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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여포상여포상여포상여포상 변이변이변이변이 유두유두유두유두 갑상선암의갑상선암의갑상선암의갑상선암의 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배경배경배경배경 및및및및 목적목적목적목적: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전 세침흡인 

검사 및 수술 중 동결절편 검사의 민감도가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술 범위를 결정할 경우 그 범위가 

축소되어 최종 조직검사 결과와의 불일치로 인한 이차 수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술적 치료 후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으로 최종 진단된 

환자군의 임상병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진단 및 치료상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적절한 진단과 수술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986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에서 유두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4207예 중 

조직병리학적으로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으로 최종 진단된 163 예 

(3.8%)를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재검토하여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의 통계적 특성,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 및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의 민감도, 종양의 특성, 림프절 및 원격 전이 빈도,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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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AMES (Age, distant Metastasis, Extent of primary tumor, and tumor Size) 

분류 와 MACIS (distant Metastasis, Age, Completeness of primary surgicalo 

resection, extrathyroidal Invasion, and tumor Size) 점수 산정을 통한 위험 요소, 

재발율 및 생존율을 조사한 후, 대상 환자군을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한 

군 (1군, n=74)과 전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 (2군, n=89)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대상 환자 163 예의 남녀 비는 17:146 이었고 평균 연령은 43.3 세 

(10~74세)이었으며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76.9개월 (13~247개월)이었다. 

결과결과결과결과: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와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의 민감도는 각각 

52.2%와 59.3%였으며 이를 수술 범위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2군에 비해 1군에서 그 민감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Chi square test, 

p<0.05). 

두 군 간의 임상병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1군에서 진단 당시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고 (independent sample’s t-test, p=0.002), 피막 침범 (Chi square 

test, p=0.004), 다발성 병변 (Chi square test, p=0.000) 및 림프절 전이 빈도 

(Chi square test, p=0.000)가 유의하게 높음으로 인해 2군에 비해 3기와 4기의 

분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Chi square test, p=0.000). AMES 

분류에서도 1군에서 고위험군의 비율이 2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Chi square test, p=0.002), MACIS 점수 산정 역시 1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independent sample’s t-test, p=0.002). 수술 후 추적 관찰 기간 중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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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이나 원격 전이의 빈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마지막 

추적 관찰 일을 기준으로 두 군의 사망 예는 없었다. 

결론결론결론결론: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은 세침흡인검사 및 동결절편검사를 통한 

수술 전, 수술 중 진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범위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수술 전 혹은 수술 중 진단이 확실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암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일차 수술 당시 확실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갑상선비전절제술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임상병리학적 소견 상 

저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완결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 말말말말: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 진단적 민감도, 수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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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포상여포상여포상여포상 변이변이변이변이 유두유두유두유두 갑상선암의갑상선암의갑상선암의갑상선암의 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지도교수 박박박박 정정정정 수수수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윤윤윤윤 종종종종 호호호호  

 

. 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은 Crile 과 Hazard1에 의해 폐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 (alveolar variant of papillary carcinoma)으로 처음 보고된 후 

Lindsay2 에 의해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으로 재 명명되었으며, 유두 

갑상선암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변이 중 일반 유두 갑상선암 다음으로 흔한 

형태로 전체 유두 갑상선암의 9-41%를 차지한다 3-10.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은 종양의 80% 이상이 여포상 구조와 함께 

불투명한 핵 (ground glass nuclei), 핵 내 봉입체 (intranuclear inclusion), 

풍부한 핵열 (abundant nuclear groove), 핵비대 혹은 핵중첩 (enlarged or 

overlapping nuclei), 불규칙한 핵 핵상 (irregularly shaped nuclei), 사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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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mmoma body) 등 유두상 갑상선암의 특징적인 핵 소견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소견을 토대로 조직학적으로 진단된다 11.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의 임상 양상에 대해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비해 폐전이의 빈도가 높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초기 문헌 보고가 

있었으나 4,12, 최근 문헌에서는 종양의 특성, 병기 분포, 림프절 및 원격 

전이 빈도, 예후 인자 및 생존율에 있어서 일반 유두 갑상선암과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및 수술 후 보조 요법 역시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4,6-10,13,14.  

