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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성 경부 흉선낭종(aberrant cervical thymic cyst)은 흉

선(thymus)의 발생과정 중 경부에 남아있는 잔존 흉선에서 선

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 [1, 2]. 경부 흉선낭종은

비특이적인 초음파 소견을 보이며, 수술 전에 진단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120여 증례가 보고되었으며 대

부분은 소아에서 발생한 경우였다 [3, 4]. 이에 저자들은 성인

에서 진단된 이소성 경부 흉선낭종 1예를 보고한다.

증례보고

43세 남자환자가 외부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

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 환

자는 9년 동안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그

외 특이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omputed tomography)에서 약 2.7 cm 크기의 종괴가 흉쇄

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의 뒤쪽 및 쇄골하정맥

(subclavian artery)의 앞쪽에서, 총경동맥(common carotid

artery)과 내경정맥(internal jugular vein) 및 기관지(trachea)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Fig. 1A). 종괴는 주위 근육과 비교

했을 때 낮은 음영(20-30HU)을 보이며, 조영증강이 거의 되

지 않았다. 초음파에서 종괴는 무에코와 후방음영증가를 동반

한 전형적인 낭종이었다 (Fig. 1B). 갑상선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이 낭종에 대해 초음파 유도하 흡인생검을 실

시하여 1cc 정도의 황색의 액체가 흡인되었다. 세포검사결과

에서 악성세포는 보이지 않았으며, 섬모원주상피세포(ciliated

columnar epithelium)가 관찰되어 새열낭종(branchial cleft

cyst)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환자는 경부의 낭종을 제거하기

를 원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낭종은 섬모원

주상피세포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낭종의 벽에는 해셀 소체

(Hassall’s corpuscles)를 보이는 흉선의 실질 조직이 있어서,

이소성 흉선낭종(cervical thymic cyst)으로 최종 진단 되었다

(Fig. 1C and 1D).

고 찰

흉선은 발생학적으로 태생 6주경 3번째 인두낭에서 기원하

여, 6-8주에 흉쇄유돌근과 갑상선 피막 사이에서 경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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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인의 이소성 흉선낭종은 드물게 보고되지만, 경부 외측, 아래쪽에 낭성 종괴가 있는 경우, 감
별진단으로 흉선낭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영상 소견은 비특이적이지만, 초음파와 초음
파유도하 흡인생검을 실시하면 경부의 다른 낭성질환과 감별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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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질러 내려와, 9주경 전종격동(anterior mediastinum)으로

이동하여 양측의 흉선이 만나 하나의 흉선을 형성하게 된다

[2]. 이소성 경부 흉선조직은, 흉선이 정상적인 위치로 이동하

는데 장애가 생기거나 경로를 따라 남아있던 흉선이 퇴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 [5]. 잔존 흉선 조직은 발생 동안의

흉선의 경로인 하악각(mandibular angle)에서부터 전종격동까

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전목삼

각(anterior cervical triangle)으로, 일반적으로 좌측에서 잘 보

이며, 경동맥 및 흉쇄유돌근의 경계와 인접해서 볼 수 있다 [6,

7].

임상적으로, 이소성 흉선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소아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흉선이 사춘기 전에 최

대 발육을 보이기 때문이다 [1]. 이소성 흉선 자체가 경부의

종괴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소성 흉선에서 흉선종(thymoma)

이나 흉선낭종(thymic cyst) 등의 종양성 병변이 발생할 수 있

다.

경부에 발생한 이소성 흉선낭종은 전세계적으로 120여 증

례가 보고되었으며, 115여 증례는 소아에서 진단되었다. 경부

하방에 낭성 종괴가 있을 때, 소아에서는 이소성 흉선낭종을

감별진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인에서는 매우 드물기 때문

에 감별진단으로 이소성 흉선낭종을 생각하기 어렵다 [5]. 국

내에서 보고된 성인에서의 2예 중 1예는 좌측에 생긴 점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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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A. Axial CT scan shows a mass in the Rt. anterior lower neck, posterior to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asterisk) and be-
tween the common carotid artery (arrow heads) and the internal jugular vein (arrow). The mass shows low attenuation (20-30 HU)
and no enhancement, so it was considered as cyst. B. Transverse US demonstrates a well defined anechoic mass in the right anterior
lower neck. (asterisks : sternocleidomastoid muscle, arrow heads : common carotid artery, arrow : internal jugular vein and open ar-
row : subclavian artery) C. (H & E stain ×40) Pathologic specimen shows that the cyst was lined by ciliated columnar epithelium(ar-
row heads). The wall of the cyst contains thymic tissues (asterisk) showing Hassall’s corpuscles and cortico-medullary differentiation.
D. (H & E stain ×200) Hassall’s corpuscle (arrow) of thymic tissues within the cyst wall.



