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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브스병으로 오인된 아밀로이드 갑상선종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현범, 이수형, 고기범, 조정해

A Case of Amyloid Goiter Masquerading as Graves’ Disease
Hyun-Bum Kim, Soo-Hyung Lee, Ki-Bum Ko and Jung-Hae Cho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Amyloidosis is an abnormal extracellular deposit of amyloid in various organs of the body. Amyloid goiter,
defined by a clinically detectable thyroid enlargement due to amyloid deposition, is a rare cause of
hyperthyroidism. We report the case of amyloid goiter mimicking Graves’ disease in a 62-year-old woman.
Graves’ disease was diagnosed by diffuse goiter, hyperthyroidism, and positive TSH receptor antibody. Total
thyroidectomy was planned due to progression of Graves’ disease and respiratory distress. At surgery thyroid
gland was very friable and fragmented like cobblestones when grasped with forceps. A diagnosis of amyloid
goiter was established by the presence of diffuse amyloid deposits in the parafollicular areas. After systemic
evaluation for amyloidosis, coexisting both multiple myeloma and systemic amyloidosis involving kidney and
heart were detected. She underwent palliative chemotherapy but disease progressed. Amyloid goiter might
be suspected in patient with thyroid enlargement and concomitant systemic disease such as renal or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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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질환이다. 아밀로이드는 갑상선의 실질에서 세포

서

론

바깥에 침착이 되어 여포 형태를 파괴하게 된다. 아밀로
이드 갑상선종이 있는 환자의 갑상선기능검사는 대부

아밀로이드증은 본래 생체에 없는 당단백질의 일종

분 정상이거나 종종 갑상선기능저하증을 보인다고 알

인 아밀로이드 단백이 조직이나 기관에 침착되어 다양

려져 있다. 저자들은 미만성 갑상선종이 있던 환자에

한 임상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아밀로이드증은

서 원발성 갑상선항진증 소견을 보여 그레이브스병

병인에 따라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발

(Graves’ disease)으로 진단 후 수 개월간 약물치료에도

성은 기저 질환 없이 기관의 세포 외 기질에 아밀로이드

불구하고 진행되는 갑상선 비대로 인해 경부 압박 증상

단백이 침착되는 질환인 반면에 속발성 아밀로이드증

이 발생하여 갑상선전절제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아밀

은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결핵,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로이드증이 확진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

같은 만성 염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이

다.

2)

기질에 침착하여 발생하는 것을 지칭한다. 아밀로이드
갑상선종(amyloid goiter)은 갑상선조직 내에 아밀로이
드 단백이 침착되어 갑상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매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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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y, CT)에서는 9×10 cm 크기의 내부가 균질한

증

례

(homogeneous) 미만성 갑상선 종대로 인하여 상방으로
설골까지 갑상선종이 올라와 있었으며 기도를 압박하

62세 여자 환자가 4개월 전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

는 양상을 보였다(Fig. 1C). 갑상선전절제술을 계획하

후 내분비내과에서 항갑상선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였고 수술은 일반적인 경부 접근법으로 시행하였다.

갑상선 종대가 점점 더 커지면서 경부 압박 증상 및

수술 시 갑상선 표면의 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았고 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수술 위해 본과로 의뢰되었다.

상선조직은 쉽게 잘 부서졌으나 출혈은 심하지 않았다.

과거력에서 2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으로 복막 투석을

갑상선조직 일부는 흡인기로 제거되었고 나머지 갑상

받고 있었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물치료 중이

선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수술을 마쳤다(Fig. 2A). 수술

었다. 7개월 전 갑상선 종대로 내원하여 시행한 갑상선

후 환자는 갑상선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특별한 합병

기능검사에서 fT4 2.89 ng/dL (0.6-1.3), T3 1.02 ng/mL

증 없이 퇴원하였다. 병리조직검사에서 갑상선 소포는

(0.75-1.59),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0.0015

심한 위축을 보이고 있었으며 비정상적인 섬유 단백질

uIU/mL (0.40-5.60)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

이 세포 외 기질에 관찰되어 콩고레드 염색(Congo red

자가항체 검사에서 TSH 수용체 항체 양성(TBII, 30.24

stain)을 시행하여 양성임을 확인하고 광학염색하에서

IU/L)을 보였으나 thyroid peroxidase (TPO) 및 thyro-

밝은 녹황색의 이중굴절(apple green birefringence)이 관

globulin (Tg)에 대한 항체는 음성이었다. 당시 시행한

찰되어 아밀로이드 갑상선종으로 확진되었다(Fig.

