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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두상 갑상선암 수술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 시행 여부 

판단을 위한 

미세침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측정의 유용성 
 

목적 : 유두상 갑상선암의 수술 전 측경부 림프절 전이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검사로서 미세침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측정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수술 전에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119명 환자의  126개 측경부 림프절에서 초음파 

유도하 미세침 흡인 생검술과 더불어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을 

측정하여, 측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의 정확도를 수술 후  조직학적 

검사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결과: 126개의 림프절 중 72개에서 전이가 최종 확인되었으며, 

47개는 미세침 흡인 생검술로 진단되어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61.1%, 94.4% 였다. 전이가 없는 측경부 림프절의 세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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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로글로불린 양은 평균 1.9±4.7 ng/ml 이었고, 전이가 있는 

경우는 282.6±203.7 ng/ml 이었다. 전이 판단의 기준을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농도가 >10ng/ml, >mean+2SD(11.3ng/ml), 또는 

혈청 티로글로불린 농도보다 높은 경우라고 했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79.2%/96.3%, 79.2%/96.3%, 78.4%/93.5% 였다. 

미세침 흡인생검술과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혈청 티로글로불린 

검사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83.3%, 

90.7%로 세 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가 검사의 민감도가 

의의있게 높았다. 

특히 낭종성 측경부 림프절 전이의 경우 미세침 흡인생검술의 

민감도는 54.5%로 낮았으나 세 검사를 종합했을 때는 91% 로 

진단의 민감도가 높아졌다. 세 검사에서 모두 전이가 없다고 진단한 

총 64개 중 14개에서 최종적으로 전이가 발견되었다. 수술시 

동결절편 생검술로 9개가 전이가 의심되어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으며, 5개는 동결절편에서 전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전이가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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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유두상 갑상선암에서 측경부 림프절 전이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세침 흡인 생검술과 더불어 미세침 세척액에서 

티로글로불린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술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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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세침액 티로글로불린, 유두상 갑상선암, 측경부 

림프절 전이, 미세침 흡인 생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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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상 갑상선암 수술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 시행 여부 

판단을 위한 

미세침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측정의 유용성 

 

<지도교수 박 정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소 희 

 

 

I. 서론 

 

유두상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대표적인 종류로 갑상선암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1 림프절 

전이를 잘 하는 특성이 있어, 진단 당시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경우가 많다. 2-4 

유두상 갑상선암의 예후는 다른 악성 종양에 비해 비교적 좋아 

장기 생존율은 높으나 5~20%의 환자에서 국소 재발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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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에서는 원격 전이가 나타난다.2-4 국소 재발로는 측경부 

림프절 재발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초진시 측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여 초기 수술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수술 전 측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위해 고해상도 경부 

초음파 검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측경부 림프절 종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부 초음파만으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 여부를 결정하기는 미흡하다.5 측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유도하 미세침 세포 검사가 

특이도가 높아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시행하는 시술자에 따라 

검체가 충분히 얻어지지 않거나, 병리 조직 검사 결과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림프절 전이 중 낭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6-12 

최근 세침 흡입 검사 시에 나온 세척액에서 티로글로불린 양을 

측정하여 측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를 진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그러나 세침 흡인 검사 세척액의 티로글로불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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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전이를 시사하는 절사값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13-22 본 연구는 유두상 갑상선암 수술시 

측경부 림프절 미세침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 측정이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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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１． 연구 대상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연세 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 클리닉에서 갑상선 유두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중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62명의 환자에서 초음파상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술전 

미세침 흡인 생검술과 미세침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검사를 시행 후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다. 이중 갑상선 암 수술 후 

측경부 재발로 수술한 40명의 환자와 타병원에서 미세침 흡인 

생검술로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으나 본원 검사상 전이가 

없다고 판단된 3명을 대상군에서 제외하고 남은 119명의 환자에서 

채취된 총 126개의 측경부 림프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２． 연구 방법 

1) 초음파적인 진단 

세 명의 방사선과 전문의가 HDI 3000 or 5000 (Philips-

ATL,Bothell, WA) 또는 Acuson Sequoia 512 (Acuso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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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CA, U.S.A)를 사용하여 경부 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측경부 

림프절의 장경이 5mm 이상으로 종대가 있을 때, 장경과 단경의 

비가 0.7 이상으로 구형에 가깝거나, 림프절에서 관찰되는 fat 

hilum의 상실 혹은 displacement가 있는 경우, 이상에코 , 낭성 

변화, 미세석회화 포함 등의 소견이 있을 때 초음파적으로 전이를 

의심하였다. 이 경우 미세침 흡인 생검술로 세포학적 진단을 

하였으며  또한 미세침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검사를 추가 하였다.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과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2) 미세침 흡인 생검술 

: 미세침 흡인 생검술은 23G 바늘을 사용하여, 초음파 유도하에 

손기법 (free-hand technique)으로 시행하였다. 하나의 림프절에서 

적어도 두 번의 흡입을 시행하였으며, 흡인한 검체는 즉시 95% 

알코올에 고정하여 Papanicolaou 염색을 하였다. 

