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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갑상선 유두암에서 중앙구획 림프절의 미세전이가 재발에 

미치는 영향 

  

갑상선 유두암의 수술적 치료에서 중심구획 림프절 곽청술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유방암에서는 액와 

림프절의 미세전이가 예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갑상선 유두암에서는 중앙구획 림프절의 

미세전이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유두암에서 중심구획림프절의 미세전이가 

재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세브란스병원에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갑상선 유두암으로 

편측 갑상선절제술이나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23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치료적 혹은 예방적 중앙구획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환자 군은 중앙구획림프절 내의 전이 암의 크기에 

따라 전이가 없는 군 (Group I), 전이 암의 크기가 2mm 미만인 

미세전이 군 (Group II), 그리고 2mm 이상의 전이 군 (Group 

III) 세 군으로 나뉘었다. 세 그룹간의 임상적, 조직학적 특징, 

재발여부, 무병생존기간 등을 후향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균 

경과관찰 기간은 13.4년 이었다.  

 

결과는 233명의 환자 중 Group I 은 134명 (57.5%), Group 

II 는 39명 (16.7%), 그리고 Group III 는 60명 (25.8%)이었다. 

세 환자군 사이에 성별, 나이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재발율에서는 Group I 10.4%, group II 12.8%, 그리고 

group III 36.7%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다변량 

분석에서는 Group III가 Group I보다 3.1배의 재발의 상대적 

위험도를 보였으나, Group I과 Group II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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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갑상선 유두암에서 중앙구획림프절 내의 2mm 

이상 크기의 중앙림프절 전이는 재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2mm 이하의 미세전이는 전이가 없는 환자와 비슷한 정도로 

재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핵심되는 말: 갑상선 유두암, 미세전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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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유두암에서 중앙구획 림프절의 미세전이가 재발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장항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법 우  

 

 

Ⅰ. 서론 

 

2009년 국가 암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암은 갑상선 암으로 되어있다1. 또한 갑상선암은 미국에서도 지난 

30년간 240% 이상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고해상도 

초음파의 도입과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입검사 등 진단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2. 갑상선 유두암은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암의 95% 

이상을 차지하며2, 경부 림프절 전이가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갑상선 유두암의 경부 림프절 전이의 빈도는 35%에서 

8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3, 예방적 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할 

때는 약 90%까지 미세전이를 볼 수 있다고도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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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 유두암은 인체에 발생하는 고형암 중 림프절 전이율은 

높지만 장기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3. 최근의 

일부 연구에서는 림프관을 통한 전이와 주변 조직 침범은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밝혀진바 있다5. 그러나 중앙구획 림프절의 미세전이가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중앙구획 

림프절의 미세전이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6. 

1. 수술 전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전이 림프절7 

2. 수술 당시 전이 림프절로 의심되지 않았지만 최종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전이 림프절8 

3. H-E 염색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특수 염색에서만 확인되는 

전이 림프절9 

4. 전이병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이 림프절의 전체 크기가 1cm 

미만인 전이 림프절10  

5. 전이병소가 2mm 이하인 전이 림프절11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제시된 정의 중에서 Cranshaw 등11이 

사용한, 또한 병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12,13 림프절 

내 전이병소가 2mm 미만의 크기를 미세전이라고 받아들여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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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간의 추적관찰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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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환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암으로 편측갑상선절제술 혹은 아전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치료적 혹은 예방적 중앙구획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으며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는 받지 않았다. 

재발로 인한 중도탈락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추적관찰을 하였다.  

233명의 환자가 대상이 되었으며 의무기록과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통하여 원발암의 크기, 암의 다발성 여부, 갑상선 피막침범 여부, 

전체 림프절의 개수, 그리고 전이 림프절의 개수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이 병소의 크기는 두 명의 병리의사에 의하여 조직 

슬라이드로부터 전이 병소의 최장경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하였다.  

