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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의 선별과 무증상 갑상샘종의 관리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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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thyroid cancer incidence is due to the increased detection of small papillary cancers and may not interpreted 

as an increase in the true occurrence of disease. Further workup of thyroid incidentalomas—impalpable nodules 

detected fortuitously during a radiological investigation—may contribution of the increasing thyroid cancer. Screening 

asymptomatic adults or children for thyroid cancer using either neck palpation or ultrasonography is not recommended 

in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and the Korean lifetime health maintenance program. Generally, only thyroid 

incidentalomas > 1 cm should be evaluated, since they have a greater potential to be clinically significant cancers and 

thyroid nodules < 1 cm that require evaluation because of suspicious US findings, associated lymphadenopathy, a history 

of head and neck irradiation, or a history of thyroid cancer in one or more first-degree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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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갑상샘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갑상샘 초

음파 검사가 보편화되고 종합검진에서 선별검사로 갑상샘 초

음파검사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져서 촉진되지 않지만 우연히 

발견되는 갑상샘종(thyroid incidentaloma, occult thyroid nodule)

의 발견이 많아지고 있다. 만져지지 않는 무증상 갑상샘종은 

많은 임상의들에게 추가 검사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치명률이 낮은 갑상

생암을 초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갑상샘암의 발생현황 및 

선별검사와 무증상 갑상샘종의 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갑상샘암의 증가와 조기암 선별 권고안

국내에서 갑상샘암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갑상샘암

은 최근 10년 내 가장 급속히 증가하는 암으로 등록분률로 

보면 1990년 2.6%로 9위였다가 2000년 3.5%로 7위였는데 최

근 2003-2005년 7.6%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연간 증가율이 

25.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여성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5.1%로 6위 2000년 6.9%로 5위, 최근 2003-2005년 36.2%로 2위

로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인구 10만명당 조발생

률은 43.1건이었고, 여자에서는 73.5명, 남자에서는 12.3명이

다(Figure 1).1)  이러한 증가는 국내적 현상만이 아니다. 미국

에서는 1973년 10만명당 3.6명이던 발생률이 2002년에 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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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여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 자료에 따

르면 1988-2002년 동안 증가한 갑상샘암은 주로 유듀암이 증

가한 것이고, 특히 2 cm 이하 크기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국내에서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결과를 보면 유두

암이 92.8%, 여포성암 3.8%로 유두암이 90% 이상 높은 것은 미

국과 유사하다.1)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미국에서 갑상샘암 사

망률은 1973년부터 2002년 사이 10만명당 0.5명으로 변화가 

없었으며,2) 국내 사망률도 역시 변화가 없었다(Figure 3).1) 미

국의 갑상샘암 발생의 급격한 증가는 작은 유두암의 발견이 

증가한 것이고 사망률의 변화없이 전임상단계의 갑상샘암이 

검사의 증가로 일찍 발견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

하지만 국내 갑상샘암의 증가는 미국보다 높다. 국내 유병Figure 1. Incidence of thyroid cancer in Korea (1999-2007).

Figure 2. Trends in incidence of thyroid cancer (1973-2002) and papillary tumors by size (1988-2002) in the United States.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JAMA 2006;295:2166. Figure 1. Copyright © 2003.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Figure 3. Trends in mortality of thyroid cancer in Korea (2000-2007) (A) and in USA (1973-2002)(B). B: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JAMA 2006;295:2166. Figure 2. Copyright © 2003.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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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2002년 세계 암발생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한 10만 명당 

발생률인 남자 1.3명, 여자 3.3명에 비해 높다.3) 국내 갑상샘암

의 발생률은 미국 전체 발생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미국의 

인종별 발생률에 관한 연구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보면 미

Figure 4. Incidence of thyroid cancer by age in Korea (2007) (A) and by age and Ethnics in USA (1992-1998)(B). B: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2003;12:145. Figure 1.

Table 1. Recommendations for screening of thyroid cancer.  

