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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anglioma of the Thyroid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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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angliomas (PGs) of the thyroid are very rare tumors. Based on the medical  literature,
thyroid PGs invariably affected women and they were always thought to be benign, and they
have always been mistaken for other more common lesions. We report here on the first case
of PG of the thyroid in a 45-year-old man in Korea. Ultrasonographically, the tumor showed
hypoechoic features. Microscopically, the tumor showed the typical zellballen pattern. The
small to medium-sized tumor cells contained moderate amounts of finely granular eosinophilic
cytoplasm and round to oval nuclei with fine chromatin. The tumor invaded the thyroid cap-
sule and the extrathyroidal tissue with vascular and perineural invasion. Immunohistochemi-
cally, the tumor showed positivity for chromogranin, S-100 protein, CD56a, and synapto-
physin and negativity for calcitonin, thyroglobulin, galectin-3, p53, CK19, and EMA. The Ki-67
labeling Index was 10%. We concluded that our case has a high potential of metastasis, and
a close follow up would b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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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에서 발생한 부신경절종

- 1예 보고 -

부신경절종은 신경릉에서 기원한 자율신경계의 부신경절 조

직에서 발생하는 신경분비 종양으로서 신체 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갑상샘에서 발생한 부신경절종은 매우 드물어

1974년 Haegert 등1에 의해 첫 보고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문헌

에 약 19예만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고,2,3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

된 예가 없다.

저자들은 최근 45세 남자의 갑상샘에서 발생한 부신경절종 1

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5세 남자 환자가 내원 5개월 전부터 발생한 음성변화를 주소

로 본원 외래를 방문하 다. 환자는 6년 전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으로 수술받고 bromocriptin을 복용 중인 기왕력이 있을 뿐

다른 내분비적 이상이나 자율신경계의 과다활동성 등은 관찰되

지 않았다. 후두경 검사에서 왼쪽 성 가 정중 주위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경부컴퓨터 단층촬 에서 왼쪽 갑상샘의 뒷부분에 3.0

×2.1 cm 크기의 비교적 경계가 잘 지어지는 고형성 종괴가 보

다. 종괴는 저 도 음 을 보 고, 조 증강 후에 비균질성

조 증강을 보 다(Fig. 1B). 식도는 종괴에 의해 후 중앙 방

향으로 려 있었으며, 종괴로 인한 좌측 성 마비 소견이 관찰

되었다. 그 외에 우측 기관 주위에 장경이 약 1.4 cm로 측정되

는 림프절 비 가 관찰되었다. 초음파에서 갑상샘 피막 뒤쪽을

침범하는 병변이 관찰되었고 이에 초음파 유도하 종괴 세침 흡

입술을 2회 시행하 으나, 소수의 소포 상피 세포들만 도말되어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어서 시행한 갑상샘 스캔에서 냉

결절이 관찰되었고 양전자단층촬 술 시행 후 소포암종 의심 하

에 갑상샘 전절제술 및 경부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 다. 수술

도중 시행한 동결절편 조직검사에서 상피양 세포소들이 갑상샘

외 결합조직으로 침습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소포암종으로

진단하 다.

또한 육안 소견에서 적출된 갑상샘 좌엽 내에 3.0×3.0 cm 크

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는데(Fig. 1A), 종괴는 연한 갈색의 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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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낭성 변화나 출혈 및 괴사 소견은 없었다. 또한 부분적

으로 경계가 잘 지어지는 부위도 있었으나 체로 경계가 불분

명하 고 갑상샘 피막 침습이 의심되었다.

조직학적으로 종양은 갑상샘 실질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Fig.

2A) 비교적 일정한 크기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세포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종양세포는 작은 세포소들로 모여 있었는데 이들

은 얇은 혈관의 섬세한 망상조직으로 구분되는 전형적인 세포구

형태(zellballen pattern)를 보 다(Fig. 2B). 핵은 원형 또는

난원형이었고 섬세한 염색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사분열이 종

종 관찰되었다. 세포질은 중등도로 풍부하 고 연한 호산성으로

과립성이었으며 세포구 변연 부위에 방추형의 지지세포(susten-

tacular cell)들이 관찰되었다. 또 주변 세포 외 기질에서 섬유화

된 부위도 관찰되었다. 종양은 갑상샘 피막 및 갑상샘외 결합조

직 내로 침윤하고 있었으며 혈관 침습 및 신경 침습이 확인되었

Fig. 1. (A) Macroscopically, the tumor is located inside the thyroid (arrows) and shows pale brown solid cut surface. The tumor margin is
relatively well defined and surrounded by thyroid tissue, but also has a partially ill defined portion. (B) Contrast enhanced CT scan of the
neck. A 3.0×2.1 cm sized mass (arrows) inside the left thyroid gland is noted and the mass protrudes to the posterior portion of thyroid.
The esophagus is displaced to the posterior medial aspect. 