 

2. 전이상태에 따른 분류 

대상환자 233명을 전이상태에 따라 림프절의 전이가 없는 군은 

Group I, 2mm 미만의 미세전이 군은 Group II, 그리고 전이의 크기가 

2mm 이상인 군을 Group III로 나눌 수 있었는데 Group I 은 134명, 

Group II는 39명, Group III는 6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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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방법 

통계 방법으로는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One-way ANOVA,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Pearson’s chi 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무병 

생존율은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였으며 그 차이는 log-rank 

test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2-tailed P-value 

<0.05 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정하였다.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 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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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결과  

233명의 환자 중 219명(94%)은 여성이었으며, 14명(6%)은 

남성이었다. 평균나이는 38.7세(16-69)였으며, 평균 원발암의 크기는 

1.65cm(0.1-5.0), 평균 절제된 림프절의 개수는 5.39개(0-20), 

그리고 평균 전이 림프절의 개수는 2.42개(0-11)이었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50.6개월(81-231)이었다.  

세 그룹간의 원발암의 크기는 Group I 15.1mm, Group II 17.8mm, 

그리고 Group III 18.8mm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절제된 중앙구획 림프절의 개수 또한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성별이나 갑상선암의 피막침범, 다발성 등은 세 

군간의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전체 재발은 41명(17.6%)에서 발생하였다. 전이 병소의 크기가 

커질수록 재발률은 증가하였으며, 세 군의 각각의 재발률은 Group I 

10.4%, Group II 12.8%, 그리고 Group III 36.7% (p<0.001) 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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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and histopathology of the study population grouped by size of metastatic deposit in 

central node  

 
Size of metastatic deposit in central node 

P value  

 
Group I  Group II  Group III  

Number of patients (%)  134(57.5)  39(16.7)  60(25.8)  
 

Age, (mean)  40.7  37.6  34.70  0.001  

Age 45≥ (%) 48(36.5)  9(23.1)  12(20)  0.051  

Sex  
   

0.584  

Female (%)  125(92.7)  36(92.3)  58(96.7)  
 

Male (%)  9(6.7)  3(7.7)  2(3.3)  
 

Largest primary tumor 

diameter in mm  
15.1  17.8  18.8  0.011  

Extrathyridal extension (%)  70(51.8)  26(66.7)  39(65.0)  0.120  

Multifocality (%)  27(19.7)  4(10.3)  11(18.3)  0.455  

Nodal status (mean)  
    

dissected lymph nodes  3.73  4.72  6.73  0.001  

metastatic lymph nodes  0  1.90  4.08  <0.001  

TNM stage  
   

0.926  

I (%)  102(76.1)  30(76.9)  48(80.0)  
 

II (%)  3(2.2)  0  0  
 

III (%)  29(21.6)  9(23.1)  12(20.0)  
 

Patients Recurrence(%)  14(10.4)  5(12.8)  22(36.7)  <0.001  

Follow-up months 

(mean) 

104-231 

(148.6) 

113-228 

(153.3)  

105-220 

(154.9)  

 

 

Group I, No central node metastasis ; Group II, microscopic central node metastasis (<2mm); Group III, 

macroscopic central node metastasis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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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회귀분석을 통하여 재발 위험도에 대하여 다변량 분석으로 

보았을 때 전이 병소의 크기가 2mm 이상인 Group III 군만이 유의한 

차이(hazard ratio 3.131, 95 CI 1.55-6.325, p=0.001)를 보였다(Table 

2.). 

