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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갑상샘 종양은 비교적 드문 내분비 종양으로, 고칼슘

혈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부갑상샘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

가고 초음파나 섬광조영술 (scintigraphy), 컴퓨터 단층촬

영 등의 방사선 검사로 커져 있는 부갑상샘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고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통해 부갑상샘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부갑상샘 종양의 경우

대부분 갑상샘과 밀착되어 있어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샘

종양과구별이쉽지않고임상소견없이세포소견만으로

갑상샘과 부갑상샘 종양을 감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

논문에서 부갑상샘 병터를 갑상샘 병터와 감별할 수 있는

세포 소견에 대하여 기술했지만 논문마다 감별점이 다르

고서로상반된결과를보여주기도하였고,1-6 아직까지부

갑상샘 종양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단일 세포 소견은

알려져있지않다.

저자들은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갑상샘병터로오인되

었던 부갑상샘암종 2예와 부갑상샘항진증의 소견을 보였

던부갑상샘종 1예를경험하였고본논문에서부갑상샘병

터의 세포 소견을 검토하고 갑상샘 병터와의 감별점에 대

하여논의해보고자한다.

부갑상샘 종양의 세침흡인 세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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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thyroid tumors may b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thyroid follic-

ular lesions, especially when a tumor is nonfunctioning. We report here

two cases of asymptomatic parathyroid carcinoma preoperatively mis-

diagnosed as thyroid follicular lesions, and one case of parathyroid

adenoma showing hyperparathyroidism, and review the cytologic fea-

tures favoring the diagnosis of parathyroid neoplasm. The cytologic

findings that are characterized by clean background, monomorphic

small cells, cohesive three-dimensional papillary clusters, small tight

clusters with scattered naked nuclei, and well-defined clear cytoplasm

favor a diagnosis for the parathyroid lesions. Cytologic findings such as

macrofollicular structure, presence of colloid and macrophages, and

presence of perivacuolar cytoplasmic granules on May-Grunwald-

Giemsa stain support a diagnosis of a thyroid follicular lesion. The

cytomorphology of parathyroid tumors is so variable that the distinc-

tion from a thyroid lesion cannot be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ingle feature only but on the cytologic features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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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1

임상 소견

55세 여자 환자가 우측 목에서 종괴가 만져져서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특별한 질병을 앓거나 수술을 받은 적

이 없었고 1년간 지속된 두통을 호소하였을 뿐 다른 증상

은 없었다. 갑상샘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갑상샘에 3.7×

2.7×2.4 cm 크기의 경계가 분명한 충실성 종괴 (Fig. 1)

와 0.3 cm 에서 0.9 cm 크기의경계가불규칙한종괴세개

가관찰되었다. 이중에서가장큰종괴에서초음파유도세

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갑상샘 소포종양이 의심

되어 갑상샘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에 시행한 혈중

칼슘수치는 12.7mg/dL로약간증가되어있었으나부갑상

샘호르몬에대한검사는시행하지않았다. 

세포 소견

세침흡인도말슬라이드의배경은깨끗하였고콜로이드

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세포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삼

차원 구조를 보이는 세포 군집은 중심부에 섬유조직과 혈

관이 있고 가장자리로 세포들이 기둥 모양 또는 미세소포

모양을 이루며 둘러싸는 유두상의 형태를 보였고 (Fig.

2A), 단단하게 응집된 작은 세포 덩어리가 도말되었으며

상피세포의 핵이 세포질 없이 낱개로 흩어져 있었다. 덩어

리를 이루는 세포들은 기둥 모양이나 미세소포 모양, 그리

고 가성로제트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도말된 세포는 비

교적 크기가 균일하였고 세포의 핵은 적혈구와 크기가 비

슷하거나 약간 컸으며 둥글거나 난형이었고 과다염색상을

보였다. 염색질은균일한과립상이었고핵막은매끈하였으

며 수 개의 불분명한 핵소체가 관찰되었다 (Fig. 3A). 세포

질은 얇고, 경계가 불분명하였고 핵 세포질 비가 증가되어

있었다. 여기에 과립상의 풍부한 세포질을 가진 호산성 세

포가부분적으로섞여서나타났고소수의대식세포도관찰

되었다. 

조직 소견

육안검사에서오른쪽갑상샘에 4개의종괴가관찰되었

Fig. 1. Sonographic finding of the Case 1 parathyroid carci-

noma. A large lobular, hypoechoic nodule is seen in the thy-

roid parenchyma.