하지만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 및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의 민감도가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술 범위를 결정할 경우 그 범위가 축소되어 최종 

조직검사 결과와의 불일치로 인한 이차 수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0,15-19.  

본 연구는 수술적 치료 후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으로 최종 진단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세침흡인검사 및 동결절편검사의 민감도를 포함한 

임상병리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진단 및 치료상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적절한 수술 범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6 

. ⅡⅡⅡⅡ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1986 년 1 월부터 2005 년 12 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에서 유두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4207 예 중 

조직병리학적으로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으로 최종 진단된 163 예 

(3.8%)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대상 환자의 통계적 특성 (demographic characteristic),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와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의 민감도, 종양의 특성, 림프절 및 

원격 전이 빈도, American Jont Committee on Cancer (AJCC) 병기 분포 20, 

AMES (Age, distant Metastasis, Extent of primary tumor, and tumor Size) 분류 21와 

MACIS (ditant Metastasis, Age, Completeness of primary surgical resection, 

extrathyroidal Invasion, and tumor Size) 점수 산정 22을 통한 위험 요소, 재발율 

및 생존율을 의무 기록 재검토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대상 환자의 수술적 절제 범위는 수술 전 혹은 수술 중 갑상선암이 

진단되었거나 수술 소견 상 갑상선암이 강력히 의심된 경우에는 

갑상선전절제술 (total thyroidectomy)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선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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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되지 않은 경우나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저위험군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갑상선비전절제술 (less than total thyroidectomy)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군을 수술 범위에 따라 갑상선전절제술 군 (1 군, n=74)과 

갑상선비전절제술 군 (2 군, n=84)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일차 수술 시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조직 검사 결과 확인 후 

완결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한 7예는 1군에 포함시켰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2.0 (2003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양군 간의 임상병리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Chi-square test 및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사용하였다.  p 값 0.05 미만을 

유의 수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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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ⅢⅢⅢ 결결결결 과과과과  

 

1. 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 환자 163예의 남녀 비는 17:146이었고 평균 연령은 43.3세 

(10~74세)였으며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76.9개월 (13~247개월)이었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와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의 

민감도는 각각 52.2%와 59.3%였으며, 수술 범위에 따라 두 군을 비교했을 

때 세침흡인검사의 민감도는 1 군과 2 군에서 각각 64.3%, 41.7%, 

동결절편검사의 민감도는 각각 80.4%, 43.5%로 2 군에 비해 1 군에서 그 

민감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Chi square test, p<0.05).  

대상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요약하였으며, 이를 최근 

문헌에 보고된 결과와 비교했을 때 피막 침범 및 국소 재발율의 빈도는 

높고, 원격 전이의 빈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임상 양상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f follicular variant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Variables Present Burningham, 

et al3. 

Zidal, 

et al6. 

Passler, 

et al7. 

Number of patients  163 46 1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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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Mean age (years) 43.3 46.0 44.0 48.7 

Male:Female ratio 17:146 7:39 1:2.8 6:31 

Mean tumor size (cm) 1.9 1.5 3.5 (median) 1.8 

Capsular invasion (%)  85 (52.1) 0 (0) 38 (38.0)  

Multifocality (%) 58 (35.6) 18 (39.1) 33 (33.0) 12 (32.4) 

Lymph node metastasis (%) 43 (26.4) 4 (8.7) 22 (22.0) 12 (32.4) 

AJCC* stage20 (%)     

I 112 (68.7)  69 (69.0) 23 (62.2) 

II 7 (4.3)  16 (16.0) 8 (21.6) 

III 31 (19.0)  8 (8.0) 6 (16.2) 

IV 13 (8.0)  7 (7.0) 0 (0) 

Local recurrence (%) 8 (4.9) 0 (0)  1 (2.7) 

Distant metastasis (%) 1 (0.6) 0 (0) 8 (8.0) 2 (5.4) 