Table 2. Risk factors for cancer recurrence by Cox models  

Variable Risk ratio 95% CI P value 

Metastatic size 
   

Group I  1 Reference    

Group II  1.167 0.409-3.331 0.773 

Group III  3.131 1.55-6.325 0.001 

Age       

<45 1 Reference    

≥45  1.311 0.635-2.707 0.463 

Primary tumor size       

< 1cm   1 Reference  0.298 

1cm ≤  < 2cm  1.763 0.704-4.415 0.226 

≥ 2cm   2.189 0.814-5.886 0.121 

Extrathyroidal extension        

No 1 Reference    

Yes 1.168 0.609-2.240 0.639 

Multifocality       

Unifocal 1 Reference    

Multifocal  0.748 0.31-1.805 0.518 

 

Kaplan-Meier curve를 통하여 전이 병소 크기에 따른 세 군간의 

재발률의 차이를 봤을 때는 세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Figure 1.). 하지만 각각의 그룹간의 차이를 다시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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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과 Group II 사이에는 재발률의 차이가 없는 반면(Figure 2.), 

Group I과 Group III, 그리고 Group II와 Group III 간에는 재발률의 

차이가 있었다(Figure 3., Figure4.). 

 

Fegure 1. Kaplan-Meier curve and the log-rank test for disease free survival of PTC 

patients without central node metastasis and with micrometastasis and macrometastasis 

 

 

 
Fegure 2. Kaplan-Meier curve and the log-rank test for disease free survival of PTC 

patients without central node metastasis and with micro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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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gure 3. Kaplan-Meier curve and the log-rank test for disease free survival of PTC 

patients without central node metastasis and with macrometastasis 

 

 
Fegure 4. Kaplan-Meier curve and the log-rank test for disease free survival of PTC 

patients with micrometastasis and macro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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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Cranshaw11등은 167명의 갑상선암 환자에 대하여 6년간의 

경과관찰을 통하여 2mm 이하의 미세전이는 국소 재발이나 

원격전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거의 모든 환자가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뒤 

림프절의 전이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인 연구이었다. 또한 Jeon14등은 

갑상선 전절제술과 방사성 동위원소치료를 받은 2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이 림프절의 비율이 높거나 혹은 전이 림프절의 전이 

병소가 클수록 재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mm 이상 크기의 중앙림프절 전이 병소가 편측 

혹은 아전 갑상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갑상선 유두암 환자에서 재발의 

예측 인자로 확인되었다. 또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군과 2mm 미만의 

미세전이만 있는 환자 군 사이에는 재발율과 무병생존율에 차이가 

없는 반면, 림프절 전이가 없는 군과 전이병소의 크기가 2mm 이상인 

군, 그리고 미세전이 군과, 전이병소의 크기가 2mm 이상인 군 

사이에서는 재발율과 무병 생존율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2mm미만의 전이는 전이가 없는 환자와 차이가 

없이 재발율과 생존율에 양호한 예후를 보였으나, 2mm이상의 전이는 

의의있게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 나이, 다발성, 

피막침범, 원발암의 크기 등은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전절제술 이후에는 많은 환자들이 

잔여갑상선제거 혹은 치료목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의 상태에 따른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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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의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해 편측 혹은 아전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포함기준을 제한하였다. 

 

수질암이나 미분화암에서 림프절의 전이는 나쁜 예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또한 Mazzaferri16 등은 갑상선 

여포암에서 경부 림프절의 전이는 사망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갑상선 유두암에서는 사망률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최근의 저 위험군의 분화 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이 거의 

99%에 이른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며17,18, 또한 30000명 

이상의 분화 갑상선암에 관한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SEER) database19의 분석에서도 저 위험군에서는 림프절의 

전이 여부가 생존율에는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술 당시 림프절 전이는 생존율에는 영향이 적다 할지라도20, 재발의 

가능성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1-23.  

 

이러한 좋은 예후를 갖는 분화 갑상선암에서도 일차 수술 후 

발생하는 재발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16,24-26. Hay 등25은 재발의 

80%이상이 경부 림프절에서 일어나며, 그는 “nodes beget nodes” 즉, 

전이 림프절이 다시 전이를 야기한다고 기술하였다. Onkendi 등26은 

재발로 인하여 재수술한 환자들 중 40%에 가까운 환자들은 또 다른 

재발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림프절의 예방적 곽청술 여부나 저 위험군 환자에서 수술범위의 

