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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유두 갑상선암의 부신전이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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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Recurrent Papillary Thyroid Carcinoma with Adrenal Metastasis
Chang-Woo Kim, M.D.,* Ji-Sup Yun, M.D.,* Yong Sang Lee, M.D.,*
Kee-Hyun Nam, M.D.,* Woong Youn Chung, M.D., Ph.D.,*
Soon Won Hong, M.D., Ph.D.,** Cheong Soo Park, M.D., Ph.D.*
Department of Surgery,* Path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drenal metastasis from papillary thyroid carcinoma is extremely rare. We present herein a patient with
adrenal metastases from recurrent papillary carcinoma of the thyroid. A 54 year-old woman had received a
total thyroidectomy and postoperative radioactive iodine therapy for locally advanced papillary thyroid carcinoma. One year after initial surgery, distant metastases to multiple organs including right cervical lymph nodes,
left upper lung, left 2nd and 3rd ribs, 2nd thoracic vertebra and left adrenal gland were found by 18-FDG-PETCT whole body scan. She underwent right modified neck dissection, partial resection of left 2nd and 3rd ribs,
posterior arch of 2nd thoracic vertebra, left upper lobectomy of lung, and left adrenalectomy. On histologic
examination, metastases to the left adrenal gland and cervical lymph nodes were papillary thyroid carcinomas,
while other metastatic sites turned out to be anaplastic thyroid carcinomas. Despite aggressive surgery and postoperative adjuvant therapy, her general clinical conditions were getting worse day by day due to regrowing of
the anaplastic thyroid carcinomas.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case reported in Korea.
KEY WORDS：Papillary thyroid carcinoma·Adrenal metastasis·Distant metastasis.

그러나 부신으로 전이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국내에서는 아

서

론

직까지 이에 대한 보고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에 유두
갑상선암 수술 후 추적 관찰 중 부신전이를 포함한 다발성

분화 갑상선암은 성장속도가 느려 조기발견 및 치료시 양

전이가 발견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호한 경과를 보이나, 원격전이가 나타나면 불량한 예후를 보

증

인다1)2). 일반적으로 분화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은 95%

례

정도이지만, 원격전이가 일어나면 60% 이상의 높은 사망
률을 보인다3)4). 분화 갑상선암의 임상경과 중 원격전이의

54세 여성으로 2개월 전부터 지속된 좌측 어깨 통증을 주

빈도는 7~23%로, 폐전이(72~76%)가 가장 흔하고, 골격

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1년 전 촉지되는 전경부 종괴에

계전이(19~23%)가 두번째 빈도로 발생하며, 기타 중추신

대한 검사에서 4×2cm 크기의 갑상선암으로 진단(Fig. 1)

경계 및 간, 연부조직 등으로의 전이도 보고되고 있다5-8).

받고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앙 구획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
받았다. 당시 특이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다. 병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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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검사 결과는 유두 갑상선암 이외에 다른 세포 유형은 보
이지 않았고 암종은 절제면에 인접한 양상이었으며 중앙 구
획 림프절에 전이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수술 소견상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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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완전 절제가 가능했지만 기도 및 되돌이 후두 신경에

55.15ng/ml로 증가되어 있었고 경부 초음파 검사 결과 우

미세한 국소 침윤이 의심되어 수술 후 100mCi 방사성 요

측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 또한 흉부 컴퓨터 단

오드 치료 및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 요법을 하였다. 방

층 촬영 및 18-FDG-PET-CT whole body scan 결과,

사성 동위원소 전신촬영에서는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으

좌측 폐 좌상엽, 좌측 2번 늑골, 2번 흉추 및 좌측 부신으

며, 당시 시행한 혈청 티로글로불린 수치는 5.36ng/ml(정

로의 전이(Fig. 2)가 발견되어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상：0~30ng/ml), 티로글로불린 항체는 34.49U/ml(정상：

변형 근치적 우측 경부 림프절 곽청술, 좌측 2, 3번 늑골

0~60U/ml),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43.86uIU/ml(정상：

부분 절제술, 2번 흉추 후궁 절제술, 폐 좌상엽 절제술과 복

0.4~3.1uIU/ml) 였다.

