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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ce of Spatially Separated Medullary Carcinoma and
Papillary Carcinoma of the Thyroid Gland
- A Report of Three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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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edullary thyroid carcinoma (MTC) may coexist with papillary thyroid carcinoma (PTC)
as a collision tumor within the same nodule or as two or more spatially separated tumors, these
two carcinomas rarely coexist. We encountered three cases of sporadic MTCs spatially sep-
arated from PTCs, which occurred concurrently, either within the same thyroid lobe or in differ-
ent thyroid lobes. In each of the cases the patients underwent total thyroidectomy and neck
dissection. PTC metastases of the lymph node were observed in two of the cases and MTC
metastasis of the lymph node was observed in one case. Among the multiple thyroid nodules
affected by both MTCs and PTCs, only the dominant nodules had spread to the lymph nodes.
Because MTC has a different clinical significance from PTC, in patients with multiple thyroid
nodules, appropriate diagnostic approaches, such as fine needle aspiration of all possible
nodules and measurement of serum calcitonin level,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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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유두암종 및 수질암종

- 3예 보고 -

수질암종은 갑상샘에서 발생하는 표적인 암종 가운데 하나

로 여포 주위 C 세포에서 유래하는 악성 종양이다. 부분 아무

런 증상도 없는 전경부 결절로 나타나지만 주위 장기 침윤에 의

한 증상, 또는 부신생물증후군 등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수질암종은 복합내분비신생물증후군을 포함한 유전성 질

환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예가

더 흔하다.1 갑상샘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종은 유두암종

이지만, 흥미롭게도 갑상샘의 다발성 결절 환자의 수술 검체에

서 드물게 수질암종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2-7 갑상샘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두암종과 함께 독립적으로 수질암종이 우연히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발성 결절을 보이는 갑상샘 질환

환자를 할 때 다소 희귀한 수질암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한 갑상샘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수질암종 및 유두암종 3예를 보고하고 이들

이 지니는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증 례

증례 1

65세 여자 환자는 상기도염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갔다가 갑

상샘의 양쪽 엽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본원에 내원하 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청학적 검사에서 칼시토닌이 69.07 pg/mL로 증

가한 소견을 보 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결과 양쪽 엽에서 종

괴 세 개가 확인되었다(Fig. 1A, B). 이 중 크기가 큰 두 종괴

에 각각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 다. 좌측 종괴에서 시행한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는 유두암종의 전형적인 세포학적 소견을

보 다. 우측 종괴의 세포 도말은 중등도의 세포 도를 보이고

다소 성근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세포들은 경도의 다형성을

보 으나 유두암종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핵 형태는 보이지 않았

다. 세포블럭으로 시행한 calcitonin, carcinoembryonic 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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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 chromogranin에 한 면역화학염색 결과 양성을 보여

수질암종으로 진단하 다. 환자는 이후 갑상샘 전적출술 및 양측

근치목수술을 시행받았다. 갑상샘 좌엽에서는 낭성 변화를 보이

는 종괴가 3.3×2.5 cm 크기로 관찰되었으며 조직학적 검사상

유두암종으로 진단되었다(Fig. 2, 3A). 우엽에서는 균질한 단면

을 보이는 다소 경계가 뚜렷한 옅은 황색의 종괴가 1.3×1.2 cm

C

F G

D E

A B

Fig. 1. In the sonogram of the case 1, an about 2.9×2.1 cm sized, oval hypoechoic nodule with microcalcifications is found in the lower
portion of the left lobe (A). In the right lobe a smaller nodule, 1.3×1.0 cm, with smooth margin is also noted (B). In the sonogram of the
case 2, two irregular hypoechoic nodules with macrocacifications are found in the mid-portion of the right (C) and left lobe (D). Another
small hypoechoic nodule, 0.4×0.3 cm, is also found in the right lobe (E). In the case 3, isthmectomy was done three years ago due to
papillary carcinoma. Contrast enhanced computed tomogram demonstrates extensive hypodense lymph node metastasis and recurrence
in the previous operation bed and left neck (F). A round, heterogeneously enhanced nodule in the left lobe is note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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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로 관찰되었고(Fig. 2), 조직학적으로는 원형의 세포들

이 잔가지 모양으로 배열된 특징적인 소견이 보 으며, 칼시토

닌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는 세포블럭에서와 동일하게 양

성 반응을 보 다. 그 외 CEA, chromogranin, synaptophysin

에도 양성 반응을 보여 수질암종으로 진단되었다(Fig. 3B, 4A).

