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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ocytic Parathyroid Adenoma Associated with Primary
Hyperparathyroidism 
- A Case Report -

Jai Hyang Go

Department of Pathology,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A rare case of functioning oncocytic parathyroid adenoma associated with primary hyper-
parathyroidism was found in a 45-year-old woman. The preoperative serum calcium level
was 13.1 mg/dL, the phosphate level was 2.44 mg/dL and the parathyroid hormone level
was 153 pg/mL. Neck CT revealed a 2.5x1x1 cm, well enhanced mass behind the left thyroid
gland, which was compatible with parathyroid adenoma. The removed parathyroid gland
showed a well circumscribed, ovoid, brown colored, soft, solid mass. Histologically, this mass
was composed of broad sheets of uniform cells having round dense nuclei and abundant
eosinophilic granular cytoplasms. The adjacent rim of the normal parathyroid tissue was
identified in the periphery of the mass. After operation, all hormone levels were norm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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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동반한 부갑상선 호산선종

- 1예 보고 -

부갑상선 호산선종은 종양 세포의 90% 이상이 호산성 과립

세포로 구성된 드문 종양으로 부분 비기능성이지만 간혹 원발

성 기능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다.1 따라서 원발성 기능항진증을

유발하는 부갑상선 호산선종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런 종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부갑상선 조직의 존재와 수술 후

고칼슘혈증의 소실의 엄격한 진단 기준이 필요하다.2 저자는 이

러한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 례

45세 여자 환자가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열감 불내성(heat

intolerance)을 주소로 내원하 다. 13년 전부터 신장 결석이 발

생하여 수차례 체외 충격파 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로 치료받았다. 양측 슬관절의 통증과 다뇨증을 호소

하 으며 1개월 전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중이었다. 가

족력상 어머니가 담낭결석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았다고 한

다. 내원 시 혈중 칼슘은 13.1 mg/dL, 인산염은 2.44 mg/dL,

부갑상선 호르몬은 153 pg/mL로 측정되었다. 임상적으로 원발

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전산화단층촬

상 좌측 갑상선 후방에 2.5×1×1 cm 크기의 조 증강이 잘

되는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1). 부갑상선 주사에서 부갑상선

종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부초음파검사상 양측 신장의 결

석이 관찰되었다. 부갑상선 선종 의진 하에 절제술을 시행하

다. 육안으로 경계가 분명한 난원형의 갈색을 띄는 고형성 종괴

로 무게는 2.8 g이었다. 조직학적으로 종괴는 풍부한 호산성의

세포질을 갖는 균일한 종양 세포들이 넓은 판을 형성하는 양상

이었다(Fig. 2). 전자현미경 소견상 종양 세포의 세포질은 사립

체로 가득 차 있었다(Fig. 3). 수술 후 혈중 칼슘은 10.0

mg/dL, 인산염은 4.16 mg/dL, 부갑상선 호르몬은 15.60

pg/mL로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수술 후 1년이 지난 현재 재

발의 증거 없이 정상적인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고 찰

부갑상선에 발생하는 호산선종은 부분의 종양 세포가 호산

성 과립세포로 구성된 드문 종양이다.1,2 이는 오랫동안 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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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종양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1935년 Warren과 Morgan3에 의

해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동반한 첫 예가 보고된 이후 1989년

까지 세계적으로 46예의 기능성 부갑상선 호산선종이 보고되었

으며,2 그 후 소수의 증례 보고가 추가되었다.4-6 

부갑상선 호산선종은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동반한

선종의 3-7.8%를 차지하며, 주세포 선종과 마찬가지로 40-50

의 여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서 검사 소

견상 고칼슘 혈증이 발견되어 진단되기도 하지만, 본 환자처럼

골다공증, 다뇨증 및 신장 결석 등과 같은 원발성 부갑상선 기

능항진증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2 

육안으로 종양은 부드러운 고형성 종괴이며 진한 갈색을 띄는

것이 보통이다. 평균 무게는 2.8 g이며 평균 크기는 2.5 cm이

다. 조직학적으로 풍부한 과립상의 호산성 세포질과 둥 고 진

한 핵을 갖는 세포들이 넓은 판을 형성하거나 연결되는 띠 또는

선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2 면역조직화학염색상 부갑상선 호르

몬에 한 항체에 반응을 보이며,1 in situ hybridization 검사상

부갑상선 mRNA가 일부 호산성 과립세포에서 발견되었다는 보

고가 있다.7 전자현미경 검사에서 종양 세포들은 사립체로 가득

차 있으며,1 내형질세망과 골지체 및 분비 과립이 풍부한데 이는

이들 세포가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2 사립체가 부

갑상선 호르몬 형성을 조절한다는 보고도 있다.2

1989년 Wolpert2 등은 기능성 부갑상선 호산선종이 드문 종

Fig. 1. Computerized tomography of the neck shows a 2.5×1×1
cm sized, well enhanced mass in the left parathyroid gland
(arrows).

Fig. 3. Ultrastructurally, cytoplasms of the
tumor cells are filled with many mitochon-
dria (×2,500).

Fig. 2. Histologically, the tumor is composed of broad sheets of
uniform cells having round dense nuclei and abundant
eosinophilic granular cytopla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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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므로 진단을 위해서는 엄격한 진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들이 제시한 진단 기준은 첫째, 종양의 90% 이상이 호산

성 과립세포로 구성될 것, 둘째, 조직학적으로 정상 부갑상선 조

직이 있을 것, 셋째, 수술 후 고칼슘혈증이 소실될 것이었다. 이

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1989년 이전에 보고된 65예 중

반수 정도만이 기능성 부갑상선 호산선종에 합당하다고 하 다.

따라서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유발하는 부갑상선 호산

선종은 보고되는 예들보다 훨씬 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임상 양상을 보인 환자에서 수술

로 적출된 본 종양은 종양의 말단부에 정상 부갑상선 조직을 보

이며 종양세포의 부분이 호산성 과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선

종이었고, 수술 후 혈중 칼슘치가 정상화되었던 점이 위의 진단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원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호

산선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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