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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은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 야기되며 가장 흔한 원인은 부갑상선 선종이

다.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고칼슘혈증을 보이는 정도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골 실질 감소나 신결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 

부갑상선 선종에 의한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근본

적인 치료는 병소가 있는 부갑상선의 외과적 제거이다. 수

술 후 저칼슘혈증이 자주 발생하지만, 일시적이며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된다.(2)

  상 부갑상선과 하 부갑상선은 발생학적 기원 및 이동 경

로가 서로 다르며 존재하는 위치도 다르다. 상 부갑상선은 

보통 하갑상선동맥 상부인 갑상선 후면 중간 1/3 부위에 있

으나, 하 부갑상선은 하악골 직하부부터 종격동까지 다양

한 부위에서 발견된다.(3) 따라서 종격동에 발생하는 부갑

상선 선종은 대부분 하 부갑상선 선종이며, 주로 상부 종격

동(superior mediastinum)에 존재하여 후 종격동에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대부분 경부를 통한 제거가 가

능하나,(4,5) 드물게 종격동절개술(mediastinal exploration)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6,7) 

  저자들은 최근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서 발

견된 후종격동에 위치한 거대 부갑상선 선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특이 과거력 없는 64세 여자로 건강검진상 혈액검사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내원 시 시행

한 혈액 검사상, 혈청 칼슘 13.5 mg/dl (정상; 8.5∼10.5), 

ionized Ca++ 6.2 mg/dl (정상; 4.5∼5.2)로 상승소견을 보

고, 무기인은 1.5 mg/dl (정상; 2.5∼4.5)로 감소 소견을 보

다. 또한 부갑상선 호르몬은 705 pg/ml (정상; 15∼65 pg/ml, 

Radio-immunometric assay)로 현저한 증가를 보 다. 그외, 

혈청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91 IU/L (정상; 38.0∼115.0), 

BUN 10.1 mg/dl (정상; 5.0∼25.0), 크레아티닌 0.8 mg/dl (정

상; 0.5∼1.3) 및 포타슘 4.1 mmol/L (정상; 3.5∼5.5)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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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 소견을 보 다. 경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특이소견

이 없었으며, 부갑상선 스캔(99mTc Sestamibi scan)에서 후종

격동에 이상 흡착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A). 또한, 흉부 

전산화 단층촬 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강한 조  증강을 

보이는 약 12×12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1B). 

후종격동에 위치한 부갑상선 종양이 의심되어 우측 흉곽절

개를 통한 종괴 절제술을 시행하 다. 수술 소견으로 주위 

조직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약 11.0×

3.5×1.7 cm 크기의 종괴가 식도 후면 후종격동에서 관찰되

었다(Fig. 2A). 종괴는 주위침습 소견이 없었으며 박리가 잘

되어 완전한 절제가 가능하 다(Fig. 2B). 병리 조직 검사상 

부갑상선 선종으로 확인되었다(Fig. 3). 환자는 수술 후 7일

째 별다른 문제없이 퇴원하 으며, 수술 후 6개월째 시행한 

혈청 칼슘(9.9 mg/dl) 및 무기인(2.7 mg/dl), 부갑상선호르몬

(15.45 pg/ml)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환자는 현재 수

술 후 22개월째 혈청 검사상 재발의 증거 없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부갑상선 선종은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가장 흔

한 원인이며, 전체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약 80%의 빈도

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2)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

증에서 골 감소 혹은 신 결석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는 약 20%에 불과하며,(1) 대부분 무증상으로 혈액검사상 

칼슘 및 부갑상선 호르몬의 상승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

우이다. 저자들의 경우도 무증상 환자로 검진상 시행한 고

칼슘혈증을 통해 진단되었다.