세포 병리 진단은 5 명의 병리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총 

5 군으로 나뉘었다. 0 군은 불충분한 검체 (inadequat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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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ondiagnostic) , 1 군은 양성(negative for malignancy or 

reactive lymphadenitis), 2,3 군은 악성 의심군 (2: suspicious for 

papillary thyroid carcinoma, 3: suggestive for papillary thyroid 

carcinoma), 4 군은 악성군 (papillary thyroid carcinoma) 로 

분류하였다. 

 

3) 미세침 흡인 티로글로불린 측정 

: 세침 흡인 검사를 시행한 바늘에서 세침 흡입 검사물을 

빼내고 1cc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여 바늘을 세척한 후, 이 세척 

용액 내에서 티로글로불린의 양을 측정하였다. 림프절에서 흡인한 

내용물이 액체일 경우 희석하지 않고 바로 티로글로불린 검사를 

시행하였다. 티로글로불린 검사는 면역 방사선법 (monoclinal 

antibody immunoradiometric assay, IRMA; CIS Bio International, 

Gif-sur-Yvette, France)을 사용하였으며, 검사 가능한 최소농도는 

0.2ng/ml, 최고농도는 500ng/ml 이었다. 

 

4) 티로글로불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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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전에 시행한 혈청 티로글로불린 농도를 사용하였으며 

미세침 흡인 티로글로불린과의 비교를 위해 미세침 흡인 검사 

1 개월 전후에 시행된 혈청 티로글로불린 값을 채택하였다. 

 

5) 수술 

: 126 개의 측경부 림프절에 대해 모두 sampling 을 하여, 동결 

절편 조직 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 되면 변형 근치적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 하였다.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이 

안되더라도 임상적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는 변형 근치적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고, 전이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sampling 만 시행하고 추가적인 측경부 림프절 절제 없이 

수술을 종료하였다. 

 

6) 전이의 판단 

미세침 흡입 생검술에서 0 군과 1 군은 전이가 없는 것으로 , 

2 군,3 군과 4 군은 전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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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 흡인 티로글로불린의 경우 전이 판단을 위한 최적의 

절사값( cutoff value )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의 기준을 미세침 

흡입 티로글로불린 양을 1 ng/ml, 10ng/ml, 100ng/ml, 대조군(전이 

없는 측경부 림프절)의 평균+2SD 및 세척액 티로글로불린과 혈청 

티로글로불린의 비(FNAB Tg/serum Tg(Tg(a))가 1 일 때의 

5 가지로 정하였다. 

전이의 판단은 수술 후 조직학적 확인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7) 통계 분석 

: 측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 진단에 대한 미세침 흡입생검술 및 

미세침 흡입 티로글로불린 양의 민감도 및 특이도는 Galen & 

Gambino formula 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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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총 126개의 측경부 림프절에서 생검술 시행하여 72개의 

림프절에서 갑상선 유두상 암의 전이가 진단되었다. 119명중 여자가 

92명(94.4%), 남자가 2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6.7세 

(22세~76세) 였다. 초음파에서 전이가 의심되어 미세침 흡인 

생검술 시행한 림프절의 평균 크기는 9.9±5.9mm 였고, 전이가 

확진된 경우는 11.0±7.4mm, 전이가 없는 경우 8.4 ± 2.1mm 였다. 

초음파상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은 주로 level III, IV 에 

분포하였으며, 이중 level IV 에서 전이가 가장 많이 확진되었다.(표 

1) 전이가 확진된 경우 원발암의 평균 크기가 1.7±1.4cm, 전이가 

없는 경우는 1.0±0.6cm 였다. 전이가 확진 된 경우 초음파상으로 

단순히 중심문부 지방 에코(fat hilum)가 소실되고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띠는 것보다는 이상 에코 (증가 혹은 감소), 낭성 변화, 

미세석회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표 1) 두 군간의 미세침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양은 전이가 없는 군은 1.9±4.7ng/ml, 전이가 

있는 군은 282.6±203.7ng/ml 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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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경부 림프절의 임상 양상 