우엽에는 또한 수질암종과 가까운 곳에 0.3×0.3 cm 크기의 경

계가 나쁜 종괴가 있었는데 조직학적으로 미세유두암종으로 진

단되었다. 경부림프절의 조직학적 검사상 왼쪽의 림프절에 유두

암종의 전이가 있었다(Fig. 2). 수술 후 환자의 칼시토닌 수치

는 4.17 pg/mL로 정상화되었다. 

증례 2

61세 여자 환자가 양쪽 갑상샘에서 종괴와 더불어 다발성의

경부 림프절 종 가 관찰되어 본원에 내원하 다. 내원 시 시행

한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양엽에서 2.0 cm 크기의 종괴가

2개 관찰되었으며 우엽에서 0.3 cm 크기의 종괴가 더 관찰되었

다(Fig. 1C-E). 크기가 비슷한 양측 종괴에 세침흡인세포검사

를 시행하 으며 양측 모두 분화가 나쁜 암종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갑상샘 전적출술 및 양측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

았다. 갑상샘 우엽에서는 경계가 좋은 2.0×1.5 cm 크기의 종괴

와 경계가 나쁜 0.3×0.2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좌엽에

서는 경계가 좋은 2.0×1.0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2). 양엽에서 관찰된 경계가 좋은 종괴는 특징적인 조직학적 특

징과 함께 콩고레드 염색에서 아 로이드의 침착이 보이고 또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칼시토닌, CEA, chromogranin, synap-

tophysin에 양성반응을 보여 모두 수질암종으로 진단되었다(Fig.

3D, 4B). 우엽의 경계가 나쁜 작은 종괴는 유두암종으로 진단

되었다(Fig. 3C). 양쪽 경부 림프절에 수질암종의 다발성 전이

가 보 다(Fig. 2). 수술 전 혈중 칼시토닌은 측정하지 않았으

나 혈중 칼슘 농도는 정상이었다.

증례 3

70세 남자 환자는 수년 전 갑상샘 유두암종과 경부 림프절 및

흉골의 전이로 갑상샘의 협부 및 우엽 절제술을 포함한 완화수

술을 받았다. 당시 유두암종의 크기가 어느 정도 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다시 내원하 다.

내원 당시 경부 컴퓨터단층촬 을 시행하 는데 다발성의 경부

림프절 종 및 종괴가 기관까지 침습한 소견을 보 다(Fig. 1F,

G). 환자는 남은 갑상샘 전적출술 및 경부 림프절 절제술 그리

고 기관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경부 림프절은 유두암

종의 전이가 보 다(Fig. 2, 3E). 기관 조직에 침윤하는 소견도

관찰되었다. 갑상샘 좌엽에 1.5×1.5 cm 크기의 경계가 좋은 종

괴가 보 고, 조직학적인 특징과 함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칼

시토닌, CEA, chromogranin, synaptophysin에 양성반응을 보

여 수질암종으로 진단하 다(Fig. 2, 3F, 4C). 내원 당시 혈중

칼슘 농도는 7.7 mg/dL이었다. 수술 후 측정한 칼시토닌은 14.7

pg/mL로 다소 증가하 다. 경부 림프절은 유두암종의 전이를

보 다(Fig. 2, 3E). 

고 찰

수질암종은 갑상샘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류의 암종과 함께 나

타날 수 있다.2-8 2004년 WHO 분류에 따르면 혼합수질-여포세

포암종유두암종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수질암종과 여포

세포에서 유래한 종양세포가 한 종괴 내에서 서로 구분되어 동

시에 존재하는 충돌종양(collision tumor)을 지칭한다.9 본 논문

처럼 한 갑상샘에서 수질암종과 유두암종이 서로 떨어져 발생한

것과는 다르다.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수질암종은 유두암종과

동반되는 사례가 가장 흔하지만,2-7 여포암종과 동반된 예도 있

으며,10 심지어는 세 가지 암이 모두 독립적으로 발견된 예도 있

다.11 다수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 다. 한

보고에 따르면 수질암종과 유두암종이 동반된 예의 빈도가 기존

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4 미세유두암종이 부검 시

또는 양성 병변으로 인한 갑상샘 절제 시 자주 관찰되는 병변이

Fig. 2. The schematic diagram of thyroid glands of three cases.
The hollow circles indicate medullary carcinomas and solid cir-
cles indicate papillary carcinomas. The circles near the trachea
indicate the metastatic tumors in lymph nodes. 

