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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유두암 환자에서 발생한 종양색전증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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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Thyroid Papillary Carcinoma With Pulmonary Tumor Em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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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mor embolism is defined as tumor cells within the vascular system such as pulmonary artery that is not contiguous 
with the other metastatic foci. The incidence of tumor embolism varies widely ranging from 3% to 26% among seve 
ral studies; whereas lung cancer, prostate cancer, colorectal cancer, breast cancer, pancreas cancer are associated with 
high risks for tumor embolism. However thyroid cancer is rarely associated with tumor embolism. Among the rare cases, 
tumor embolism was reported as being mostly of follicular carcinoma or undifferentiated carcinoma, but few of papillary
carcinoma. We report an unusual presentation that pulmonary tumor embolism from thyroid papillary carcinoma was
diagnosed with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CT) and chest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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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종양색전증은 전이병변을 가진 암환자에서 혈관계의 종양

세포들로 정의할 수 있는데1), 그 발생률은 여러 연구들에서 

차이가 나지만, 대략 3‒26% 정도로 알려져 있다2). Sorensen 

등3)의 보고에서 종양색전증을 잘 발생시키는 암은 폐암, 전립

선암, 대장직장암, 유방암, 췌장암의 순으로 나타났고, 갑상선

암의 종양색전증 발생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2). 

또한, 보고된 대부분이 갑상선 여포암과 미분화암에 의한 

것이었고4,5), 갑상선 유두암에 의한 종양색전증은 드물었으

며,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갑상선암,  

그 중에서도 종양색전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갑상선 

유두암 환자에서 종양색전증이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 강OO, 남자 63세

주소 및 현병력: 환자는 내원 6년 전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고,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우측 림프절절

제술 시행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180 mCi)를 받았던 자로 

꾸준히 외래 추적 관찰 중이었다. 그러던 중 환자 추적 관찰 

갑상선 초음파에서 이전 수술 부위 및 경부 임파절에서 고반향

의 결절(2 cm×0.9 cm×2 cm) 소견이 보여 미세침흡입세포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를 시행하였고, 갑상선암 

재발을 확인하여 수술 5년 만에 우측 경부 곽청술을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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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stology of the resected neck nodule (A: H&E, ×200;
B: Galectin-3, ×200). The arrow shows nuclear pleomorphism,
hyperchromasia, and cytoplasmic eosinophilia with papillary
appearance. The scanty arrow shows metastatic papillary 
carcinoma cells strongly expressed gal-3 stain that is specific
at papillary thyroid carcinoma.

Fig. 2. Chest X-ray. (A) Chest posterior anterior (PA) at 6
months ago. No remarkable findings are observed. (B) Chest
PA at admission. Newly developed multifocal patchy opacity
(arrows) on both lungs suggested possible pulmonary infarction.

Fig. 3. Chest computed tomography (CT) (A)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T (B). (A) The perfusion defect lesion
was found on left pulmonary arteries. (B) Fluorodeoxy- glucose
uptake lesion on left pulmonary arteries was correlated with 
the perfusion defect on chest CT. The perfusion defect lesion
suggested pulmonary tumor embolism.

고, 방사성 요오드 재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Fig. 1). 수술 

6개월 후 환자는 양전자 단층촬영/전산화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을 시행하였고, 

갑상선암 재발 소견 뿐 아니라, 폐에 불규칙한 고대사성(표준 

섭취계수[standardized uptake values], 6.0)의 기관지 주변의 

침윤 및 결절 소견이 보여 정밀 검진을 위해 입원하였다.

과거력: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3년 동안 치료 중이고 복용약

은 glimepiride, metformin, irbesartan이었다.

가족력: 특이사항 없었다. 

사회력: 비흡연자이다.

신체검사 소견: 환자의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0/60 

mmHg; 맥박 수, 88회/min; 호흡 수, 18회/min; 체온, 36.0°C이었

다. 환자는 만성 병색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호흡곤란을 호소

하고 있었다. 환자의 피부 및 두부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 

없었고, 경부 임파절은 촉지되지 않았다. 흉부 청진 소견은 

정상이었고, 심음도 정상이었으며 복부 진찰 소견도 압통 

및 반발통은 없었고, 장음은 정상이었다.