Group Asymptomatic adult High risk group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4) 

(1996,  update in progress)

S Screening asymptomatic adults or 

children for thyroid cancer using either 

neck palpation or ultrasonography is not 

recommended ("D" recommendation).

Although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recommend for or 

against such screening in asymptomatic persons with a 

history of external upper body (primarily head and neck) 

irradiation in infancy or childhood, recommendations for 

periodic palpation of the thyroid gland in such persons may 

be made on other grounds, including patient preference or 

anxiety regarding their increased risk of cancer ("C" 

recommendation).

American Cancer Society 

(2009.4)5)

Although blood tests or thyroid ultrasound 

often find changes in the thyroid, these 

tests are not recommended for early 

detection unless there is a reason (such as 

family history) to suspect a person is at 

increased risk for thyroid cancer. 

People with a family history of medullary thyroid carcinoma 

(MTC) with or without type 2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MEN 2) may be at very high risk for developing this cancer.

British Thyroid Association 

(2007)6) 

At present there is no screening programme 

to detect thyroid cancer for the general 

population.

While screening generally is not possible, a family history for 

thyroid cancer should be taken in each case and if there is a 

strong familial incidence of thyroid cancer or association with 

other cancers, genetic advice should be considered in 

appropriate cases from the regional genetics service (IV, C).

Korean Lifetime Health 

Maintenance Program 

(2009)7)

Screening asymptomatic adults or children 

for thyroid cancer using either neck 

palpation or ultrasonography is not 

recommended ("D" recommendation). 

Although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recommend for or 

against such screening in asymptomatic persons with a 

history of external upper body (primarily head and neck) 

irradiation in infancy or childhood, recommendations for 

periodic palpation of the thyroid gland in such persons may 

be made on other grounds, including patient preference or 

anxiety regarding their increased risk of cancer ("C" recom-

men 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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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아시아인과 유사한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다.8) 그러나 미

국 아시아인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데8) 반해 한

국에서는 연령에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감소하는 것도1) 한

국에서 젊은 연령의 갑상샘암 증가가 검진에 의해 미리 발견

됨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Figure 4).

갑상샘암이 증가하는데 갑상샘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

사가 필요할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의 평생건강

관리 갑상샘암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7)

선별검사의 타당성이 있으려면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첫째, 중요한 건강문제여야 하며, 둘째, 무

증상 시기에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검사방법이 있

어야 하며 셋째, 조기발견의 효과가 있어야 하며 넷째, 검진의 

이득과 손해를 따져서 이득이 커야 한다. 

갑상샘암은 첫째, 둘째 조건은 만족한다. 중요한 건강문제

이고 경부촉진보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탁월하고 손쉬운 초

음파라는 검사가 있다. 물론 최근 갑상샘암이 작더라도 국소

전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갑상샘암이 1.5 cm 이하라도 국

소 임파선 전이 20%, 격막외 전이 59.1%, 53개월 이후 국소 재

발 0.014%를 보인다는 보고9)와 1 cm 이하라도 주위조직 침범 

28.1%, 임파전전이 30.1%였으나 원격전이는 없다.10) 하지만 무

증상 성인에서 갑상샘암을 미리 선별하는 것이 사망률 감소

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없고, 비록 집단검진을 통해 발

견한 갑상샘암이 크기가 작고 임파선 전이(38% 대 68%)가 적

지만 장기 예후를 좋게 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11) 즉 세 

번째 조건을 위배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단체에서 무증

상 성인에서 촉진이나 초음파 검사에 의한 선별검사를 추천

하지 않는다(Table 1). 더군다나 다음 장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갑상샘종의 유병률이 최고 60%까지 보고될 정도로 매우 높아, 