Case 1

right

0.3×0.3 cm

1.3×1.2 cm

0.3×0.2 cm

2.0×1.5 cm

Size unknown

3.3×2.5 cm

2.0×1.0 cm

1.5×1.5 cm

left

Case 2

Case 3

papillary carcinoma medullary carcinoma



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질암종 환자에게서 미세유두암종이 함

께 발생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수질암종

환자의 11.05%에서 미세유두암종이 동반되었다는 보고도 있다.4

그러나 수질암종 환자에게서 임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크기

1.0 cm 이상의 유두암종이 함께 발생한 예는 매우 드물었다. 우

리나라에서도 유두암종과 수질암종이 동시에 발생한 예가 문헌

상 4예에 불과하다.2,12-14 이 중 3예는 앞서 말한 혼합수질-여포

세포암종(충돌종양)이었으며,2,12,14 유두암종과 수질암종이 독립

적으로 발생한 예는 1예에 불과하다.13 이들은 모두 가족력이 알

려지지 않은 산발적인 증례들이었다. 두 가지 상이한 종양이 동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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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left column shows the histologic features of the papillary carcinomas in the case 1 (A), 2 (C) and 3 (E). The right column shows
the histologic features of the medullary carcinomas in the case 1 (B), 2 (D) and 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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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발생하는 이유에 해서는, 공통의 미분화 세포에서 유래한

다는 가설과 서로 다른 여포상피세포와 C 세포가 각각 종양을

형성한다는 가설이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다.10,15 미세유두암

종의 높은 발생 빈도를 감안하면 아무런 관련 없이 우연히 동시

에 발생하 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수질암종은 복합내분비신생물증후군과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진단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질암종은 갑상샘

에서 발생하는 암 가운데 2-4%를 차지한다.16 가족력 또는 복합

내분비신생물증후군과 관련되어 나타난 예가 어느 정도인지에

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한 보고에 따르면 가

족력이 있는 빈도가 전세계적인 빈도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17

그러나 수질암종은 다른 갑상샘 종양보다 가족력을 지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 한 선별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질

암종 환자의 가족에게는 칼시토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것

을 권하고 있다,1,18 또 수질암종은 염색체 10q11.2에 있는 RET

원종양유전자(proto-oncogene)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되기 때문에,1,19,20 RET 원종양유전자 돌연변이를 검

사하여 돌연변이가 확인된 가족에게는 예방적 갑상샘 절제술을

권하고 있다.15

다발성 갑상샘 결절의 세포학적 검사에서 전형적인 유두암종

이 관찰되거나 세포학적 진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질암종의

동반 가능성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증례 1은 환자의 혈중 칼

시토닌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세포블럭에서 면역화학염색을 시

행하여 수술 전에 수질암종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증례 2

는 양측 종괴에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을 시사하

는 소견은 보 으나 수질암종으로 진단할 수는 없었다. 림프절

전이를 의심하여 양측 근치목수술을 포함한 갑상샘 전절제술을

시행하 고, 조직검사 결과 수질암종으로 진단됨과 아울러 미세

유두암종이 우연히 발견되었다. 증례 3은 유두암종으로 이미 우

엽을 절제한 후 다발성 림프절 종 가 있어 림프절 및 남은 갑

상선을 절제하 으며, 림프절에는 유두암종의 다발성 전이 소견

을 보 다. 수질암종은 좌엽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수술 전 수

질암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증례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두암종에 준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결과가 되었다. 추가

적으로, 3예 모두에서 림프절 전이가 관찰되었는데 모두 우세결

절을 이루는 암종의 전이 다. 증례 1 및 증례 3의 경우 수질암

종이 이미 상당한 크기를 이루고 있었으나 크기가 수질암종보다

컸던 유두암종은 림프절에 전이된 반면 수질암종의 림프절 전이

는 관찰되지 않아서, 만약 증 된 림프절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

를 시행했더라도 수질암종의 동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

Fig. 4. Representative immunohistochemical findings of medullary
carcinomas show positive reaction of calcitonin (A), synaptophy-
sin (B), and CEA (C) in case 1, case 2 and case 3, respectively.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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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수 있다.

수질암종은 유두암종과는 달리 조기 림프절 전이, 가족력, 복

합내분비신생물증후군 등 상이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므로 수술

전 진단이 중요하다. 한 보고에 따르면 갑상샘에 다발성 결절이

있을 때는 유두암종이 의심되는 부위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수

질암종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모든 결절에 세침흡

인세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3 그러나 세포 도말 소견만

으로 수질암종을 진단하기는 어렵고 다른 종양과 유사한 소견이

나올 수도 있어서 진단율은 그리 높지 않다.17,18 추가로, 갑상샘에

다발성 결절을 보이는 환자는 칼시토닌 수치를 측정하여 또는 칼

시토닌 수치가 정상을 약간 상회하는 경우 펜타가스트린 자극 검

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수질암종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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