 

AJCC* :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2. 수술수술수술수술 범위에범위에범위에범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임상병리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및및및및 치료치료치료치료  

두 군 간의 임상병리학적 특성 및 치료를 비교한 결과 1군에서 진단 

당시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고 (independent sample’s t-test, p=0.002), 피막 

침범 (Chi square test, p=0.004), 다발성 병변 (Chi square test, p=0.000) 및 

림프절 전이 빈도 (Chi square test, p=0.000)가 유의하게 높음으로 인해 2군에 

AJCC 병기 분류20에서 비해 3기와 4기의 분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Chi square test, p=0.000).(Table 2) 위험 요소 분석을 위한 AMES 

분류21에서 1군이 2군에 비해 고위험군의 비율이 28.4%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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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Chi square test, p=0.002), MACIS 점수 산정22 역시 1군에서 5.06 ± 

1.03로 유의하게 높았다 (independent sample’s t-test, p=0.002).(Table 2) 1군 

환자 중에 수술후 63예 (85.1%)가 잔여 갑상선 조직 제거를 위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았으며, 다발성 측경부 림프절 전이를 보인 6예 (8.1%)는 

평균 2회에 걸쳐 평균 158.3mCi(범위, 150~200)의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였다.(Table 2) 

 

Table 2.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according to extent of 

surgery at initial operation. 

 

Variables Group I Group II P**  

Number of patients (%) 74 (45.4) 89 (54.6)  

Age (years, mean ± SD) 46.5 ±11.8 40.5 ± 12.4 0.002 

Male:Female ratio 11:63 6:83 0.123 

Tumor size (cm, mean ± SD) 1.8 ± 1.1 2.0 ± 1.3 0.390 

Capsular invasion (%)  48 (64.9) 37 (41.6) 0.004 

Multifocality (%) 42 (56.8) 16 (18.0) 0.000 

Lymph node metastasis (%) 35/74 (47.3) 8/38 (21.1) 0.000 

AJCC* stage (%)20   0.000 

I 42 (56.8) 70 (78.7)  

II 2 (2.7) 5 (5.6)  

III 17 (22.9) 14 (15.7)  

IV 13 (17.6) 0  

AMES† category (%)21   0.002 

High risk 21 (28.4) 8 (9.0)  

Low risk 53 (71.6) 81 (91.0)  



 

 11

Table 2. continued    

MACIS‡ score22 5.06 ± 1.03 4.57 ± 0.98 0.002 

Lymph node dissection (%)    0.000 

CCND§ 56 (75.7) 38 (42.7)  

CCND§ + MRND∥ 18 (24.3) 0 (0)  

Radioactive iodine treatment (%)   0.000 

Ablation 63 (85.1) 0 (0)  

High dose 6 (8.1) 0 (0)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MES† : Age, distant Metastasis, Extent of primary tumor, and tumor Size 

MACIS‡: ditant Metastasis, Age, Completeness of primary surgical resection, 

extrathyroidal Invasion, and tumor Size 

CCND§: Central compartment node dissection   

MRND∥: 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 
**  Group I vs. Group II, Chi square test or independent sample’s t-test 
 
 
 

3. 수술수술수술수술 범위에범위에범위에범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재발재발재발재발 및및및및 생존율생존율생존율생존율  

대상 환자 중 수술 후 재발된 경우는 9예 (5.6%)로, 경부 국소 재발이 

8예였고 이시성 폐 전이가 1예였다. 수술 후 추적 관찰 기간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추적 관찰 기간 중 2군의 국소 재발 4.5%에 비해 

1군의 국소 재발은 5.4%, 폐 원격 전이는 1.4%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마지막 추적 관찰 일을 기준으로 두 

군의 사망 예는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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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cal recurrence and distant metastasis according to extent of surgery at 

initial operation. 

. 