A B

Fig. 2. (A) The scanning view of the slide shows that the tumor location is inside the thyroid. (B) The tumor shows the classic histologic
features of paraganglioma, including a nesting (‘‘zellballen’’) pattern of growth and delicate thin-walled blood vessels. 

A B

Fig. 3. The tumor cells are immunoreactive for chromogranin. 



고, 우측 기관 옆 림프절 비 는 반응성 증식으로 진단되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종양세포는 chromogranin (Fig. 3),

S-100 단백, CD 56a, synaptophysin에 양성이었고, calcitonin,

thyroglobulin, galectin-3, p53, CK19 및 EMA에는 음성이었

으며 Ki-67 증식성 지수는 10% 다.

고 찰

부신경절종은 신경릉에서 기원하는 부신경절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부신경절이 존재하는 체내 여러 부위(후복강, 종격동,

골반강, 비강, 후두, 척수, 폐, 안와, 음낭, 간, 말총, 방광, 미주

신경, 이자상와, 십이지장의 바터 팽 부, 장간막, 경동맥소체,

Zuckerkandl 기관 등)에서 발생하며, 약 80% 이상이 경동맥소

체나 경정맥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또한 정상

적으로는 부신경절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 즉 십이지장과 말총

(cauda equina), 갑상샘에서도 발생하며 조직학적으로는 동일

한 소견을 보인다. 본 증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갑상샘에 부

신경절종이 발생한 예로서, 세계적으로 몇몇의 증례를 제외하고

부분 무증상의 여성에서 발생하 으나, 본 증례의 경우 남자

환자가 종괴로 인한 성 마비를 주소로 내원하 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1973년 Haegert 등1은 첫 증례를 보고하면서, 신경릉으로부터

기원하는 APUD 세포들이 뇌하수체, 갑상샘, 경동맥, 부신 등에

존재하며 이 세포들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종양 사이에 생물화학

적, 형태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하 다. 

1976년 Farhi 등5은 다발성 내분비 선종, 즉 말단비 를 보이

는 기능성 뇌하수체 선종 및 부갑상샘 증식증과 동반된 기능성

부신외 부신경절종증에 해 보고하 다. 이 보고에서 저자들은

뇌하수체 원기 및 성장자극세포 형성에 신경릉 조직이 관여한다

는 면역조직화학 연구결과를 제시하고,6 뇌하수체 선종과 부신

경절종의 연관성에 해 기술하 다. 본 증례의 경우 뇌하수체

비기능성 선종으로 수술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다발성 내분

비 종양과의 연관성이 의심되었으나 추가적인 분자유전학적 검

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갑상샘 부신경절종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주로 갑상샘 피막 안에 존재하는 후두 하부 부신경절에서 기원하

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3 태아기에 부신 외에 존재하던 많은

양의 부신경절 조직들이 태생 후 퇴축되지 않고 잔존하면서 종양

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7 또한 아직까지

갑상샘 부신경절종에서 가족력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SDHB 유

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질환으로 가족에 한 적절한 선별

검사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8

갑상샘 부신경절종은 정상적으로 부신경절이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문 종양으로서 수술 전이나 수술 후

진단이 매우 어려워서 쉽게 오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양이

며, 본 예에서도 수술 전 방사선 소견이나 수술 중 동결절편 검사

상 소포암종으로 오진되었다. 초음파 검사 및 세침 흡인 세포학

적 검사는 진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육

안적 형태나 전자현미경으로도 갑상샘 수질암과 감별이 어려워

La Guette 등10은 진단과 감별진단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상

피성, 신경성, 그리고 호르몬성 면역조직화학염색이라고 하 다.