초음파 선별검사는 높은 위양성률이 문제가 된다. 일단 초음

파를 시행하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30-60%에서 결절이 발

견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미세침천자흡입생검(FNAB)이 

광범위하게 시행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우연히 발견된 후에 수

술해도 장기예후가 다르지 않는데, 국소재발을 보이는 0.014%

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리 수술하고 더 오랫동안 갑상샘 호

르몬약제를 장기 복용해야 하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이득보

다 손해가 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논리는 무증상성인에서 

갑상샘종을 발견하기 위한 초음파검사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무증상 갑상샘종의 관리

촉진상 만져지지 않지만 초음파 검사 등 영상의학적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갑상샘종을 무증상 갑상샘종이라

고 정의하며 크기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할 수 없지만 무증상 

갑상샘종은 대개 1 cm 이하인 경우로 정의한다. 물론 갑상샘

종이 크기가 1 cm 이상이나 간혹 2 cm 이상의 갑상샘종도 갑상

샘의 뒷면에 있거나 목 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숙련된 의

사의 진찰로 발견되지 않기도 한다.12) 

  

1. 유병률
만져지는 갑상샘종의 유병률은 미국성인에서4-7%이며13)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초음파에서 발견된 갑상샘종은 71%에

서 1 cm 이하라고 하며 갑상샘종의 5.1%에서만 진찰상 만져 진

다.14) 

Tan과 Gharib15)이 최근 15년 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

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부검사례에서 보면 30-60% 정도에서 

갑상샘종이 발견된다고 한다. 임상에서는 초음파 등 영상검

사로 발견되는 유병률은 13-50%이고, 무작위인구를 대상으

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19-67%라고 한다. 96,278명 독일근

로자(18-6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초음파검사로 

26-35세 여자에서 13%, 남자에서 9%이며, 나이가 55세 이상

이면 여자에서 45%, 남자에서 3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크기 별로 보면 0.5-1.0 cm은 인구의 10%, 1 cm 이상 결절은 

11.9%에서 발견되었다.16)

국내에서는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갑상샘 결절 유

병률이 여자 28.3-42.2%,17-19) 남자 14.1-29%18,2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부검사례에서 1 cm 이하의 미세유두암이 36%까지 발견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2. 무증상 갑상샘종의 악성 비율과 예측 요인
Tan과 Gharib15)이 체계적 종설에서 방사선 조사를 받지 않

은 무증상 갑상샘종의 경우 악성의 위험성은 0.45-13% (mean

±SD, 3.9±4.1%)라고 하였다. Gough 등22)의 체계적 종설에서는 

9.2-13%라 하며 만져지는 갑상샘종의 악성비율과 다르지 않

다고 한다. 

 즉 갑상샘종은 매우 흔히 발견되며 양성의 갑상샘종은 치

료하지 않더라도 50% 정도에서 크기가 줄어든다. 대부분의 무

증상 갑상샘종은 양성의 경과과정을 가지고 있고 몇 년후 추

적검사에서 보면 없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21)  

미세석회화, 저에코, 낭성병변보다 고형병변일 경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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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경계, 내부혈류 관찰 소견 등이 악성의 가능성을 제

시하지만 불행히도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악성과 양성을 명확

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결절 크기도 악성 예측요인이 되지 못

하며, 고형병변일 경우 양성 예측도가 15.6-27%로 가장 높은 

69-70%의 민감도를 보이는 예측 변수이다.

3. 무증상 갑상샘종의 관리 지침
FNAB의 발달로 만져지는 갑상샘종에 대한 최근의 진단

적 접근방법이 변하고 있다.18,19) 과거에는 갑상샘종이 만져지

면 1차 진단 검사로 갑상샘 스캔을 시행하여 냉결절이냐, 열결

절이냐에 따라 관리지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서 1차 

Table 2. Sonographic and clinical features of thyroid nodules and recommendations for FNA.23)

Nodule sonographic or clinical features Recommended nodule threshold size for FNA

High-risk history*  

 Nodule WITH suspicious sonographic features† > 5 mm (Recommendation¶ A)