Variables All  

(N=163) 

Group I 

(N=74) 

Group II 

(N=89) 

p† 

Local recurrence (%)  8 (4.9) 4 (5.4) 4 (4.5) 1.000 

Contralateral thyroid 2 (1.2) 0 (0) 2 (2.2)  

Lateral neck node 6 (3.7) 4 (5.4) 2 (2.2)  

Distant metastasis (%) 1 (0.6) 1* (1.4) 0 (0) 1.000 

Follow up (months, mean ± SD ) 76.9 ± 47.1 74.1 ± 50.3 79.3 ± 44.4 0.485 

 
* Pulmonary metastasis 
† Group I vs. Group II, Chi square test or independent sample’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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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ⅣⅣⅣ 고찰고찰고찰고찰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대한 세침흡인검사는 민감도 75-94%, 특이도 98%

까지 보고되어 진단적 정확도가 높은 반면8,19,23-26, 문헌상 보고된 여포상 변

이 유두 갑상선암에 대한 세침흡인검사와 동결절편검사의 민감도는 각각 

9-37%, 27-42%로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비해 현저히 낮다8,10,15-19. 본 연구에

서의 세침흡인검사 및 동결절편검사의 민감도 역시 52.2%, 59.3%로 다른 

보고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대한 민감도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의 세포학적 진단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단층으로 배열된 여포상 세포, 다량의 교질, 호산성 과립성 세포질 

(oncocytic cytoplasm) 등 양성과 악성 여포상 병변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고 

유두 갑상선암의 핵 소견이 특징적으로 발현되지 않아 여포상 신생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8,14,10,15,16,19,27-33. 두번째는 거대여포상 구조를 

보이는 거대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 (macrofollicular variant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의 경우 세포학적으로 여포상 선종, 결절성 갑상선종 및 

하시모토씨 갑상선염과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며 19,25,28,34, 셋째는 유두 

갑상선암의 특징적인 핵 소견이 종양 내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견본 추출 

오류에 의한 위음성의 결과가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14,15,31. 

동결절편검사 역시 냉동 변형에 의한 특징적인 핵 소견의 소실과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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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의 피막화로 인하여 그 진단적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8,28.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의 임상 양상에 대해 초기에는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비해 폐전이의 발생 빈도가 높고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4,12. Tielens 등 8은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이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비해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유의하게 작았다고 

(1.2cm vs 1.6cm, p=0.05) 보고한 반면, Burningham 등 3은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이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비해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유의하게 

컸으나 (중간값, 1.5cm vs 1.0cm, p=0.007), 국소 침범율 (0% vs 9.65%, 

p=0.01)이나 수술 후 국소 재발율 (0% vs 9.65%, p=0.034)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다발성 병변에 대해서도 Passler 

등 7 은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에서 유의하게 높은 발생율을 보고한 

반면 (32% vs 15%, p=0.03), 다른 문헌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6,8. 최근에는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이 종양의 크기 및 

다발성 병변의 발생율을 포함한 임상병리학적 양상과 예후 인자, 국소 

재발이나 원격 전이 등의 치료 성적 및 생존율에 있어서 일반 유두 

갑상선암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4,6-9,13,14, 오히려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비해 진단 당시 경부 림프절 전이 및 원격 전이의 발생 빈도가 낮고 

생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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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의 수술적 치료, 수술 

후 보조 치료 및 추적 관찰은 수술 전, 수술 중 진단이 가능한 경우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대한 지침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권유되고 있다. 일반 

유두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전 세포학적 진단과 수술 중 동결절편 검사를 

통한 진단율이 높기 때문에 일차 수술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한 수술 범위의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의 경우 

세침흡인검사와 동결절편검사의 높은 위음성율로 진단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 유두 갑상선암과 달리 일차 수술 시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이로 인해 종양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충분한 수술적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완결 갑상선절제술을 위한 이차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양성으로 오인된 경우 악성 종양에 대한 수술적 

처치를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수술 전 혹은 수술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거나 수술 소견 상 갑상선암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준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갑상선암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암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예후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는 저위험군의 경우 갑상선비전절제술 시행 후 영구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완결 갑상선절제술의 추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갑상선비전절제술을 시행한 2 군은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한 1 군에 비해 연령, 피막 침범 및 림프절 전이 