따라서 무엇보다 갑상샘에서의 부신경절종의 발생 가능성을 인

지하고 갑상샘에서 신경분비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그 감별진단

에 부신경절종이 포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종양의 감별진단으로는 갑상샘 수질암, 유리질 기둥 선종

(hyalinizing trabecular adenoma, HTA), 비정형성 소포선종,

전이성 카르시노이드 종양, Hurthle 세포 종양, 전이성 신세포

암종, 그리고 저분화 암종 등을 생각해야 한다. HTA의 경우 기

둥성 성장 양상으로 인해‘‘paraganglioma-like adenoma of

the thyroid" (PLAT)라는 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

도 제기되었다.11 그러나 부분의 증례에서 가장 많은 오진의

결과는 갑상샘 수질암으로 그 특유의 세포소 모양이나 신경분비

표지자에 염색되는 성질, 그리고 전자현미경상 신경분비과립을

보이는 등의 공통점을 보여 감별진단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부신경절종 유사 수질암에 한 드문 증례들도 보고되고 있다.12

갑상샘 수질암의 경우는 개 상피세포 표지자, CEA 및 calci-

tonin에 해 양성이며 Congo red에 양성인 아 로이드가 존재

한다는 사실과 S-100 단백에 양성인 지지세포가 없다는 점으로

감별할 수 있으나,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혈청 calcitonin

수치가 보조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형태학적으로 부신경

절종은 갑상샘 협부(isthmus)를 포함한 갑상샘의 어느 부위에

서나 발생이 가능한 반면 갑상샘 수질암은 협부에서는 잘 발생

하지 않고, 주로 중간엽 부근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감별에 보조

가 될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 종괴는 갑상샘 좌엽 내에 발생하 고 calci-

tonin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으나 면역조직화학염색상 종양세포

는 chromogranin, CD56, synaptophysin에 양성을 보여 신경내

분비종양임을 증명하 으며, calcitonin, thyroglobulin, Congo

red에 음성인 점으로 갑상샘 수질암을 감별할 수 있었다. 또한

S-100 단백에 양성을 보이는 부신경절종의 지지세포를 확인함

으로써 부신경절종의 진단에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부신경절종은 갑상샘 전절제술 또는 갑상샘엽 절제술과 함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 방침으로 생각되

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택적 경부 림프절 절제나 방사선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3

현재까지 갑상샘 부신경절종에 있어서 양성과 악성을 판단하

는 단일 인자는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부위를 불문하고 부신경

절종의 악성 여부는 림프절 전이 또는 원격 전이라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14 또한 과거에는 조직학적으로는 양성 소견을 보여

도 주변 조직으로 침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악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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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보고도 있었으나,15 1992년 Brownlee 등9은 후두 침습

이 재발이나 생존에 향을 끼치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갑

상샘 부신경절종의 후두 침습은 악성 전이보다는 그 기원을 반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그 명칭은 하부 후두 부신경절종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최근 Kronz 등2은 후두, 기도, 식도, 종격동 등의 주변 조직에

한 공격적인 국소 침윤이 있어도 이것이 재발이나 원격 전이,

악성 가능성의 예측인자는 아니며, 두경부에 발생하는 부신경절

종의 경우에는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현저하므로 이것을

악성 전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 다. 1997년 Hughes 등14

은 갑상샘 부신경절종에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동맥소체 종양의

경우가 갑상샘 부신경절종 진단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사실이

라고 하 다.

현재까지 보고된 증례들 중에서 국소 재발은 발견되었지만,16

전이나 사망은 보고되지 않아 갑상선 부신경절종은 개 양성으

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 추적 관찰 기간이 짧아 장기적

인 추적 관찰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989년 Kliewer 등4은

부신경절종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면역조직화학염색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형 세포(chief cell, 주세포)에 한 2

형 세포(sustentacular cell, 지지세포)의 상 적인 비율이 감소

할수록 공격적인 성향과 전이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

다. 2005년 Kimura 등17은 부신 및 부신 외 부신경절종에 있어

서 예후를 측정하는 인자로 조직학적 양상, 세포 도, 괴사, 혈

관 및 피막의 침습, Ki-67 증식성 지수, catecholamine형 등을

이용하여 조직학적 등급을 나누고, 이 등급인자와 예후와의 연

관성에 해 보고하 다. 이 보고에 의하면 본 증례는 혈관과

피막 침습이 있고 Ki-67 증식성 지수가 10%로 중등 분화에 해

당되어 전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악성으로

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에 한

장기적이고 면 한 추적 관찰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

발성 내분비 선종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다른 내분비 기

관과 연관된 병변의 존재를 배제하기 위해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포함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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