Fig. 2. Low power cytologic findings. (A) Smears reveal three-dimensional clusters showing delicate vascular cores and sur-

rounding epithelial cells that are arranged in trabecular or microfollicular pattern (case 1). (B) Small tightly cohesive clusters of

parathyroid cells are smeared. The background is clean without colloid (case 3) (Papanicola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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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장 큰 종괴는 크기가 3.4×3.2cm 이었고 갑상샘에

단단히 밀착되어 갑상샘 기질 내에 부분적으로 파묻혀 있

는 양상이어서 갑상샘 기원의 종양처럼 보였다. 종괴는 경

계가분명하였고두꺼운피막으로둘러싸여있었으며회백

색의 충실성의 단면을 보였다 (Fig. 4A). 주변 갑상샘 기질

내에는 1.2 cm, 0.6 cm, 0.3 cm 크기의경계가불분명하고

단단한종괴가있었다. 가장큰종괴는풍부한혈관조직과

함께균일한크기의투명세포들이판상으로치밀하게배열

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기둥 모양이나 가성 로제트 모

양, 미세소포모양을이루고있었다. 종양세포들이종괴를

둘러싼 피막의 혈관을 침윤하고 있었으나 (Fig. 4B), 피막

을뚫고주변장기로침윤하는소견은관찰되지않았다. 면

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한 결과 부갑상샘 호르몬과 chro-

mogranin A에양성을보였고칼시토닌과갑상샘글로불린

에음성을나타내었다. 이러한소견을바탕으로가장큰종

괴는부갑상샘암종으로진단되었다. 증례 1에서부갑상샘

암종으로 진단된 가장 큰 종괴 이외에 주변 갑상샘 기질에

서 보였던 경계가 불분명한 세 개의 종괴는 전형적인 현미

경소견을보이는갑상샘유두암종이었다.

증례 2

임상 소견

44세 여자 환자가 우측 경부에서 종괴가 만져져서 내원

하였다. 환자는 특이한 병력이나 증상이 없었고 갑상샘 초

음파검사에서 4.4×2.5 cm 크기의엽상모양을보이는충

실성 종괴가 우측 갑상샘에서 관찰되었는데 이 종괴는 갑

상샘 스캔에서 비기능 결절의 형태로 나타났다. 좌측 갑상

샘에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종괴에 대한 세침흡인 세포검

사를시행한결과갑상샘의결절성갑상샘종으로진단되었

Fig. 3. High power cytologic findings. (A) The tumor cells forming a microfollicular pattern show monotonous small round nuclei,

a delicate amphophilic cytoplasm with indistinct cell borders, and several indistinct nucleoli (case 1). (B) For case 2, tumor cells

show a clear cytoplasm and distinct cell borders; (C) Several oxyphilic cells are scattered in the cluster (arrows) (Papanicola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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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측갑상샘절제술을시행하였다. 환자의수술전혈중

칼슘 수치는 정상이었고 부갑상샘 호르몬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않았다. 

세포 소견

도말 슬라이드의 배경에는 단백질양 물질과 피가 도말

되었고 콜로이드는 관찰되지않았다. 세포밀도가 전반적으

로 낮았으나 삼차원의 유두상 구조와 기둥 모양을 보이는

큰 세포 군집이 도말되었고 그 주변으로 상피세포의 핵이

세포질 없이 낱개로 흩어져 있었다. 도말된 대부분의 세포

는 비교적 크기가 작고 균일한 모양을 보였지만 핵소체가

뚜렷하고 경도의 이형성을 보이는 몇 개의 세포들이 섞여

서나타났다. 기둥모양을보이는큰세포군집은세포질이

투명하고 경계가 분명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Fig.

3B). 여기에 호산성 과립을 함유한 풍부한 세포질을 가진

호산성 세포가 부분적으로 섞여서 나타났고 (Fig. 3C), 소

수의혈철소을함유한대식세포도관찰되었다. 