 No metastasis Metastasis 

Number 54 72 

Size(mm) 8.4 ± 2.1 11.0±7.4 

Neck 

level 

II 4 2 

III 25 24 

IV 23 45 

V 2 1 

Primary tumor size(cm) 1.0±0.6 1.7±1.4 

FNAB Tg level (ng/ml) 1.9±4.7 282.6±203.7 

Sonographic 

finging 

(N) 

1) fat hilum 소실, 28 10 

2) 구형에 가까운 모양 5 1 

3) echogenecity 의 이상 6 15 

4) cystic component 포함 0 11 

5) calcification 포함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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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경부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른 미세침 흡인 티로글로불린 양

 

그림 1. 측경부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른 미세침 흡인 티로글로불린 양 

 

측경부 초음파상 갑상선 실질 내에 악성을 시사할 만한 소견 없이 

측경부 림프절 종대를 주소로 내원한 2예에서 림프절 미세침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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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행하여 각 각 0군, 4군이었으며,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은 

441.1ng/ml, 202.7ng/ml 으로 유두상 갑상선암의 측경부 림프절 

전이를 의심하여 갑상선 절제술 및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 시행한 

결과, 측경부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유두상 미세갑상선암 ( 0.9cm, 

0.6cm )이 확진되었다. 

1) 미세침 흡인 생검술 (표 2) 

총 126개 림프절의 미세침 흡인 생검체의 세포 병리 소견은 

불충분 검체인 0군 15개, 양성인 1군 64개, 유두상 

갑상선암의 전이가 의심되는 2군 3개, 3군 7개,  4군 

37개로 나눌 수 있었으며, 미세침 흡인 생검술상 술전 

측경부 림프절 전이로 진단된 경우는 47개 였고, 79개는 

전이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표 2. 미세침 흡인 생검체의 세포 병리 소견 

Group  N 

0 Inadequate specimen or non-diagnostic 15 

1 Reactive lymphadenitis (negative) 64 

2 Suspicious for papillary thyroid carcinoma 3 

3 Suggestive for papillary thyroid carcinoma 7 

4 Consistent with papillary ca.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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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침 흡인 생검체의 결과와 미세침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비교 (표 3, 그림 2,3) 

미세침 흡인 생검체의 세포 병리 소견과 미세침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의 관계를 보면, 양성인 1군은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이 평균 16.9±73.9 ng/ml 로 2,3,4군 의 

197.8±216.8 ng/ml, 362.8±182.9 ng/ml, 339±35.7 ng/ml 

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 불충분 검체인 0군 은 미세침 

흡인 생검술 결과상 전이가 없다고 분류하였으나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이 평균 246±215.7 ng/ml 로 높았다. 

최종적으로 전이가 진단된 림프절의 미세침 흡인 생검술 

군에 따른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은 1군 에서 56.1 

±13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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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세침 흡인 생검체의 세포 병리 소견과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의 

관계 

FNAB N Thyroglobulin (ng/ml) Path N Thyroglobulin (ng/ml) 

0 15 246±215.7 Negative 5 0.3±0.2 

Metastasis 10 369±156.4 

1 64 16.9±73.9 Negative 46 1.6±3.1 

Metastasis 18 56.1±131.4 

2 3 197.8±216.8 Negative 1 2.3 

Metastasis 2 295.5±204.5 

3 7 362.8±182.9 Negative 1 0.2 

Metastasis 6 423.2±120.1 

4 37 339±35.7 Negative 1 29.1 

Metastasis 36 347.6±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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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세침 흡인 생검체 세포 병리 소견에 따른 미세침 흡인 티로글로

불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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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른 미세침 흡인 생검체 세포 병리 소

견과 티로글로불린 양과의 관계 
미세침 흡인 생검술의 각 군의 좌측은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의 미세침 흡인 티로글로불린 양이

며, 우측은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의 미세침 흡인 티로글로불린 양이다. 

 

3)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의 양에 따른 분류 (표 4, 5, 6)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으로 측경부 림프절 전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사값(cut off value) 를 구하기 위해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이 1 ng/ml, 10 ng/ml, 100ng/ml, 

대조군(전이 없는 측경부 림파절)의 mean +2SD, 세척액 

티로글로불린/혈청 티로글로불린 값이 1 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Tg(1), Tg(10), Tg(100), Tg(mean +2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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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라고 정하고 분류하였다.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값이 1ng/ml 이하인 경우는 51개로 

이 중 9개에서만 전이가 진단되었으나,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값이 100ng/ml 이상인 경우는 총 51개로 

모두 전이가 진단되었다. (표 4) 

대조군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으로 최종 진단된 림프절로 

정하였으며, 이들의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의 평균은 

1.9±4.7ng/ml 로 mean + 2SD 는 11.3ng/ml 였다. 