강경을 이용한 좌측 부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병리조직검

6개월 전 시행한 혈청 티로글로불린 수치는 갑상선 자극

사는 폐와 늑골, 흉추에서는 전이성 역형성 갑상선암으로,

호르몬 억제 하에 0.2ng/ml 이하였으나 이번에 내원시에는

부신에서는 전이성 유두 갑상선암으로 확인되었다(Fig. 3).

Fig. 1. Neck U/S and CT show that 4×2cm sized hypoechoic mass is noted in right thyroid without lateral neck node enlargement.

Fig. 2. PET-CT whole body scan revealed that increased uptake in right lateral neck, left apical lung, left upper chest wall and left
adrenal gland.

A

B

Fig. 3. Histologic finding of metastatic anaplastic thyroid carcinoma in lung(A) and metastatic papillary thyroid carcinoma in adrenal
gla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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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원발 종양의 부신전이가 의심

판단하고 adriamycin과 cisplatin을 이용한 항암 화학 요법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능성 종양과 부신전이

을 2회 시행하였다. 이 후 시행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

를 감별해야 한다9).

서 다발성 폐전이가 계속 진행되고 또다시 늑골전이 역행성

부신전이가 발견되면 이환된 부신을 절제하고 수술 후 고

암이 재발된 소견이 있어 외부 방사선 치료를 했으나 예후

용량 방사성 요오드 동위원소 치료를 하는 것은 다른 부위

는 불량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의 전이 갑상선암 치료와 동일하다13). Shoup 등8)은 원격전
이가 일어난 분화 갑상선암의 치료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

고

찰

치는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갑상선 절제술 후 방사성 요오
드 치료를 시행한 환자군이 미시행 환자군에 비해 유의한

부신으로 전이되는 원발 악성종양은 주로 폐, 신장, 대장, 간,

생존율의 증가를 보인다고 하였고, Haq 등20)은 원격전이된

유방, 췌장, 식도, 위 등에서 발생한 암으로 되어 있다8-11).

분화 갑상선암의 치료에서 전이암의 수술적 제거와 갑상선

분화 갑상선암의 원격전이는 주로 폐와 골격계에 많이 나

자극 호르몬 억제 요법,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동위원소 치

타나나, 드물지만 중추신경계, 연부조직, 신장, 난소 등으로

료, 외부 방사선 조사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생존율을 증가

12)

도 전이된다 . 특히 부신으로의 전이는 매우 드문 것으로

시킨다고 하였다. Aissaoui 등10)은 부신전이 병소 제거 후

알려져 있어,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증례들만 보고

13년간 추적관찰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예후는 타장기 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비전형적 전이를 동반하는 공격
13)

2001년 Koutkia 등 은 갑상선암 수술 후 추적 방사성

적 성향의 분화 갑상선암은 BRAF 유전자 변이를 포함해 다

요오드 전신촬영에서 우측 부신 흡착을 발견, 부신전이 의심

양한 분자 세포학적 이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하에 수술을 시행한 결과 유두 갑상선암 전이로 밝혀진 증례

향후 이와 같은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갑상선암의 분자 세포

를 최초로 보고하였다. 이후 Aissaoui 등10)과 Ferrer 등11)

학적 특징과 적극적인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도 갑상선암 수술 후 부신으로의 단독전이가 발견된 증례를

으로 생각된다.

보고하였다. 유두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여포상 갑상선암에

결

서도 부신전이가 보고되었는데, Yunta 등12), Paparel 등14),

론

Girelli 등15)이 여포상 갑상선암 환자에서 부신전이가 발견
된 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Hurthle 세포 갑상선암
16)

유두 갑상선암 수술 후 부신전이가 나타날 경우는 극히 드

의 부신전이도 Orsolon 등 이 보고한 바 있다. 저자들이

물다. 저자들은 갑상선암 수술 후 추적관찰 중 18-FDG-

경험한 증례는 유두 갑상선암으로 최초 수술 1년 후 여러

PET-CT whole body scan으로 좌측 부신전이 유두암과

장기에 다발성 원격전이가 발생한 경우로, 좌측 부신전이는

다발성 원격전이가 역행성암으로 전환된 희귀 증례를 경험

유두 갑상선암으로 남아 있고, 다른 부위의 전이암은 역형

하였기에 이를 보고하였다.

성 갑상선암으로 변형된 것이었다. 역형성 갑상선암은 주로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미만

중심 단어：유두 갑상선암·부신전이·원격전이.

에서도 25%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환자와 같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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