검사실 소견: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8,700/mm3(호중

구, 80.2%; 림프구, 8.7%; 호산구, 2.0%; 혈색소, 11.3 g/L; 

혈소판은 251,000/mm3이었고, 혈청생화학 검사 및 혈장전해

질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다. 대기 중 동맥혈가스 

검사는 pH, 7.472; PaCO2, 39.8 mmHg; PaO2, 94.7 mmHg; 

HCO3
-, 28.4 mmol/L; 산소포화도는 97.4%이었다. D-dimer, 

1.74 mg/L (normal, 0‒0.24 mg/L); prothrombin time, 13.2

seconds (normal, 9.0‒13.2 seconds); activated partial throm-

boplastin time, 33 seconds (23‒37 seconds)이었다. 내분비학

적 검사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0.01μIU/mL (normal, 

0.27‒4.2 μIU/mL), 유리 갑상선 호르몬(Free-T4), 1.71 ng/dL

(normal, 0.93‒1.7 ng/dL) 소견을 보였다.

방사선학적 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와 전산화 단층촬영에

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양 폐야의 음영이 증가된 반점형의 

다발성 병변이 보였고(Fig. 2), 우측 무명정맥 및 양측 폐동맥에 

다발성의 조영제 충만결손 및 관류결손 부위가 보였다. 이 

부위는 양전자 단층촬영/전산화 단층촬영 소견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방사성 포도당 유사체가 흡수된 병변이었다(Fig. 3).

심전도 및 심초음파 소견: 심전도상 심실 조기 수축이 포함된 

것 외에 정상 동성 리듬이었으며,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방 

비대소견 있었으나, 좌심실 수축기능은 정상(ejection frac-

tion, 61%)이었고,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y pressure, 

63.3 mmHg)을 동반한 중등도의 삼첨판 역류를 보였다.

치료 및 경과: 갑상선 유두암에 의한 종양색전증에 대한 

치료로 종양색전증 범위가 넓어 적극적인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고려하였으나, 환자가 보존적 

치료만을 원해 와파린만 복용 후 가망 없는 퇴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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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일반적으로 갑상선 유두암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공격성이 

적어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격 전이 발생 시에는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6). 갑상선 유두암의 원격 전이는 폐(72‒
76%)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이 골격계(19‒23%)이며, 드물지

만, 중추신경계, 간, 피부 등도 보고되고 있다7). 또한, 갑상선 

유두암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주로 임파성 전이(40‒60%)를 

하지만 혈행성 전이(2‒14%)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는 다른 갑상선 분화암의 혈행성 전이(22‒33%) 발생률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9) 이로 인해 갑상선 유두암에 의한 종양색

전증은 보고가 적었고, 국내에서는 보고가 없었다.

폐동맥 색전이 종양색전증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의 조직검사를 통해 종양 세포

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직검사가 불가능하여 

임상적 진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2,10). 임상적 

진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 양전자 단층촬영은 종양에 의한 

전이를 감별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11), 폐동맥색전 환자에서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다12). 대부분의 암 세포들은 

당대사가 증가되어 있으므로 양전자 단층촬영은 폐동맥 종양

색전증과 기질화된 혈전(organized thrombus)의 감별 진단에 

종종 이용되어 왔다13). 본 증례에서도 악성 병소의 확인을 

위해 양전자 단층촬영이 시행되었으며, 폐동맥에 퍼져 있는 

병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환자에서는 양전자 단층촬영에서 

폐실질 내에서도 fluorodeoxyglucose 섭취가 높게 나타난 점은 

특이적이지는 않으나, 조직검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종양

에 의한 색전증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양색전증의 표준 치료는 각 종양에 의한 항암 

치료 외엔 확립된 것이 없다. 치료와 그에 따른 예후는 전적으

로 원발암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갑상선 

유두암은 기본적으로 원발 종양의 제거와 피막 및 경부 림프절 

등에 전이된 병소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완전한 

수술적 절제는 치료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14,15). 

또한, 갑상선절제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를 통한 잔여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목적은 잔여 갑상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재발 병변의 발견과 초기 병기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보조 치료로써 국소적 재발의 위험을 

줄이고 의심스러우나 규명되지 않은 전이 병소를 파괴하여 

질병 사망률을 줄이며, 알려진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병변을 

치료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14,15).

그러나 갑상선 유두암에 의한 종양색전증에 대한 치료는 

현재 정립된 부분이 없다. 수술이 가능한 병변에 대해서는 

완전한 수술적 절제를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병변에 대해서

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와파린을 시행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소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절제가 불가능한 병소에 

대해 증상 완화 치료 등으로 외부 방사선 조사가 가끔 사용되고 

있으며,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입증된 보고는 없는 상태이다14,15). 

위와 같은 치료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환자에서는 다발성 

폐동맥 종양색전증으로 수술이 불가능하여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와파린 사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권하였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하여 가망 없는 퇴원을 하고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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