Tg(mean+2SD) 는 Tg(10)와 결과가 같았다. (표 4,5) 

미세침 흡인 생검술 전후 1개월 내에 체액 티로글로불린을 

측정한 경우는 총 97개였으며, Tg(a)>1 인 경우는 43개로 , 

이중 40개에서 전이가 진단되었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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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경부 림프절 전이의 진단의 절사값이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1,10,100ng/ml 일때의 결과 

FNAB 

Tg 

(ng/ml) 

N FNAB Frozen 

시행 

Frozen 

(no 

metastasis) 

Frozen 

(metastasis) 

수술 

범위 

확장 

Permanent 

(no 

metastasis) 

Permanent 

(metastasis) 

N≤1 51 

0 5 5 5 0 0 5 0 

1 4 43 36 7 7 34 9 † 

2 0 0 0 0 0 0 0 

3 1 0 0 0 0 1 †† 0 

4 0 0 0 0 0 0 0 

1<N≤

10 

19 

0 1 1 0 1 1 0 1 

1 1 15 14 1 1 11 4 ††† 

2 1 1 1 0 1 1 0 

3 0 0 0 0 0 0 0 

4 1 0 0 0 0 0 1 

10<N

≤100 

8 

0 0 0 0 0 0 0 0 

1 3 3 1 2 ‡ 2 1 2 

2 1 0 0 0 0 0 1 

3 0  0 0 0 0 0 

4 4 0 0 0 0 1 ‡‡ 3 

100<

N 

51 

0 9 6 1 5 6 0 9 

1 3 1 0 1 1 0 3 

2 1 0 0 0 0 0 1 

3 6 0 0 0 0 0 6 

4 3 3 2 1 3 0 32 ‡‡‡ 

† : 2예는 동결 절편 검사상 전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최종 조직검사 상 전이가 확인됨. †† FNAB group 3 로 동결 절

편 검사 없이 바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RND)시행하였으나 최종 조직 검사상 전이 없는 것으로 나옴. ††† 3예에서 동결 

절편 검사상 전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최종 조직 검사에 전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FNAB Tg 가 각각 32.6ng/ml, 

22.4ng/ml, ‡‡ FNAB group4, FNAB Tg 29.1ng/ml, serum Tg 16.6ng/ml 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 시행하였으나 최종조직 

검사에서 전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LN(0/19) 나옴. ‡‡‡ 동결 절편 검사에서 전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2예에서도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시행하여 metastasis 있는 것으로 나옴. 동결 절편 검사시의 오류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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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의 절사값이 세척액 티로글로불린=대조군 

Mean+2SD 일 때의 결과 

FNAB 

Tg 

N FNAB Frozen 

시행 

Frozen 

(no mets) 

Frozen 

(mets) 

수술 범위 

확장 

Permanent 

(no mets) 

Permanent 

(mets) 

≤11.3 67 0 6 6 5 1 1 5 1 

1 58 58 50 8 8 45 13 

2 1 1 1 - 1 1 0 

3 1 0 - - - 1 0 

4 1 0 - - - 0 1 

11.3< 

 

59 0 9 6 1 5 6 0 9 

1 6 4 1 3 3 1 5 

2 2 0 - - - 0 2 

3 6 0 - - - 0 6 

4 36 3 2 1 3 1 35 

 

표 6. 측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의 절사값이 세척액 티로글로불린/혈청 티로

글로불린=1 일때의 결과 

FNAB Tg N FNAB Frozen 

여부 

Frozen 

(no mets) 

Frozen 

(mets) 

수술 범위 

확장 

Permanent 

(no mets) 

Permanent 

(mets) 

≤serum 

TG 

54 0 4 4 4 0 0 4 0 

1 47 47 40 7 7 38 9 

2 0 0 - - - 0 0 

3 1 0 - - - 1 0 

4 2 0 - - - 0 2 

Serum 

TG< 

43 0 7 6 1 5 6 0 7 

1 6 4 2 2 2 1 5 

2 3 1 1 0 - 1 2 

3 5 0 - - - 0 5 

4 22 3 2 1 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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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 기준에 따른 민감도와 특이도 (표 7) 

미세침 흡인 생검술의 민감도는 61.1%, 특이도는 94.4% 

였으며, Tg(1), Tg(10), Tg(100)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7.5%/74.1%, 79.2%/96.3%, 70.8%/100% 로 나타났다. 

Tg(mean+2SD)는 Tg(10)과 민감도, 특이도가 

동일하였으며, Tg(a)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79.2%, 93.5% 

였다. 미세침 흡인 생검술과 각기 다른 절사값을 복합적으로 

진단에 사용하였을 때 각각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표 7과 

같으며, 미세침 흡인 생검술 결과와 Tg(10)및 Tg(a) 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진단하였을 때 민감도 83.3%, 특이도 

90.7% 로 민감도와 특이도를 함께 높일 수 있었다. 

