 보고되어 있으며 부적합 검체가 검출된 환자에서 세침흡

인세포생검법시 최 4회까지 흡인을 재시행 한다고 하더라도

약 6% 이상의 부적합 검체가 채취될 수 있다 [6]. 

검체 부적합율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다. 기존

에 시행되던 세침흡인 세포 검사는 강제적인 음압을 가하여 세

포를 흡인함으로써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방

법은 더 많은 세포를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세포나 조

직에 손상을 입혀 조직학적 형태의 변화를 유발하거나 혈액에

의한 오염의 빈도를 증가시켜 세포병리학적인 진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술자의 숙련도 역시 검체 부

적합율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미숙련된 시술자의 경우 약

70%까지도 부적합 검체가 채취될 수 있으며, 숙련된 시술자

라 할지라도 약 17%까지 검체 부적합율이 보고된다 [6, 20].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체 부적합율은 병변 자체의 특성과 접

한 연관을 보이고 특히 경화(sclerosis) 또는 섬유화(fibrosis)

가 심한 병변이거나 석회화(calcification)를 가지는 병변, 혹

은 넓은 부위가 낭종성 변성(cystic degeneration)을 한 병변

등에서는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을 통해 적절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어렵다 [5, 11]. 이렇게 세포 흡인이 어려운 병변에서 반

복적으로 검체 부적합이 보고되면 다시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중심부바늘생검과 같은 다른 진단 기법을

이용하여 조직을 얻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5] (Fig.

4, 5). 

실제로 세침흡인세포생검법에서 반복적으로 검체 부적합율

을 보이는 병변에서 중심부바늘생검을 시행하면 약 48.8%에

서 조직학적인 진단이 가능할 수 있다 [6].

(2) 세침흡인세포생검법 결과가 미결정형(indeterminate)이

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주는 경우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는 여포성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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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The transverse scan of thyroid ultrasonography of an 82-year-old man.
A. A mass with heterogeneous echogenicity involving the entire right lobe of the thyroid gland was noted. Partial cystic change was
demonstrated within the mass. A few atypical cell, which concur with inadequate sampling, was reported on cytology of fine needle as-
piration biopsy. B. Core needle biopsy was performed on the same mass, and pathologic result of core needle biopsy was revealed as
anaplastic carcinoma.



(follicular lesion)이나 악성이 의심스러운 병변(suspicious

for malignancy) 등을 포함하는 결과로 모든 세침흡인세포생

검법 결과의 약 15-30%를 포함하며 이 중 악성이 약 10-20%

가량으로 보고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21-

24].

그 외에도 림프종의 경우 세침흡인세포생검법에서 림프종

자체의 진단이 용이하지 않고 특히 림프종의 아형(subtype)

의 진단은 거의 불가능하다 [19]. 이에 반해 중심부바늘생검은

충분한 조직을 얻어 여러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 조직에

한 특수 염색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아형을 진단이 가능하다.

림프종의 아형을 아는 것은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이나 치료 약

제의 선택, 예후 예측 등에 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한 추가

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중심부바늘생검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진단적인 목적의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19] (Fig. 6). 

세침흡인세포생검법으로 얻은 검체의 경우 세포의 형태로

진단을 내려야 하므로 주로 핵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가끔 내분비세포에서의 악성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으며 세포병리학자의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심부바

늘생검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6-20 게이지의 바늘을 이용하여

보다 큰 검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세포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병변의 조직 구조적 형태(tissue architecture)가 유지된 조

직학적인 표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병리학자의 경

우 세포학적인 형태 단독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 보다 조직학

적 표본을 통한 진단에 더욱 익숙하므로 진단의 정확도가 증가

할 수 있다 [4]. 

또한 세포학적인 형태만으로는 감별진단이 어려운 휘슬세

포선종(Hurthle cell adenoma) 과 여포암(follicular

carcinoma), 유두암(papillary carcinoma)의 여포변종

(follicular varient), 수질암(medullary carcinoma)등의 진

단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5] (Fig 7). 또한, 원발성 갑

상선암과 전이성 갑상선암의 감별이나 전이성 갑상선암의 원

발암의 종류 또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감별이 가능하다

[4, 18, 19] (Fig. 8). 