등의 임상병리학적 소견, AMES 분류 21 및 MACIS 점수 산정 22 상에서 



 

 16

예후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는 저위험군의 소견을 보였고, 수술 후 추적 

검사상에서도 적극적인 수술이 시행된 1 군과 비교하여 예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갑상선비전절제술 시행 후 완결 

갑상선절제술이 필요했던 경우는 7 예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일차 수술 시 

갑상선전절제술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 조직검사 상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으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예에서 완결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하기보다는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양상과 AMES 분류 21 및 MACIS 

점수 산정 22 을 통해 환자의 위험 요소를 판단한 후 완결 갑상선절제술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의 생물학적 행동 양상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장기 추적을 통한 일반 유두 갑상선암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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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결론결론결론 

 여포상 변이 유두 갑상선암은 세침흡인검사 및 동결절편검사를 통한 수술 

전, 수술 중 진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범위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수술 전 또는 수술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경우 일반 유두 

갑상선암에 준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갑상선비전절제술을 시행하고 영구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소견과 예후 예측 

인자들을 검토하여 완결 갑상선절제술의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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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Follicular variant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FVPTC) poses 

diagnostic problems either before or during surgery owing to its overlapping 

cytomorphological features with benign and malignant follicular lesions. False-

negative diagnosis of FVPTC on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FNAC) and frozen 

section (FS) frequently cause inadequate surgery at initial operation and subsequent 

completion thyroidectom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clinico-

pathologic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utcome of FVPTC, including the sensitivity 

of FNAC and FS, and to suggest appropriate surgical treatment of thi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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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Between January 1986 and December 2005, 163 patients (17 male, 146 

female; age 43.3 years) underwent thyroidectomy with a final pathologic diagnosis of 

FVPTC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evaluated: the 

sensitivity of FNAC and FS,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lymph node metastasis, 

distant metastasis, stage, AMES (Age, distant Metastasis, Extent of primary 

tumor, and tumor Size) category and MACIS (distant Metastasis, Age, 

Completeness of primary surgical resection, extrathyroidal Invasion, and 

tumor Size) score, treatment modalities, recurrence and survival rates. These 

variables were compared between the total thyroidectomy group (Group I, n=74) and 

the less-than total thyroidectomy group (Group II, n=89), according to the extent of 

surgery at initial operation. The mean follow up period was 64.9 months (13~247 

months). 

 

Results: In this series, the sensitivity of the FNAC and the FS was was 52.2% and  

59.3%, respectively for the diagnosis of FVPTC. When compared between Group I 

and Group II, Group I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ensitivity than Group Ⅱ (Chi 

square test, p<0.05) for the diagnosis.  

The age of patients in Group I was significantly older than the patients in Group II 

(independent sample’s t-test, p=0.002). The frequency of multifocality (Chi 

square test, p=0.000), capsular invasion by the tumor (Chi square test, p=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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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incidence of 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 (Chi square test, p=0.000)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I than in Group II. Therefore Group I had a higher 

proportion of stage III and IV cancer (Chi square test, p=0.000). The percentage of 

the high risk paients by the AMES categor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Ⅰ (Chi 

square test, p=0.002). The MACIS score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Ⅰ 

than in Group Ⅱ(Chi square test, p=0.002).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te of local recurrence, distant metastasis, and survival between the 

two groups. No deaths were noted in both groups. 

 

Conclusion: Difficult preoperative or intraoperative diagnosis of FVPTC has been 

attributed to its peculiar clinicopathologic features. When the diagnosis of FVPTC is 

made preoperatively or intraoperatively, definitive thyroid cancer surgery can be 

applied correspondingly to extent of surgery for the ordinary papillary thyroid 

carcinoma. However, if no definitive diagnosis is made preoperatively or 

intraoperatively, a less-than total thyroidectomy is recommended at initial surgery and 

completional thyroidectomy is reserved only for clinicopathologically high-risk 

paients.  

 

Key words: Follicular variant, Papillary thyroid carcinoma, Sensitivity, Appropriat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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