 

 

 

 

 

 



 

 

2
2
 

Table 7. 각각의 기준에 따른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 비교 

 FNAB Tg(1) 

Tg(1

0) 

Tg(100) 

Tg(M+

2SD) 

Tg(a) 

FNAB & 

Tg(1) 

FNAB 

&Tg(10) 

FNAB & 

Tg(100) 

FNAB 

&Tg(a) 

FNAB 

&Tg(1)&Tg(a) 

FNAB & 

Tg(10)&Tg(a) 

FNAB 

&Tg(100)&Tg(a) 

민감도 61.1 87.5 79.2 70.8 79.2 78.4 87.5 80.6 77.8 77.8 87.5 83.3 81.9 

특이도 94.4 74.1 96.3 100 96.3 93.5 72.2 92.6 94.4 92.6 72.2 90.7 92.6 

위양성율 5.6 25.9 3.7 0 3.7 6.5 27.8 7.4 5.6 7.4 27.8 9.3 7.4 

위음성율 38.9 12.5 20.8 29.2 20.8 21.6 12.5 19.4 22.2 22.2 12.5 16.7 18.1 

양성 예측율 93.6 81.8 96.6 100 96.6 93.0 81.0 93.5 94.9 93.3 81.0 92.3 93.7 

음성 예측율 64.6 81.6 77.6 72 77.6 79.6 81.3 78.1 76.1 75.8 81.3 80.3 79.4 

정확도 75.4 81.7 86.5 83.3 86.5 85.6 81.0 85.7 84.9 82.2 81.0 86.5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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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성 측경부 림프절 전이(표 8) 

전체 126개의 림프절 중 초음파 및 미세침 흡인 검사에서 

낭성 소견을 보인 경우가 11개 있었는데 모두 전이가 확인 

되었다.(15.2%) 이중 미세침 흡인 검사에서 5예만이 

진단되어 낭성 전이에서의 미세침 흡인 검사의 민감도는 

45.4% 로 전체 미세침 흡인 검사의 민감도인 61.1% 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측정인 

경우 10ng/ml 이상인 경우 9개, Tg(a)>1 인경우 10개로 

3가지 기준을 모두 진단에 사용하였을 때 진단의 민감도가 

91% 로 낭성 전이의 진단율을 크게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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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낭성 측경부 림프절 전이의 임상 소견 

No. Sex Age Neck 

node 

level 

Size(mm) FNAB 

cell 

cytology 

NAB Tg Serum 

Tg 

Permanent 

pathology 

1 F 62 IV 15 0 444.92 12.6 Metastatic 

2 F 36 II 11 4 500 167.5 Metastatic PTC 

3 M 24 V 25 0 441.1 34.9 Metastatic PTC 

4 M 37 IV 19 2 500 16.6 Metastatic PTC 

5 F 39 III 5 0 500 8.6 Metastatic PTC 

6 F 41 III 7 3 199.2 45.8 Metastatic PTC 

7 F 29 IV 13 1 0.27 81.4 Metastatic PTC 

8 F 61 IV 20 2 91 39.1 Metastatic PTC 

9 F 67 III 13 4 257.3 5.3 Metastatic PTC 

10 F 35 IV 12 0 5.92 4.1 Metastatic PTC 

11 F 68 III 10 0 225.2 29.4 Metastatic PTC 

† PTC : papillary thyroid cancer 

6) 수술 범위의 결정 

미세침 흡인 생검술이 0, 1 군의 경우 모두 동결 절편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시 전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동결 

절편 검사 결과에 따라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수술 범위를 

확장하여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으며, 2,3,4 군의 

경우에는 동결 절편 검사 없이도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다. 예외적으로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이 

100ng/ml 이상인 생검술 0군과 1군 12개중 5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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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절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다.  126개의 림프절 중 미세침 생검술 

결과상 0군과 1 군 74개,  2군 1개,  4군 3개 등 총 

78개의 림프절을 수술시 동결 절편 검사를 시행하였다.  