  부갑상선 선종의 육안적인 특징은 난원형의 황갈색 내지 

적갈색을 띄고 있으며 부드럽고 매끈한 표면과 풍부한 혈

관을 갖고 있다. 선종은 주위 조직과 유착 또는 국소 침윤의 

소견은 없으며 때로 낭종을 함유하거나 출혈, 석회 침착, 괴

사 부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병리조직학적으로 부갑상

선 선종 중 주세포 선종(chief cell adenoma)이 가장 흔한 형

이며, 드물게 수명세포 선종(water clear cell adenoma) 혹은 

호산세포 선종(oxyphill adenoma) 등의 아형이 있다.(10) 저

자들의 경우는 가장 흔한 형인 주세포 선종이었다. 

  발생학적으로 부갑상선은 인두 오목(pharyngeal pouch)에

서 기원하며, 상 부갑상선은 제4 인두 오목부터 짧은 거리

를 하강하여 하갑상선동맥 상부인 갑상선 후면 중간 1/3 부

위의 비교적 고정된 부위에 위치하나, 하 부갑상선은 흉선

(thymus)과 함께 제3 인두 오목에서 발생되어 같이 하강하

다가 분리되어 경부의 다양한 위치에 자리잡게 된다. 하지

Fig. 2. (A) Operative findings shows well-circumscribed parathyroid tumors located in the posterior mediastinum (arrow). (B) Surgical 

specimen revealed the mass was approximately 12.5×3.5×1.7 cm in size.

A B

Fig. 1. (A) Chest CT shows that about 12 cm sized elongated mass 

is noted at the periesophageal and posterior mediastinum 

(arrow). (B) MIBI scan shows abnormal uptake in the 

posterior mediastinum (arrow hea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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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갑상선과 흉선의 정상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종격동, 대혈관, 심막 등의 흉곽 내에 비정상적으

로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1) 즉, 부갑상선은 98% 이상은 경

부의 정상적인 위치에 존재하지만, 나머지 2%는 종격동에

서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다.(3,5,9) 

  이소성 부갑상선 선종의 존재는 원발성 부갑상선 항진증

의 수술적 치료 실패의 흔한 원인이 되므로 술 전 정확한 

위치 파악이 필수적이다.(12) 진단방법으로 초음파, 전산화 

단층 촬 (CT), 자기 공명 상 촬 (MRI), Thallium-techne-

tium scan, Sestamibi scan (MIBI)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적

절한 진단방법을 선택하 을 때 정확도는 약 95%에 이른다

고 보고되고 있다.(12,13) 또한, 종격동에 발생된 이소성 부

갑상선 선종의 빈도는 1.4%에서 12%까지 다양하게 보고되

고 있으며, 대부분 상부 종격동에 위치하여 경부 접근법으

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는 경부 접근이 불가능하

여 흉곽절개술(lateral thoracotomy)이 필요하다.(3-7) 저자들

의 경우도 MIBI scan 및 CT를 이용하여 선종의 위치를 정확

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부갑상선 선종이 후종격동의 흉부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경부 접근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여 흉곽 절개술을 이용 종양 제거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종격동 절개술의 수술 위험에 따라서 최

근에는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VATS) 및 Video- 

assisted mediastinoscopic surgery (VAMS)와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을 사용하여 수술위험을 줄이려 하는 시도들이 보고되

고 있다.(14-16) 

  이소성 부갑상선 선종에 의한 일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

증에 대한 수술 후에도 혈청 칼슘수치 및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1∼4일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일시적인 저칼

슘혈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시적인 저칼슘 혈증의 원인

은 남아 있는 정상 부갑상선이 칼슘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

하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거나, 또한 골질환

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 후 혈중 칼슘과 인산염이 뼈로 

이동하여 기아골 증후군(hungry bone syndrome)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

적인 저칼슘혈증을 고려하여, 골의 무기화 작용(minerali-

zation)이 완전해 질 때까지는 충분한 칼슘의 보충이 이루어

져 한다. 본 증례에서도 수술 후에 저칼슘혈증으로 5개월간 

칼슘 보충을 하 으며, 이후 정상 칼슘수치로 회복되었다.

  본 저자들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후종격동에서 발생한 과

기능성 거대 원발성 부갑상선 선종을 수술 전 상학적 정

확히 진단하여 수술적 절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하 기

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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