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Whole-body 18FFDG PET은 여러 악성 질환 및 그 전이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침습적인 검사이다

[1]. PET 상은 또한 기존의 암 과거력이 없는 상에서, 특

히 그 중 암 위험도가 높은 군의 선별검사로써 이용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2, 3]. 건강한 사람을 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병변이 PET 검사에서 국소

FDG 섭취증가를 보이는 경우는 1.2-4.3%로 보고되고 있다

[4]. PET에서 미만성섭취로 나타나는 것은 부분 갑상선염

의 소견이나 [5] 국소 섭취의 경우 악성의 빈도는 14-63%로

[6, 7] 일반인의 갑상선 결절에서의 암의 빈도보다 높다. 림프

구성갑상선염이 PET에서 국소 섭취로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

으며 이에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46세 여자환자가 외부병원 초음파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어

의뢰되었다. 초음파상 갑상선 좌엽에 5 mm 크기의 악성이 의

심되는 결절이 발견되었고 초음파 유도 세침흡인생검으로 유

두암으로 진단되었다. 갑상선 우엽 상극에 13 mm 크기의경계

가 뚜렷한 저에코를 보이는 결절이 있고 주변부와 내부에서 혈

류가 관찰되었다 (Fig. 1A). 갑상선 에코 및 크기는 정상이었

고, 수술 전 시행한 갑상선 기능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수술 전 양전자단층촬 -전산화단층촬 (PET-CT)을 시

행하 고 우측 갑상선 결절에서 강한 FDG 섭취가 보 다

(Fig. 1B). 그 외 나머지 갑상선에는 FDG섭취가 없었다. 좌측

갑상선전절제술 (total thyroidectomy)과 우측 근전절제술

(near total thyroidectomy)을 시행하 고, 병리결과 좌엽의

결절은 갑상선 유두암, 우엽의 결절은 림프구성갑상선염으로

진단되었다(Fig. 1C).

고 찰

갑상선에서 국소 FDG 섭취를 보이는 결절의 빈도는 1.2 -

4.3%로 높지 않으나 이 결절의 악성도는 14-63%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고 있다 [6, 7]. 또한 초음파 소견이 의심스러운 경

우 그렇지 않은 결절보다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

나, 악성의 소견이 없는 결절에서도 악성의 빈도는 13.2%로

비교적 그 값이 높아 초음파 소견과 관계없이 세포검사가 필요

하다 [4]. 또한 악성의 평균 SUV값이 양성보다 높다고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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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e increased uptake on 18F-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18FFDG PET) is a well-known finding of the lymphocytic thyroiditis.
Nevertheless, a pathologic confirmation is needed in cases of a focal 18FFDG uptake in
the thyroid gland. This article reports a rare case of a focal 18FFDG uptake lesion by
PET, which was revealed pathologically to be lymphocytic thyroid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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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고 초음파 소견과 더불어 국소 FDG 섭취를 보이는 결절

의 악성도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8]. 

림프구성 갑상선염은 부분 초음파에서 갑상선이 전체적으

로 비균질 에코를 보이고 미세결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PET 검사에서 미만성 섭취 증가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초음

파에서 국소병변으로 보이는 병변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림

프구성갑상선염의 세포검사결과를 나타내는 빈도는 1.3%로

보고된 바 있고 이 병변이 초음파에서 악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악성으로 진단될 빈도가 20%로 비교적 높았다 [9]. 세포

검사결과가 림프구성갑상선염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으로 진단되는 이유는 유두암 주변이나 유두암 내에 림프

구 침윤이 동반될 수 있어서 세포검사에서 보이는 림프구들로

인해 세포검의 위음성이 초래된 것으로 생각한다 [9]. 따라서

PET에서 미만성 섭취가 있고 초음파에서 국소병변이 없는 미

만성 변화가 있다면 추가적인 세침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국

소적 섭취가 있는 경우는 세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증례는 무증상 환자에서 림프구성갑상선염이 초음파에서

미만성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PET에서 국소 섭취를 보인 드문

증례로 이에 보고한다. 

요 약

양전자단층촬 (PET)에서 갑상선에 전체적으로 섭취

를 보이면 종양보다는 갑상선염을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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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A small marked hypoechoic nodule with taller-than-wide character in the left thyroid lobe was confirmed as a papillary
carcinoma. Another hypoechoic nodule was noted in the right thyroid lobe, showing internal and peripheral vascularity by the
Doppler image. 
B. 18F-FDG PET-CT image demonstrates an intense uptake in the nodule in the right thyroid gland. 
C. Photographes of the surgically resected right thyroid nodule shows multifocal lymphocytic infiltration, suggestive of lymphocytic
thyroiditis (H & E stain, ×12.5).



져 있다. 그렇지만 갑상선에 국소섭취가 있는 경우 갑상선

암의 가능성이 높아 세포검사로 확진이 필요하다. 이 증례

는 국소 18FFDG 섭취를 보인 병변이 림프구성갑상선염으

로 진단된 드문 환자의 증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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