0군과 1군 74개 중 총 9개에서 전이가 진단되어 바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다. 동결절편 검사에서 

전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미세침 흡인술 0군 및 1군, 

Tg<10 ng/ml 중 5개가 최종 조직학적 진단상 전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7) 미세침 흡인 생검술 0군 혹은 1군 이면서 세척액 

티로글로불린<10ng/ml 인 전이 림프절(표 9) 

미세침 흡인 생검술과 Tg(10) 에서 전이가 없다고 진단된 

64개의 림프절 중 총 14개의 림프절에서 전이가 

최종적으로 진단되었다. 미세침 흡인 생검술 0군이 1개, 

1군이 13개 였으며, 이중 T(a)>1 인 경우가 2개 였고 그 

중 1개에서 전이가 있었다. 평균 림프절의 크기는 9.0mm 

(6~11.9mm),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의 평균은 1.9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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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9ng/ml) 였다.  9개는 동결 절편 검사에서 진단되어 

바로 수술 범위를 확장하여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고, 5개는 동결 절편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최종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 되었다. 

표 9. 미세침 흡인 생검 0,1군, 세척액 티로글로불린<10 이면서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예의 분석 

No. 

FNAB 

group 

FNAB 

Tg 

(ng/ml) 

Serum 

Tg 

T(a) 

>1 

* 

Primary 

tumor 

size 

(cm) 

Neck 

node 

size 

(mm) 

Sonographic 

finding 

Anti

Tg 

Level 

Frozen 

** 

수술 

범위 

확장 

1 0 5.9 4.08 Y† 0.8 11.9  17.5 + Y 

2 1 0.2 10.5 N†† 1.1 9.7 1,2 16.7 + Y 

3 1 0.2 2.16 N 0.5 8.0  <5.5 + Y 

4 1 0.2 7.74 N 0.8 10.0 1 13.6 + Y 

5 1 0.2 20.83 N 0.1 8.9  <5.5 - N 

6 1 0.2 0.27 N 0.5 11.0  18.9 + Y 

7 1 0.3   1.4 6 1 8.57 - N 

8 1 0.3 81.37 N 2.8 7.3 1.4.5 <5.5 + Y 

9 1 0.5   0.5 8.0 1,2 <5.5 + Y 

10 1 0.6 18.35 N 1.8 8.3 1. 13.4 + Y 

11 1 1.3   0.5 10.0 1 11.1 - N 

12 1 4.9 39.27 N 0.9 6.4  31.5 - N 

13 1 5.2   1.5 11.0 2 76.6 + Y 

14 1 6.9 2.03 Y 0.8 10.0  29.5 - N 

*: T(a) : NAB Tg /serum Tg, * * +: metastatic papillary carcinoma , -: Free from tumor. † Y: yes, ††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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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유두상 갑상선암은 가장 흔한 내분비 악성 종양 중 하나로 예후가 

비교적 양호하며, 측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3 그러나 장기 생존으로 

인해 전체 유두상 갑상선암 환자의 15%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며, 

재발 부위로는 측경부 림프절이 가장 흔하다. 측경부 림프절 재발은 

반복적인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의 완전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9 

술 전 측경부 림프절의 전이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여 일차 수술시 

전이 림프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고, 재발로 인한 

이차 수술 시의 이환율을 감소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해상도 측경부 초음파검사는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검사 시간이 짧고 민감도가 높아 갑상선암의 진단과 측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 등 술 전 암의 진행 정도를 알기 위한 검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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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측경부 초음파 소견에서 림프절의 횡경이 5mm 이상이고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며, 횡경과 종경의 비(height /width 

ratio)가 0.5 이상인 경우, 중심문부 지방 에코가 없는 경우 전이를 

의심할 수 있으며, 내경 정맥 압박 소견이나 내경정맥이 

경동맥초로부터 밀리는 소견 역시 악성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 림프절도 크기가 커지거나 중심문부 지방 에코가 소실이 되는 

수가 종종 보일 수 있어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미세 석회화나 

낭성 괴사, 도플러상 중심 문부 혈행이 아닌 불규칙한 혈행, 피질 

혹은 림프절의 주변부로 혈관의 분포를 보이거나 이상 에코를 보일 

경우에도 악성을 의심할 수 있다. 6-12 본 연구에서도 전이가 없는 

49 개의 림프절에서 구형, 중심문부 지방 에코 소실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상 에코 (증가 혹은 감소), 

낭성 변화, 미세 석회화를 보이는 경우가 정상인 경우보다 많았다. 

고해상도 측경부 초음파의 높은 위양성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의 초음파 유도하 미세침 흡인 

생검술을 통한 세포학적인 진단이 권장되고 있다. 미세침 흡인 

생검술의 경우 높은 정확도를 장점으로 하나, 검사 시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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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생검술을 시행하는 

시술자에 의해 혹은 판독을 하는 병리 의사에 따라 진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체가 충분히 

얻어지지 않는 경우나 낭성 변화를 일으킨 림프절 전이인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 있다. 11-12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다른 

병원에서 미세침 흡인 생검술로 측측경부 림프절의 전이를 

동반한 유두상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외부 세포 병리 검사 

슬라이드로 전이를 확인한 3 명의 환자가 다시 시행한 미세침 

흡인 생검술상 group 1 로 나오는 sampling error 에 의한 진단의 

오류가 있었다. 11 개의 낭성 전이 (15.2%) 림프절 중  미세침 

흡인 생검술로 진단된 경우는 5 개로, 낭성 전이의 미세침 흡인 

생검술의 진단의 민감도는 45.4%로 낮았다. 