(3) 정확한 목표설정 및 조준이 어려운 경우: 미만성 갑상선

질환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 다결절성 갑상선종

(multinodular goiter) 및 몇몇 염증성 질환은 미만성으로 갑

상선을 침범하게 되는데 이들 중 다결절성 갑상선종 의 경우

약 1-10%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되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

우 드물게 림프종이 병발할 수 있으므로 초음파 검사 시에는

동반된 암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미만성

갑상선 질환을 가진 환자의 갑상선은 많은 경우에 초음파 상에

서 비균질한 에코를 보이고 특히 다결절성 갑상선 종 나 하시

모토 갑상선염인 경우에 국소적인 병변의 발견은 어려운 일이

다. 또한 국소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경계가 모호하거나 그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세침 흡인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준(targeting)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러한 경우에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을 시행하면 부적합 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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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The ultrasonography of a 57-year-old man.
A. The transverse scan of the thyroid gland shows heterogeneous parenchymal echogenicity. An ill-defined area with marked hypoe-
chogenicity (arrowheads) is visualized in the right lobe of the thyroid gland. The cytologic result of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from
the hypoechoic area was confirmed as lymphoma. B. In order to determine the subtype of the lymphoma, the immunohistochemical s-
tain (L26/CD79a,TTF,chromogranin,cytokeratin) was additionally performed with the tissue, which was obtained by core needle biop-
sy (arrow: core biopsy needle). The subtype of the lymphoma was determined as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채취되거나 위음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심부바늘생

검을 통하여 보다 큰 크기의 검체를 얻으면 진단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 

(4) 상소견과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의 결과가 불일치(dis-

cordant)한 경우

부분의 갑상선 결절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세침흡인세포생

검법이나 중심부 중심부바늘생검 등을 시행하기 전 초음파 검

사를 시행한다. 갑상선의 결절질환의 초음파 검사에서 악성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는 결절 내의 미세 및 거 석

회화, 결절 내부의 현저한 저에코, 앞뒤가 긴 모양(taller

than wide), 경계가 분명하면서 침상인 경우(well-defined

spciulated)등이 표적이다 [14, 18]. 또한 그 외에도 주변

림프절 종 나 달걀껍질 모양의 석회화를 포함한 주변부 석회

화가 있는 때 석회질의 바깥쪽으로 불규칙한 모양의 종괴가 있

는 경우에도 악성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 보고되고 있다

[16, 18]. 만일 결절이 등에코이거나 난원, 구형 혹은 불규칙

한 모양인 경우, 경계가 분명하고 부드러운 경우 혹은 불분명

한 경우, 둘레석회화를 보이는 경우 등에서는 악성결절이 보고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역시 주의를 요하는 소견들이다.

초음파 검사상 위와 같은 소견들을 바탕으로 악성이 강력히

의심되었던 병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침흡인세포생검법 상

양성의 결과를 얻는다면 이는 위음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

는 결과이다. 실제로 세침흡인세포생검법에 관한 연구들에 따

르면 약 1.3-11.5% 정도의 위음성율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임

상 및 상 소견과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의 결과가 불일치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3]

(Fig. 9). 일반적으로 위음성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검체 채취 시의 오류(sampling error)  또는 병리학적 판

독의 오류(interpretive mistake) 등이 표적인데 중심부바

늘생검을 통하여 큰 조직학적 검체를 얻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4. 중심부바늘생검의 한계점

비록 위와 같은 경우들에서 중심부바늘생검이 세침흡인세포

생검법에 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중심부바늘생검

에도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중심부바늘생검은 세

침흡인세포생검법에 비해 굵은 바늘을 사용하고 더 침습적이

며 바늘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시야범위가

상 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바늘이 병변을 관통하여

조직을 얻게 되므로 병변의 위치가 주변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면 신중한 계획과 숙련된 상의학과 의사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이다 [17]. 