 Nodule WITHOUT suspicious sonographic features† > 5 mm (Recommendation I)

 Abnormal cervical lymph nodes All‡ (Recommendation A)

 Microcalcifications present in nodule ≥ 1 cm (Recommendation B)

Solid nodule  

 AND hypoechoic > 1 cm (Recommendation B)

 AND iso- or hyperechoic ≥ 1–1.5 cm (Recommendation C)

Mixed cystic–solid nodule  

 WITH any suspicious ultrasound features† ≥ 1.5–2.0 cm (Recommendation B)

 WITHOUT suspicious ultrasound features ≥ 2.0 cm (Recommendation C)

Spongiform nodule ≥ 2.0 cm§ (Recommendation C)

Purely cystic nodule FNA not indicated∥ (Recommendation E)

*High-risk history: History of thyroid cancer in one or more first degree relatives; history of external beam radiation as a child; exposure to 

ionizing radiation in childhood or adolescence; prior hemithyroidectomy with discovery of thyroid cancer, 18FDG avidity on PET scanning; 

MEN2/FMTC-associated RET protooncogene mutation, calcitonin > 100 pg/mL. MEN: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FMTC: familial 

medullary thyroid cancer. 
†Suspicious features: microcalcifications; hypoechoic; increased nodular vascularity; infiltrative margins; taller than wide on transverse 

view. 
‡FNA cytology may be obtained from the abnormal lymph node in lieu of the thyroid nodule. 
§Sonographic monitoring without biopsy may be an acceptable alternative.
∥Unless indicated as therapeutic modality.  
¶Recommendation A: Strongly recommends. The recommendation is based on good evidence that the service or intervention can improve 

important health outcomes. Evidence includes consistent results from well-designed, well-conducted studies in representative 

populations that directly assess effects on health outcomes. 

Recommendation B: Recommends. The recommendation is based on fair evidence that the service or intervention can improve important 

health outcomes. The evidence is sufficient to determine effects on health outcomes, but the strength of the evidence is limited by the 

number, quality, or consistency of the individual studies; generalizability to routine practice; or indirect nature of the evidence on health 

outcomes. 

Recommendation C: Recommends. The recommendation is based on expert opinion. 

Recommendation D: Recommends against. The recommendation is based on expert opinion. 

Recommendation E: Recommends against. The recommendation is based on fair evidence that the service or intervention does not 

improve important health outcomes or that harms outweigh benefits. 

Recommendation I: Recommends neither for nor against. The panel concludes that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o recommend for or 

against providing the service or intervention because evidence is lacking that the service or intervention improves important health 

outcomes, the evidence is of poor quality, or the evidence is conflicting. As a result, the balance of benefits and harms cannot be 

determined.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Thyroid 2009;19:1167-214. Table 3.



Jung Jin Cho: Screening of Thyroid Cancer and Management of Thyroid Incidentaloma

92  |  Vol. 31, No. 2 Feb  2010 Korean J Fam Med

검사로 FNAB을 시행할 경우 수술을 25%나 감소시키는데 반

해 암의 발견율은 30-50% 가량 높이기 때문에 FNAB를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검사로 결론 내리고 있다. 과거 양성 갑상샘종

에 대해 흔히 시행하였던 갑상샘호르몬 투여에 의한 억제요

법이 최근에는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7,18) 즉 잘 

고안된 연구결과 억제요법에 의해 20% 이하에서만 갑상샘종

이 줄어들고 있고 치료에 의해 발생한 무증상 갑상샘기능항

진증의 부작용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반적 치료방법으로 권

유되고 있지 않다.17) 