이러한 미세침 흡인 생검술의 위음성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세침 흡인 생검술과 동시에 세척액에서 

티로글로불린을 측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13-

22 티로글로불린은 갑상선 여포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당 단백질로 

갑상선 분화암의 대부분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갑상선 분화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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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를 판정하기 위한 종양표지자로  혈청내 

티로글로불린의 농도가 사용되어 왔다. 측경부 림프절 내에는 

정상적으로 갑상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측경부 림프절 내의 

티로글로불린 농도는 현저히 낮다. 유두상 갑상선암과 같은 분화 

갑상선암이 경부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 림프 조직내의 

티로글로불린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 23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측정을 이용한 유두상 갑상선암의 측경부 

림프절 전이의 진단은 1992 년 Pacini 등에 22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여러 연구자에 의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유두상 갑상선암의 낭성 전이에 있어 기존의 미세침 흡인 

생검술에 비해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고 하였다.13-22 특히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검사는 미세침 흡인 생검술시 세포는 따로 

도말하여 세포학적 진단에 쓰이고, 그 바늘을 생리 식염수에 

세척하여 나온 세척액을 검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따로 환자에게 

추가로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으며, 값이 수치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에 의한 오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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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상 림프절의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의 참고값 및 정상 

최상치, 전이를 시사할 수 있는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수치에 

대한 정확한 절사값이 아직까지 없다. 혈청 티로글로불린 농도가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Frasoldati 등 19 은 갑상선 절제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 절사값은 39.3ng/ml,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1.1ng/ml 로 다르게 두기도 하였다. 반면에 Borel 등 14 은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이 혈청 농도에 의해 의미있게 오염될 

가능성 떨어진다고 주장하여, 술 전후의 절사값을 구분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수술 후 환자의 측경부 림프절 

전이를 판단하는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의 절사값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 결과를 일차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3-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을 정하기 위해 갑상선이 

제거되기 전의 유두상 갑상선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이 각각 1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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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ng/ml, 100ng/ml, 대조군 mean+2SD 일때와 혈청 

티로글로불린과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하여 진단의 절사값을 구하고자 하였다. 12-22 절사값을 1ng/ml 

로 한 경우 민감도는 높으나 특이도가 낮아 검사의 위양성이 

많아 불필요한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게 될 수 있다. 절사값이 

10ng/ml 일때 민감도는 1ng/ml 에 비해 떨어지나 특이도가 높고, 

100ng/ml 인 경우는 특이도 100% 로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이 

100ng/ml 이상인 경우는 림프절 곽청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조군은 126 개의 림프절 중 전이가 없는 

것으로 진단된 54 개의 림프절의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농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1.3ng/ml 였다. 이는 기준값을 10ng/ml 로 

하였을 때와 민감도와 특이도가 같아 대조군을 설정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를 대치하여 mean+2SD 대신 10ng/ml 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세척액 티로글로불린이 혈청 티로글로불린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때 전이를 시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단순히 갑상선 암이 전이된 측경부 림프절에서 뿐 아니라 



   

 ３３ 

정상 림프절의 경우에도 갑상선 암세포에 의해 파괴된 

갑상선에서 흘러나온 티로글로불린이 측경부 림프절에 있는 

조직구 (histiocyte)에 의해 흡수 될 경우 티로글로불린이 측정될 

수 있고, 또한 같은 원리로 갑상선 염이 동반되어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거나, 혹은 반복적인 세침 흡입 검사를 통해 갑상선 

조직이 파괴된 경우도 림프절 내 티로글로불린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23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지 않은 환자에서 혈청 

티로글로불린이 상승된 경우,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농도가 

상승되어 있더라도 전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세침 흡인 생검술을 시행할 때 

함께 혈청 티로글로불린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진단 및 수술 

범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 

진단 기준을 단일로, 혹은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민감도와 특이도, 양성 예측율과 음성 예측율을 비교하였을 때 

미세침 흡인 생검술 단일 기준에 비해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진단의 민감도가 상승되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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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0 군은 15 개로 11.9% 였으며, 이중 5 개는 전이가 

없었고, 10 개에서 전이가 진단되었다. 0 군은 불충분 검체이나 

미세침 흡인 생검술 결과의 해석상 0 군과 1 군 을 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성이 떨어진다. 반면 