또한 병변의 크기나 매우 작은 경우에는 조준이 어렵고 부적

절한 검체가 채취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상이 되는 병

변의 위치가 갑상선의 상하부, 내외측, 후방부 피막부위에 위

치하여 혈관 및 주요 기관과 인접한 경우 등에서는 접근이 어

려울 수 있다 [5]. 뿐만 아니라 결절에 매우 심한 석회화가 동

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침흡인세포검사와 마찬가지로 중심부

바늘생검 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이러한 검사과정 상의 문제뿐 아니라 세침흡인세포생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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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The transverse scan of thyroid ultrasonography of a 64-year-old man.
A. About 2.5-cm-size nodule with microcalcification and indistinct margin is noted in the right lobe of the thyroid gland. This nodule also
shows taller than wide appearance. The cytologic result by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of the nodule was suspicious for oncocytic
medullary carcinoma, however, confirmative diagnosis was difficult. B. Core needle biopsy was performed on the same nodule and
the pathologic result was comfirmed as Hurthle cell neoplasm. Immunohistochemical stain, using the markers for oncocytic medullary
carcinoma, was performed, but the results were all negative. The patient underwent thyroidectomy and the surgical specimen was di-
agnosed as Hurthle cell neopl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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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8. The transverse scan of thyroid ultrasonography of a 49-year-old woman with breast cancer.
A. A 4.5-cm-sized hypoechoic mass(arrowheads), with indistinct margin and invasion of the outer normal thyroid gland tissue, is noted
in the right lobe of the thyroid gland. This mass shows taller than wide appearance. Fine needle aspiration of this mass was per-
formed. B. The cytology of this mass shows hypercelluarity with papillary structured epithelial cell clusters and nonfollicular cytologic
characters, suggesting metastatic carcinoma (Papanicoloaou ×200). C. To confirm whether the thyroid mass was metastasis from
breast or from other sites, core needle biopsy was performed. D. The core needle biopsied thyroid tissue shows unusual tumor emboli
in the blood or lymphatic vessels in the background of thyroiditis, suggesting metastatic carcinoma (H & E ×200). E & F. With CEA (E,
arrows) and C-erb2 (F, arrowheads) immunoreactivity, this case was diagnosed as breast ductal carcinoma (Immunohistochemical s-
tain ×200).



공통적인 몇몇 한계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검사 모두가 초음파 유도 하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시술자가 병변 자체를 정확히 조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병변을 정확히 조준하 다 하더라도 해당 병변

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 또는 고형부분이 채취되었는지 확

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두 가지 검사 모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초음파 유도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 초음파 유도 하에 실시한다고 해도 약 0-8% 정

도의 위음성율이 중심부바늘생검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1-19%에 이르는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의 위음성율보다는 낮으