Tan과 Gharib15)은 병력과, 크기, 초음파상의 모양에 따라 

치료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음파상 악성을 의심하는 소견

을 보이거나, 방사선조사의 병력이 있거나 1.5 cm 이상인 경우 

FNAB를 권유하고 있다. Tan과 Gharib15) 초음파상 양성이면서 

1.5 cm 이하인 갑상샘종은 단순히 관찰을 권유하고 있다. 미국

에서  Drinka와 Nolton24)은 노년에서 무증상 갑상샘종에 대하

여 진찰상 만져질 때까지 더 이상 검사나 치료 또는 추적검사

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Gough 등22)이 2008년 

발표한 체계적 종설에서 5 mm 이하의 무증상 갑상샘종은 방

사선 소견에서 의심소견이 없으면 반드시 그냥 둘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5-10 mm인 경우 조기진단과 수술적 절제 치료가 

예후를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FNAB없이 관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1 cm 이상인 경우에는 FNAB로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NAB는 추적검사에서 커지거나, 방사선에서 

이상의심소견(미세석회화, 고형 병변일 경우, 내부혈류 관찰, 

임파비대 중 하나)이 있는 경우에만 초기에 고려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즉 무증상 갑생샘종은 발견즉시 FNAB를 하기보다 

6개월 후에 초음파 추적검사를 하고 1 cm 이상으로 커지는 등

의 방사선 이상의심소견이 새로 발생한 경우에만 시행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22) 

2006년 미국갑상샘학회(American Thyroid Association, 

ATA)에서는 1 cm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

다. 1 cm 이하인 경우에는 초음파상 이상소견이 있거나, 가족

력이 있거나, 방사선조사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18) 2009년 개정된 ATA 권고지

침은 조금 바뀌었는데, 1 cm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할 것을 권

유하고 있는 것은 2006년 권고지침과 같다. 비록 크기가 1 cm 

이하이고 다른 이상의심소견이 없더라도 질병이환율과 사망

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물어서 매우 드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하는 진단적 노력이 비용 효과가 나쁠 뿐

만 아니라 이득보다 해가 높을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

다. 2009년에는 위험요인, 초음파 소견 등을 종합한 FNAB 권

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Table 2).23)

우연히 발견된 갑상샘종을 모두 조직검사를 하면 다음 이

유로 불필요하게 조직검사의 비율이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

다. 첫째, 미국에서 FNAB 사례의 5%만이 암으로 진단되었

다.15) 둘째, 미세유두암으로 진단받은 162명의 환자를 수술

없이 4년 동안 관찰한 결과 70%가 그대로 있었으며, 10.2%에

서 크기가 1 cm 이상으로 커졌고, 국소 임파선 전이는 1.2% 뿐

이었다. 4년 동안 결국 수술받은 34%에서 국소 임파전이는 

50.5%, 8년 국소 재발이 5%있었으나 갑상샘암에 의한 사망은 

없었다.25)  

갑상샘암이 1.5 cm 이하라도 국소전이를 보이고 격막외 

전이가 최대 59%까지 보이더라도 국소 재발률이  일만 명 중 2

명 이하(0.014%)로 매우 낮으므로9) 저자도 우리나라 의료환

경을 고려하여 1.0 cm 이하이고 가족력이나 방사선 조사 병력

이 없고 초음파상 악성이 의심되는 소견이 없다면 단순히 관

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환자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등의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 

적절한 관리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가정의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인다. 

요약

갑상샘암의 증가는 실제 발생률의 증가라기 보다도 임상에서 

갑상샘 초음파검사 시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발견된 무증

상 갑상샘종의 추가 평가을 위해 시행된 침습검사의 시행도 

갑상샘암의 발견에 기여하고 있으리라 보인다. 미국질병관리

특별위원회,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대다수 임

상지침 관련 단체에서는 무증상성인에서는 갑상샘암의 선별

을 권고하지 않는다. 무증상 감상샘종은 크기가 1.0 cm 이상인 

것만 평가해야 하며 크기가 1.0 cm 이하인 경우에는 가족력이

나 방사선 조사 병력이 있거나 초음파상 악성이 의심되는 소

견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검사를 하고, 추가 위험요인이 없다

면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심단어:  갑상샘암; 선별검사; 무증상 갑상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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