10ng/ml 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전이가 있는 10 개 중 9 개가 

전이가 있다고 진단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유두상 갑상선암의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시행한 

미세침 흡인 생검술상 불충분 검체, 즉 0 군 은 1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연구자에 따라 34.3% 까지도 

보고되고 있다.1,12 따라서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은 이러한 

불충분 검체에 있어서 진단의 민감도와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낭성 림프절 전이의 경우 불충분 검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미세침 흡인 생검술의 진단 민감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12-

22 본 연구에서도 45.4%로 민감도가 낮았지만 떨어지지만 

10ng/ml 를 절사값으로 적용했을 때 91% 으로 진단의 민감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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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에서도 10ng/ml 의 기준을 더 사용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5 개에서 전이를 진단하여 일차 수술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세침 흡인 생검술 결과와 절사값 

10ng/ml 및 Tg(a) 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진단하였을 때 

민감도 83.3%, 특이도 90.7% 로 민감도와 특이도를 함께 높일 

수 있었다. 

미세침 흡인 검사로 전이가 없다고 판단한 0 군과 1 군 중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10ng/ml 이고 혈청 티로글로불린보다 

낮은 경우에도 총 64 개의 림프절중 14 개에서 전이가 최종 

진단되었다. 전이가 확진된 림프절이라도 미세침 흡인 생검술 

group 1 인경우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양의 평균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흡인 생검술 상 양성 림프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상인 

림프절 세포가 많고 상대적으로 전이 세포의 양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림프절을 티로글로불린으로 

면역형광 염색하였을 때 티로글로불린의  분포는 부분적이고, 

불균질하여 하나의 림프절 내에서도 티로글로불린의 표현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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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림프절내 

미세전이(micrometastasis)가 있는 경우는 미세침 흡인을 한 

부위에 따라 미세침 흡인 생검술의 결과 및 세척액 티로글로불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4 본 연구에서 동결세포 검사상 

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최종 조직학적 진단에서 미세 전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5 예 모두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미세전이는 장기간의 추적 검사에도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대 전이(macrometastasis)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세전이로 

측경부 림프절로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는 것은 과잉 

수술이라는 의견도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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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결론적으로 유두상 갑상선암 수술시 측경부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데 기존의 초음파 검사등의 영상 진단과 미세침 생검 

결과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미세침 세척 티로글로불린 측정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측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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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fulness of Thyroglobulin Measurement in Fine-Needle 

Aspirate in Determining Necessity of Lateral Neck 

Dissection for Surgical Treatment of Papillary Thyroid 

Cancer 

 

Sohee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eong soo Park ) 

 

 

Purpose : To evaluate usefulness of thyroglobulin(Tg) 

measurement in fine-needle aspirate in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lateral neck dissection for surgical treatment 

of papillary thyroid cancer. 

Materials and Method : Total of 119 papillary thyroid 

cancer patients with suspected lateral neck node 

metastasis were prospectively studied. An ultrasound-

guided fine needle aspiration(FNAC) was done in 126 

enlarged lateral neck nodes and thyroglobulin(FNA Tg) was 

measured in the needle aspirates. The cut-off values of 

FNA Tg which suggested a metatstatic neck node were 1, 

10, 100, mean+2SD and FNA Tg≥serum Tg (ng/ml), each 

of them were Tg(1), Tg(10), Tg(100), Tg(mean+2SD) and 

Tg(a). Final diagnosis of metastasis was made with 

histological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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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Out of 126 lateral neck nodes, 72 had been 

confirmed as metastatic papillary carcinoma and 47 were 

diagnosed by FNAC. The sensitivity and the specificity of 

FNAC were 61.1%/94.4%. FNA Tg of control group was 

1.9±4.7ng/ml, and FNA Tg of metastatic nodes was 282.6± 

203.7ng/ml. The sensitivity and the specificity were 83.3% 

and 90.7% with the combination of FNAC, Tg(10) and Tg(a). 

In cystic neck node metastasis, the sensitivity of FNAC was 

54.5%, but with combination of these, the sensitivity was 

improved to 91%. Nine were diagnosed by frozen section, 

and 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 performed. Five nodes 

in which were negative of metastasis at frozen section, was 

finally diagnosed as metastatic papillary carcinoma in 

permanent histology. 

Conclusion: 

The measurement of thyroglobulin in the fine-needle 

aspirate is useful in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lateral 

neck dissection in surgical treatment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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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sis, fine-needle aspration, thyroglobulin 


	차례
	국문요약
	Ⅰ. 서론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연구 대상
	2）연구 방법

	III. 결과
	IV.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