조직 소견

종괴는 3.5×2.4 cm 크기로 갑상샘에 단단히 밀착되어

Fig. 4. Histologic findings of parathyroid carcinomas. (A) Grossly, a large, well encapsulated mass with lobular, grayish yellow, soft

cut surface (arrowheads) and a small ill-defined, grayish white, and firm mass (arrows) are seen in the thyroid parenchyma (case

1). (B) Low power view of parathyroid carcinoma demonstrates the frequent vascular invasions in the capsule of the mass (case

1). (C) The tumor cells are arranged in a trabecular or solid pattern with a delicate capillary network. An increased nuclear cyto-

plasmic ratio, hyperchromatic small nuclei and well-delineated cytoplasmic borders are seen. A mitotic figure is seen in the cen-

ter (arrows). (D) The oxyphilic cells (arrows) are intermingled with chief cells (case 2)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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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갑상샘에서돌출된종괴로보였고피막으로둘러싸

여있었으며부분적으로두꺼운섬유띠로구획이나뉘어져

있었다. 현미경소견에서는종양세포들이기둥모양또는,

미세소포 모양을 이루면서 모세혈관망으로 둘러싸여 있었

다. 부분적으로 유두상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종양 내부

에 부분적으로 심한 출혈과 혈철소를 함유한 대식세포를

관찰할수있었다. 종양을구성하고있는세포들은핵이과

다염색 되었고 핵 세포질 비가 높았으며 주로 세포간의 경

계가분명하고과립상의세포질을가진주세포로구성되어

있었고 (Fig. 4C) 여기에호산성세포가사이사이에흩어져

있었다 (Fig. 4D). 종양 세포의 핵은 경도의 다형태 소견을

보였으며 50개의 고배율 시야에서 약 7개까지 세포분열을

찾을 수 있었다. 종괴 내부에 괴사는 없었다. 종양 세포는

부갑상샘 호르몬과 chromogranin A에 양성을 보였고 칼

시토닌과 갑상샘글로불린에 음성을 나타내었으며 부분적

으로 종양 세포가 피막을 뚫고 갑상샘 기질 내부로 침윤하

는소견을보여부갑상샘암종으로진단되었다. 

증례 3

임상 소견

34세 남자 환자가 손과 얼굴에 감각이 떨어지고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있어 내원하였다. 갑상샘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갑상샘 하부에 부갑상샘으로 생각되는 3.5×2.6 cm

크기의 경계가 좋은 저음영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종괴의

내부에 부분적으로 낭성 변화를 보였다. 갑상샘 기질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수술전 혈중 칼슘은 14.2 mg/dL, 부

갑상샘호르몬은 900.7 pg/mL로증가되어있었다. 환자는

좌측요관에결석이있었고물요관콩팥증이동반되어있었

다. 환자는우측갑상샘과부갑상샘절제술을시행받았다.

세포 소견

슬라이드의배경이깨끗하였고콜로이드가도말되지않

았다. 중심부에 작은 혈관이 있고 가장자리로 세포들이 기

둥 모양 또는 미세소포 모양을 이루며 둘러싸는 유두상의

형태를 보이는 큰 세포 군집과 함께 성기게 미세소포 모양

을 이루는 작은 세포 덩어리와 단단하게 응집되어 기둥모

양을형성하는세포덩어리가도말되었다 (Fig. 2B). 도말된

세포는비교적크기가균일하였고세포의이형성은관찰되

지않았다. 세포의핵은크기가작고둥글거나난형모양을

보였으며 염색질은 균일한 과립상이었고 핵막은 매끈하였

으며 핵소체는 불분명하였다. 세포질이 얇고 풍부하며 경

계가 불분명하였고 핵 세포질 비가 부갑상샘 암종 세포보

다낮았다. 호산성세포는관찰되지않았다. 

조직 소견

육안 소견상 경계가 잘 지워지는 얇은 피막으로 둘러싸

인종괴로갑상샘과는분리되어있었다. 종괴의크기는 4 x

2.6cm 이었고 단면은 연황색으로 부드러웠고 종괴 내부에

작은 벌집 모양의 낭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세포는 기둥 모

양 또는 가성로제트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얇은 혈관에 의

해 경계가 나뉘어졌다. 종양 세포는 경계가 분명하고 풍부

하고 투명한 세포질과 작고 둥근 모양의 과다염색된 핵을

가진 주세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괴 주변에 정상 부갑상

샘 조직이 일부 남아 종괴를 둘러싸고 있었다.  종괴는 부

갑상샘종으로 진단되었고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부갑상

샘 호르몬과 chromogranin A에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할

수있었다. 