나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심부바늘

생검 상 양성의 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추적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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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9. The ultrasonography of a 78-year-old man with a histo-
ry of renal cell cancer.
A. On the transverse scan of thyroid ultrasonography, not only
was the volume of the left lobe of the thyroid gland larger than
that of the right lobe, but also, the left lobe demonstrated irreg-
ular hypoechogenicity.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of the left
lobe was performed. B. The cytology of this case shows
hypocelluarity with rare epithelial clusters with bland looking
cytological characters, diagnosed as negative for malignancy
(Papanicoloaou ×200). C. However, the axial PET scan of
the left lobe revealed markedly increased FDG uptake(arrow).
D & E. Therefore, core needle biopsy (D) was performed for
confirmation. The core needle biopsied thyroid tissue (E)
shows a well defined nonfollicular mass, showing bland look-
ing renal cell carcinoma, diagnosed as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H & 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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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0. The transverse scan of thyroid ultrasonography of a 54-year-old woman who had undergone right thyroidectomy for a benign
lesion and has recent chief complaint of thyroid enlargement with associated hardness.
A. The left lobe of the thyroid gland shows diffuse enlargement in size and marked parenchymal hypoechogenicity. Based on ultra-
sonographic findings, lymphoma was suspected rather than simple thyroiditis, and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was performed.
B. The cytology shows hypocelluarity with lymphocytes with rare follicular cells, suggesting lymphocytic thyroiditis (Papanicolaou ×100).
C & D. Because the possibility of lymphoma still existed based on ultrasonography findings, core needle biopsy (C) was performed for
confirmation. The core needle biopsied thyroid tissue (D) shows dense collagenous fibrosis with inflammation, suggesting Riedel’s thy-
roiditis (H & E ×100). E. The surgical specimen of thyroid shows lymphoid inflammation with dense collagenous fibrosing lobulations (H
& E ×12.5). F. Higher magnification of thyroid shows lymphoid germinal center and Hurthle cells, diagnosing Hashimoto’s thyroiditis, fi-
brosing variant (H & E ×100) which was identical with the result of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실시하여야 한다 [8]. 특히 상소견 상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

에는 단기 추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병변 중 중심부바늘생검으로 극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여포암과 여포선종의 감별의 경우는 중심부바늘생검으

로 감별이 가능하다는 연구들도 있으나 이에 해서는 아직 논

란이 있으며, 여전히 수술만이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중심부바늘생검의 한계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25, 26]. 뿐

만 아니라 다결절성갑상선종(multinodular goiter)와 여포선

종(follicular adenoma)에서는 여포선종과 선종성 증식

(adenomatous hyperplasia)이 혼동되는 경우도 약 22%에

서 보고되어 여포선종의 진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17]. 또한 저자들이 경험한 하시모토 갑상선염 중 일부

는 핵생검에서 리델 갑상선염(Riedel’s thyroiditis)으로 진

단된 사례도 있었다 (Fig. 10).

결 론

초음파유도하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은 갑상선의 결절성 질환

을 가진 환자의 평가에 있어 비교적 저렴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1차적 진단기법이다. 초음파유도하 중심부바늘생검은 세침흡

인세포생검법을 체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세침흡인세포생

검법에서 불확실한 결과를 얻었거나 반복적으로 비진단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 미만성 갑상선 질환으로 조준이 어려운 경

우, 상소견과 세포검사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서 보완

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법이다. 그러므로

상의학과 의사는 위에서 언급한 초음파유도하 중심부바늘생

검의 장점 및 한계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초음파유도하 중심부

바늘생검의 적응증이 되는 증례들에서 세침흡인세포생검법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음파유도하 중심부바늘생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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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Utility of US-Guided Core-Needle Biopsy in the Diagnosis of
Thyroid Nodules

Ji Youn Kim, M.D., Soon Won Hong, M.D.*, Eun-Kyung Kim, M.D., 
Min Jung Kim, M.D., Jin Young Kwak, M.D., 
Hee Jung Moon, M.D., Ki Whang Kim, M.D.

Department of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Path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Ultrasonography (US)-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FNAB) is widely considered to be the diagnostic
technique of choice in the assessment of nodular disease of the thyroid gland. Although the accuracy of FNAB
analysis approaches 95% where there is an adequate sample, non-diagnostic sampling occurs in 10-20% of cases.
Additionally, equivocal pathological results are obtained in 10-30% of cases,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detecting
subtypes of certain diseases, such as lymphoma. Generally, US-guided core needle biopsy (CNB) allows for the
procurement of a large, grossly visible specimen and a more precise pathological diagnosis. Therefore, US-guided
CNB is indicated in the following situations: 1) when an inadequate specimen is obtained by FNAB, 2) when
FNAB yields indeterminate or inadequate information, 3) when targeting of the lesion is difficult because it is dif-
fuse, and 4) when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imaging findings and the FNAB results. In this article, we de-
scribe the situations in which US-guided CNB is useful for diagnosing thyroid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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