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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tic Medullary Carcinoma of Thyroid to Breast; A Case 
Initially Diagnosed as Primary Invasive Lobular Carcinoma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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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sis to the breast from medullary carcinoma of the thyroid is extremely rare. We report
a case of metastatic medullary carcinoma of the thyroid which presented as multiple breast
masses with ipsilateral axillary lymphadenopathy in a 48-year-old woman. Six years ago, she
underwent total thyroidectomy and neck dissection because of palpable neck masses, with a
diagnosis of medullary thyroid carcinoma. Histological features of breast masses showed sin-
gle-file or linear-cord arrangements, with plasmacytoid appearance, and the initial diagnosis
was invasive lobular carcinoma. She underwent modified radical mastectomy. The tumor cells
were diffusely positive for E-cadherin, calcitonin and thyroid transcription factor-1 (TTF-1) and
were metastatic medullary carcinoma of thyroid. In the patients with a history of medullary
carcinoma of the thyroid, a careful examination is necessary for a breast mass composed of
solid and cord-like clusters of small round to ovoid cells with plasmacytoid appearance. Immuno-
histochemical staining for E-cadherin, calcitonin and TTF-1 could be helpful for differential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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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예 보고 -

갑상샘의 수질암종은 모든 갑상샘 결절의 0.57%를 차지하며,1

갑상샘암종의 10% 정도다. 부분 갑상샘의 소포에서 발생하는

비수질암종과는 달리 수질암종은 소포곁세포에서 발생한다. 갑

상샘 수질암종은 조직학적 소견을 보면 종양 세포들이 판, 기둥

이나 뭉치를 형성하고 이들이 섬유혈관의 간질로 나뉘는 모습을

띤다.2,3 종양세포는 부분 거친 염색질을 가진 둥 거나 난원형

의 핵을 함유하고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으며 유사분열이 매우

드물게 관찰된다. 세포질은 과립상의 호산성 또는 양염색성이며

형질세포와 닮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4-6 수질암종은 조기 전이

가 흔하며, 만져질 정도 크기의 수질암종의 20% 정도에서 수술

중 원격전이가 발견된다.7 수질암종의 혈행성 원격전이의 장기

는 간, 폐, 뼈 등이고 드물게 뇌와 골수 등이다. 이에 비해 유방

으로의 원격전이는 매우 드물고, 적은 증례만 보고되어 있다.8-12

방사선학적 특징뿐 아니라 세포학적 특징도 유방의 소엽암종과

유사하여 오진한 경우도 보고된다.9 저자들은 최근 갑상샘 수질

암종의 일측성 유방 전이를 초음파 유도 유방절제술의 조직 절

편에서 원발성 소엽암종으로 오진한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

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8세 여자환자가 6년 전 갑상샘 결절과 목 림프절의 크기 증

가소견이 있어 전갑상샘 절제술과 근치적 림프절 확청수술을 받

았고 수질암종으로 진단 받았다. 수질암종은 오른쪽 갑상샘에 위

치하고 있었으며 크기는 2 cm 으며 목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

었고, 수술 후 시행한 131I-MIBG (metaiodobenzylguanidine)

신티그래피상 남아 있는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 후 환자

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추적 관찰 중이었다. 방사선 치료를 받

은 후에 칼시토닌 수치가 수술 직후 시행한 567.2 pg/m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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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감소하지 않은 추세 으나 목의 전산화 단층촬 과 131I-

MIBG 신티그래피상 종물이나 전이 림프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2년 전부터 왼쪽 유방에 종물이 만져졌고 최근에 갑자기 커지는

양상이 있어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계가 불분명

한 여러 개의 종괴가 발견되어 초음파 유도 유방절제술을 시행

다. 초음파 유도 유방절제술을 시행받기 전에 칼시토닌 수치는

409.9 pg/mL이었다. 조직절편의 현미경 소견상 종양세포는 뭉

치나 기둥형의 배열을 하면서 이들이 섬유성 간질로 나뉘는 모

습을 하고 있었다(Fig. 1). 일렬종 (Indian file)의 배열은 명

확하지 않았고, 세포학적으로 종양세포의 크기는 작고 하나의

둥 거나 난원형의 핵이 세포의 중앙이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형질세포와 비슷한 모습을 보 다(Fig. 2). E-cadherin 등의 면

Fig. 1. Tumor cells are arranged in nesting or trabecular pattern
and separated by hyalinized stroma.