결정은 아직도 논쟁중인 사안이다. 그러나 Ito 등27은 모든 갑상선 

유두암환자에서 수술 전 초음파와 최종 병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중앙구획 림프절의 전이예측에 대한 초음파의 민감도는 10.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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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 다른 연구에서도 초음파의 민감도는 

20%에서 31%정도로 보고되고 있다28,29. 뿐만 아니라 수술 중 

만져지지 않는 림프절에서도 상당 수 전이 림프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27, 수술 전 영상 검사에서 전이 림프절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전이 림프절로 인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일차 

수술에서 예방적 림프절 절제가 권유되고 있다. 예방적 절제술을 

시행한 군에서 수술 후 thyroglobulin 수치가 유의하게 낮게 

측정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30,31, 일부 국제 권고안에서도 

예방적 중앙구획 림프절 절제술을 권고하고 있다23,30,32-35. 

 

 이토록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갑상선 유두암의 수술 범위, 특히 

중앙경부 림프절 절제술의 여부, 경부 림프절 전이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 수술 전 발견되지 않았던 

미세전이가 예후인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14,36.  

  

갑상선 유두암에서 수술 후 병기는 환자의 재발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TNM 병기나37 미국 갑상선 학회의 

권고안32에서는 경부 림프절 전이의 개수나 비율, 림프절 내 전이 

병소의 크기, 림프절 외부로의 침범 등에 대한 상태는 아직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유두암에서 중앙구획림프절의 전이 병소의 

크기에 따라 다른 예후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의 병기 시스템은 

림프절 전이 크기에 따른 예후 평가 없이 치료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술 이후의 조직학적 병리결과에 따른 병기 

평가에서, 림프절 내 전이 병소의 크기에 따라 재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병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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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따라 완결갑상선절제술의 시행여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여부 및 정도, 그리고 갑상선 자극호르몬 억제 요법의 강도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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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갑상선 유두암 환자에서 2mm이상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는 재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2mm이하의 미세전이는 재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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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ntral lymph node micrometastasis is not associated with 

disease recurrence in papillary thyroid cancer 

 

Bup-Woo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ang-Seok Chang ) 

 

 
Background: The routine 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PTC) is 

ongoing controversy. Recently central neck node metastases in 

PTC are regarded as poor prognosis factor which correlated with 

increased loco-regional recurrences. As well known in breast 

carcinoma, axillary lymph node micrometastasis (≤2mm) has no 

clinical influence on prognosis. In PTC, however, the significance of 

microscopic central nodes metastasis is not establish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nfluence of micro-metastasis in neck 

node on disease recurrence.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1989 and 1999, a total of 233 

patients who underwent less-than-total thyroidectomy with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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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neck node dissection were enrolled in this study.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central node 

metastasis; no metastasis group (Group I), microscopic metastasis 

(≤2mm) group (Group II), and macroscopic metastasis (>2mm) 

group (Group III). The clinico-pathologic features, recurrence rate, 

and disease free survival rate between three groups were assessed 

retrospectively. The mean follow up period was 13.4 years. 

Results: Of 233 patients, 99 (42.5%) had central neck node 

metastasis; 39 (16.7%) had microscopic metastasis and 60 (25.8%) 

had macroscopic metastasis. Demographics and tumor variables 

were similar between three groups. Recurrence rates increased 

with increasing size of metastatic foci: 10.4% in Group I, 12.8% in 

Group II, and 36.7% in Group III (p<0.001). In multivariate analysis, 

patients with macroscopic central node metastasis (Group III) had a 

3.1-fold increased relative risk of recurrence compared with 

patients with no metastasis (Group I) and significantly decreased 

disease free survival (DFS). Furthermore, patients with microscopic 

central node metastasis (Group II) had neither a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of recurrence nor different DFS compar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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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out central node metastasis (Group I). 

Conclusion: Macroscopic central neck node metastases in PTC 

patients were correlated with higher disease recurrence; whereas, 

microscopic metastasis was not related to the disease recurre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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