고 찰

부갑상샘 종양은 드물게 발생하고 그 세포 소견을 자주

접해 보지 않아 임상 소견과 방사선 검사에서 부갑상샘 병

터를의심하지않은경우, 세포소견만으로부갑상샘종양

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증례에서도 임상적으로

부갑상샘 병터를 의심하지 않았던 두 예 모두 세침흡인 세

포검사에서 갑상샘 소포병터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이 부

갑상샘 병터와 일차적으로 감별해야 할 질환은 갑상샘의

소포병터이다. 특히 미세소포 모양을 보이는 경우 감별이

어렵고갑상샘병터에서볼수있는 Hurthle 세포로의변화

는부갑상샘병터의호산성세포와유사한모양을보인다.1

지금까지여러논문에서부갑상샘과갑상샘병터를감별할

수 있는 세포 소견을 찾고자 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단일세포소견은알려진바가없고, 논문에따라서감별에

도움이된다고기술한소견이달랐다.1-6 Kini 등은소포구

조를형성하고콜로이드나대식세포가존재하면갑상샘병

터를 시사한다고 하였다.4 그러나 많은 예의 부갑상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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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콜로이드양 물질, 소포 구조,

그리고 대식세포, 특히 세포질에 혈철소를 함유한 대식세

포의 존재 유무가 갑상샘과 부갑상샘 종양을 감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3,5 Bondeson 등에 의하

면소포구조나콜로이드양물질, 그리고대식세포등이부

갑상샘병터에서도각각 15%, 21%, 그리고 10% 에서관찰

된다고 보고하였고,5 이러한 소견들만 고려하다 보면 부갑

상샘 종양을 갑상샘 병터로 오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3 본

증례에서도 부갑상샘 종양의 세포들이 부분적으로 미세소

포구조를형성하였으며대식세포나혈철소를함유한대식

세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부갑상샘 세포는 세포의 크기가

작고 과다염색상을 보이며, MGG 염색에서 핵이 눌리고

포개지며, 핵의 부동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갑상샘 세포와

달리 공포 주변 세포질에 과립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

으나,3,7 다른 논문에서는 부갑상샘 세포에서도 공포주변

세포질 과립을 드물게 볼 수 있었다고 하였고,5 갑상샘의

소포병터에서핵의다형태가더많이나타난다고하였다.7

Tseng 등3과 Layfield 등8 에의하면부갑상샘병터를시사

하는 가장 특징적인 소견으로 작은 세포가 단단하게 응집

되어 있는 덩어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

러한 세포 덩어리들은 상피세포가 모세혈관 주변을 따라

열을 지어 있는 삼차원적인 구조나 유두상 분지를 형성할

수있고세포들이기관을닮은형태또는기둥구조를보이

면서 미세 소엽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다.6 결합력이 있

는 삼차원 구조의 세포 덩어리와 함께 낱개로 흩어진 세포

질이 없는 핵이 섞여서 나타나는 소견도 특징적인 소견이

라고 하였으나,7  다른 논문에서는 부갑상샘 세포가 흩어져

서 도말되는 경우는 약 10.6%에서만 관찰되었다고 하였

다.3 거대소포 모양은 부갑상샘 병터에서 관찰되지 않으나

미세소포모양은두병터모두에서나타날수있다.6,7 또한

Bondeson 등은 부갑상샘 병터의 약 1/5에서 비만 세포가

도말되었고갑상샘의소포병터에서는관찰되지않아서비

만 세포가 많이 도말되면 부갑상샘 병터를 시사한다고 하

였다.5 이와 같이 부갑상샘 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

는단일세포소견은없으나각논문에서진단에도움이된

다고 기술한 소견을 정리해 보면, 부갑상샘 병터임을 지지

하는 소견으로는 배경이 깨끗하고, 작고 균일한 세포로 구

성되어 있고, 결합력이 있는 삼차원 구조의 세포 덩어리가

유두상 분지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단단하게 응집된 작은

세포 덩어리와 함께 세포질이 없는 핵이 낱개로 도말되는

점, 그리고 비만 세포가 도말되는 점 등이 있고, 갑상샘의

소포병터를시사하는소견으로는거대소포구조를보이고

대식 세포가 도말되며 MGG염색에서 공포 주변 세포질에

과립이 관찰되는 것, 그리고 배경에 콜로이드가 관찰되는

등의 소견이다. 본 증례에서는 배경이 깨끗하고 콜로이드

가 없으며 삼차원 구조의 세포 덩어리가 유두상 분지를 보

이고 단단하게 응집된 세포 덩어리와 세포질이 없는 세포

가 낱개로 흩어져 있었으며 작고 균일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세포질이 투명하고 경계가 분명한 세포가 도

말되고 호산성 과립을 가진 호산성 세포가 일부 섞여서 나

타났는데 이러한 소견은 Jin 등이 기술한 부갑상샘 암종의

세포 소견9과 유사하였고 이러한 소견이 부갑상샘 종양을

진단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부갑상샘 종양에서 세포가 유두상 구조의 단단한 군집