Fig. 2. Tumor cells have centrally or eccentrically located small
nuclei simulating plasmacytoid appearance.

Fig. 3.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E-cadherin (A), calcitonin (B)
and TTF-1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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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세포학적 특징과 종양

세포의 배열상의 특징이 원발성 소엽암종과 유사하여 이로 진단

하 다. 양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 상 왼쪽 유방, 그리고 목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섭취율이 증가된 여러 개의 종괴가 발견되었

고, 이후 환자는 목의 선택적 림프절 확청수술 및 변형근치유방

절제술과 겨드랑이 림프절 확청수술을 받았다. 유방조직의 단면

상에는 서로 인접해 있는 다섯 개의 작고 경계가 좋지 않은 종괴

들이 발견되었고 가장 큰 종괴는 0.8 cm이었다. 조직절편의 조

직학적 특징은 초음파 유도 유방절제술 시의 종양과 같았고, 목

과 겨드랑이 림프절에서도 같은 종양세포가 발견되어 전이가 있

음을 확인하 다. 원발성 소엽암종과 전이성 갑상샘 수질암종을

감별하기 위해 E-cadherin, calcitonin과 thyroid transcription

factor-1 (TTF-1) 등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한 결과 세

가지 모두 종양세포에 양성이었다(Fig. 3). 이에 전이성 갑상샘

수질암종으로 확진하 다. 이후에 환자는 추적관찰 중이나 다른

곳의 전이나 재발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 찰

유방으로의 전이암종은 매우 드물며, 전이암의 조직학적 형태

가 원발암과의 유사하여 이전에 다른 장기의 암종이 있는 환자

더라도 유방 종괴가 발견되면 원발성 암종을 먼저 감별진단에

포함시킨다. 특히 소엽암종의 경우 많은 경우가 다발성으로 발생

하고 또한 양측성인 경우가 보고에 따라 8-19%로 비교적 많아

서 임상적으로 전이암종과의 감별이 더욱 어렵다.13 전형적인 수

질암종은 조직학적으로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유성

간질사이로 낱개로 흩어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일렬종 로 간질

내로 침범하는 양상을 보인다. 종양세포는 하나의 둥 거나 난

원형의 핵을 가지며 세포의 중앙이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14,15

특히 핵이 가장자리에 위치할 경우 형질세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15 또한 세포질 중간에 점액성의 내포를 가지는 경

우에 핵이 한쪽으로 치우쳐 반지세포의 모습을 띠는 경우를 표

적양 모양이라고 한다.16 유사분열은 매우 드물게 관찰된다.

갑상샘의 수질암종은 소포곁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종으로 칼

시토닌과 암배아성 항원을 분비하는 종양이다. 원격전이를 찾기

위해서 예전에는 131I-MIBG 신티그래피를 사용하 으나 최근에

는 양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 이 이용되고 있다.17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방의 소엽암종과 갑상샘의 수질

암종은 형태학적으로나 세포학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유사분열

또한 드물어서 감별진단이 어렵다. 특히 표적양 모양을 띠거나

형질세포와 비슷하거나 일렬종 로 간질 내로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서 원발성 소엽암종과의 감별이 더욱 어렵다.9 형

태학적으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 면역조직화학염색의 도움을 받

을 수 있는데, 갑상샘 수질암종의 경우는 calcitonin과 TTF-1이

양성이며18 유방의 소엽암종에서는 E-cadherin이 음성인 반면,19

갑상샘 수질암종의 경우에는 양성이다.20 이를 이용하여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발성 유방 소엽암종과 전이성 갑상샘 수질암종

의 치료는 다르며,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임상적 유사성과 조직 형태학적 유사성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학적 생검이 필요

하며, 특히 형태학적으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 면역조직화학염색

과 같은 추가적인 진단방법이 도움이 된다. 유방암종 중 작은 세

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적양 혹은 형질세포양 형태를 띠면서 일

렬종 로 간질 침윤이 관찰될 경우, 특히 목에 종괴가 있는 환자

의 경우에는 원발성 소엽암종뿐 아니라 갑상샘의 수질암종의 전

이로 감별진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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