상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 증례와 유사하게 경부 하

방의 낭성종괴로 보였다 [3]. 다른 1예는 다방성의 낭성종괴

로, 수술전 갑상선의 고형종괴로 오인되었지만, 본 증례와 유

사한 위치를 보였다 [4]. 영상 소견도 주로 경부 하방에서 단

방성 또는 다방성 낭성종괴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진단되기가 어렵다.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는 낮은 음영의 종괴

로 조영증강이 되지 않으며, 초음파에서는 후방음영증가를 동

반한 무에코의 전형적인 낭종의 소견으로, 다른 낭종성 질환과

차이점이 거의 없다.

성인에서 경부 외측에 갑상선과 인접하여 낭성 종괴가 있을

때, 낭종성 림프절 전이(cystic lymph node metastasis)을 먼

저 고려해야한다. 낭종성 림프절 전이는 양성 낭종과 비교하여

내부 격벽 및 결절, 두꺼운 외벽을 보이기 때문에 감별에 도움

이 된다 [8]. 또한 초음파 유도하 흡인생검시 흡인되는 내용물

이 불투명한 황색이면 양성질환을, 초코렛빛 혹은 갈색이면 갑

상선 유두상암종 등에 의한 낭종성 림프절 전이를 의심할 수

있다 [9]. 초음파 소견과 흡인생검시 흡인되는 내용물로 양성

낭종의 가능성이 높다면, 다른 측경부 낭종성 질환을 감별해야

한다. 감별해야될 질환으로, 특히 소아환자에서, 새열낭종과 낭

성 림프관종(cystic hygroma)이 있다. 제2새열낭종은 경부 상

방에서 내경동맥과 외경동맥 그리고 편도와(tonsillar fossa) 사

이에서 잘 생기며, 제3새열낭종의 경우 갑상선 연골주위에서

총경동맥과 내경정맥을 내측으로 전위시키는 형태로 보인다.

반면 이소성 흉선낭종은 경부의 아래쪽에 잘 생기며, 총경동맥

과 미주신경 사이에서 발생한다. 낭성 림프관종의 경우, 대부

분의 환자가 2세 이하이며 내부에 격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10]. 성인에서는 경부 외측에서 갑상선과 인접하여 낭

성 종괴가 있을 때, 부갑상선낭종의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 흡

인된 액체에서 부갑상선호르몬의 수치를 평가하여 부갑상선낭

종을 진단할 수 있다 [3]. 

이소성 흉선낭종의 피막을 이루는 세포는 방추형(spindle),

입방형(cuboidal) 또는 원주형(columnar) 세포인데 이는 다른

양성 낭성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세포흡인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조직

소견에서 낭종의 피막 내에 해셀 소체를 가지는 흉선조직을 증

명하면, 이소성 흉선낭종을 확진할 수 있다 [1].

결론적으로, 성인에서 경부 외측에 낭종이 있을 때, 초음파

와 흡인생검으로 양성 낭종의 가능성이 높다면, 낭종의 위치를

잘 파악하여 감별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낭종이 경부의

하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동맥과 흉쇄유돌근과 인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소성 흉선낭종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

다. 드물지만 본 증례처럼 성인에서 증상없이 이소성 흉선낭종

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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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rant Cervical Thymic Cyst in an Adult :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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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cervical thymic cyst is rarely reported in adults,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differential diagnosis of
cystic lesion developed on the lower lateral neck. Despite showing nonspecific image findings, sonography and
sonography-guided aspiration biopsy are useful to distinguish cervical thymic cyst from other cystic lesions on the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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