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샘 유두암종과 감별하기 어

려운 경우가 간혹 있다.10 갑상샘 유두암종의 경우 세포가

더 응집력이 있고 핵의 이형성이 분명하며 핵의 고랑과 핵

내 세포질 봉입체를 보이기 때문에 쉽게 감별할 수 있다.2

그러나드물게부갑상샘세포에서도핵내세포질봉입체를

보일수있다는것을인지하고있어야한다.5

또한, 부갑상샘 종양에서도 아밀로이드가 도말되는 경

우를간혹볼수있으므로5 갑상샘수질암종과감별해야한

다. 갑상샘 수질암종은 과립상의 세포질이 풍부하고 호산

성을 보이며, 세포의 모양이 형질세포를 닮거나 방추형이

고, 핵의 다형성이 더 심하며, 세포질이 없이 핵만 도말되

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부갑상샘 종양과 감별할 수

있을것이다.7 

부갑상샘 병터에서 관찰되는 세포질이 없이 도말되는

핵들은 림프구와 혼동되기 쉬워 림프구 병터를 감별해야

한다. 그러나 세포가 결합력이 있는 덩어리를 형성하고 가

염체를 가진 대식세포나 림프샘체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점, 미세혈관이많이도말되는소견, 그리고세포질이

없는 세포 사이에 세포질을 가진 세포들이 섞여 있는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림프구 병터와 감별할 수 있을 것이

다.1,11 

세침흡인 세포 소견에서 부갑상샘 병터가 의심되면 부

갑상샘호르몬이나 chromogranin A에대한면역세포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5 그러나 부갑상

샘 호르몬의 경우 위음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칼시토닌과

CEA, 갑상샘글로불린에 대한 검사를 같이 시행하여 음성

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갑상샘 호르몬에 대한

면역세포화학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포흡인 추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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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갑상샘호르몬에 대한 방사선면역측정법을 시행하면

쉽고 정확하게 부갑상샘 병터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2

최근에는 부갑상샘종이 의심되는 경우 세침흡인시에 사용

하였던바늘에남아있는세포에서 RT-PCR을이용하여부

갑상샘 호르몬 유전자 전사체를 추출하는 방법이 쉽고 민

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하였다.13 또한 낭성 변

화를 보이는 부갑상샘 병변의 경우 낭성 액체에서 부갑상

샘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되었다

고 한다.3,14 본 증례에서는 임상 소견이나 세포 소견에서

부갑상샘 병터를 의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갑상샘 병터를 검사하는 경우

라도 부갑상샘 병터일 가능성이 의심되면 위와 같은 보조

적인검사를시행해보는것이오진을피하는방법이될것

이다.

부갑상샘증식증과부갑상샘종, 그리고부갑상샘암종을

구별하는 것은 임상 소견과 함께 조직 소견을 바탕으로 이

루어지기때문에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이들을분명하게

감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은 없다.1-3,9 부갑상샘종은

세포들이치밀한세포덩어리의형태또는미세소포의형태

로도말되는경향을보이는데반해부갑상샘증식증에서는

대부분 규칙적인 세포배열을 보이는 편평한 판의 형태로

도말되고,
1
부갑상샘종의경우도말된세포가더크고핵의

크기가 다양하고 다수의 분명한 핵소체를 가지고 있으나

부갑상샘증식증에서는그러한소견이보이지않는다고하

였다.
2
또한 세포가 낱개로 흩어지지 않고 응집력이 있는

덩어리의 형태로 많이 도말되면 양성 병터일 가능성이 많

다고 하였으며,3 핵의 비정형성이 심한 것으로 부갑상샘암

종을 다른 병터와 구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1 본 증례에서

도 부갑상샘 암종과 부갑상샘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세포 소견은 찾을 수 없었으나 부갑상샘 암종의 경우 부갑

상샘종보다종양세포의핵세포질비가더높고핵이과다

염색되는경향을볼수있었다.

결론적으로 갑상샘 병터를 진단할 때 임상 소견이나 방

사선 검사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부갑상샘 병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부갑상샘 종양의 세

포 소견이 갑상샘 종양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진단적인 단

일 세포 소견이 없으므로 감별에 도움이 되는 소견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갑상샘 종양이 의

심되는 경우에는 면역세포화학검사나 RT-PCR, 방사선면

역측정법등의보조적인검사를잘이용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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