갑상선 초음파에서 미만성 갑상선비대증 및 갑상선염

2B-D). 전신아밀로이드증에 대한 검사 위해 혈액내과

이 관찰되었으나 이상 결절은 보이지 않았고(Fig. 1A),

로 의뢰되었으며 혈청에서 유리 경사슬 측정(free light

갑상선 스캔에서는 24시간 방사성요오드 섭취율이 전

chain assay) 결과 카파 경사슬(κ light chain) 및 람다

반적으로 감소되어 있었다(Fig. 1B). 갑상선의 미만성

경사슬(λ light chain)이 1203.8, 129.58 mg/L로 각각 상

종대가 있었으나, 안구돌출증이나 전경골 점액부종 등

승되어있어 원발성 전신 아밀로이드증(primary syste-

의 피부병증이 관찰되지 않아 무통성 갑상선염으로 진

mic amyloidosis)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이미 만성 신부

단하여 경과 관찰 후 3개월 뒤 갑상선기능검사를 재검

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장 침범을 추론할 수 있었고 다

하였다. 유리 T4, T3, TSH가 3개월 전과 비교하여 차

른 장기로의 아밀로이드증 침범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가 없어서(2.84 ng/dL, 0.86 ng/mL, 0.0027 uIU/mL)

심장초음파에서 3등급(echocardiographic classification

항갑상선제(methimazole) 및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병합

of diastolic dysfunction, grade III)의 제한성 심근증이

요법을 시행하였다. 4개월간 항갑상선제를 복용하였으

확인되어 아밀로이드증이 심근에도 침범한 것을 추정

나 유리 T4가 정상 수치로 회복되지 않고 갑상선의 미

할 수 있었다. 이후 골수 생검을 통하여 형질세포 증가

만성 종대가 더욱 증가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증(plasmacytosis, 11%)과 CD138면역화학검사결과 양

수술 전 시행한 경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

성으로 다발골수종으로 확진할 수 있었으며 베타2–마

Fig. 1. Preoperative imaging studies. (A) Ultrasonographic image showing enlarged thyroid gland (arrow) with heterogeneous
echogenicity. (B) A thyroid scan (Tc-99m scintigraphy) showing diffusely enlarged thyroid gland with inhomogeneously decreased
uptake in both thyroid lobes. (C) Non-enhanced axial CT scan showing symmetrically diffuse goiter without n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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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yroid pathology. (A) The thyroid gland was soft and fragile. Most of remnant thyroid gland tissue was removed by
suction during operation. (B) Eosinophilic and amorphous substance accumulation (arrows) is seen in the interstitium (H&E, ×200).
(C) Congo red staining marks the deposit (arrows) (Congo red, ×200). (D) Amyloid deposition showing apple-green birefringence
under polarized light microscope (×200).

이크로글로불린(β2-microglobulin) 수치가 30 μg/mL으

밀로이드의 침착으로 인해 발생한 갑상선 비대를 아밀

로 상승되어 있어 진행된 병기 및 불량한 예후를 예측

로이드 갑상선종으로 처음 명명하였다.

할 수 있었다. 환자는 결론적으로 다발골수종과 갑상

갑상선종은 다른 갑상선종과는 병리학적으로 차이가

선을 비롯하여 신장 및 심장을 침범한 원발성 아밀로

있다. 우선 정상적인 갑상선 콜로이드가 잘 보이지 않

이드증으로 진단되었으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

으며 대부분 갑상선 여포가 심한 위축이 동반되어 있

3,4)

아밀로이드

여 멜팔란(melphalan)과 프레드니졸론(prednisolone)으

거나 이미 파괴되어 상피세포들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로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반응이 없어 bortezomib으로

또한 갑상선 콜로이드 사이로 호산성이지만 정상 섬유

변경하였으나 말초신경병증이 악화되어 항암치료는

질과는 다른 비결정질 물질들이 산발적으로 침착되어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하면서 현재 경과 관찰 중이다.

있다. 콩고레드 염색에 양성 반응을 보이며 편광 현미

3)

경하에서 밝은 녹황색의 이중굴절이 보인다. 따라서

고

찰

확진을 위해 갑상선에서 병리조직을 채취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

1855년 Rokintasky는 갑상선 내 아밀로이드가 침착

아밀로이드 갑상선종은 대부분 급속하게 성장하는

된 사례를 처음으로 보고하였고 1904년 Eiselberg가 아

무통성의 압박성 갑상선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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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암 특히 역형성 갑상

존스 단백(Bence-Jones protein) 검출, 혈청면역전기영

선암이나 비호즈킨 림프종과 감별이 필요하다. 아밀로

동법, 신체 여러 부위에서 골용해성 병변이 있는지 확

이드 갑상선종은 주로 미만성으로 양측 엽을 침범하지

인하기 위한 방사선학적 검사, 골수검사 등을 시행하

만 역형성암은 결절을 형성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

게 된다. 갑상선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되어 아밀로이

는 양상을 보이고 림프종은 주로 일측 엽의 비대를 동

드 갑상선종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원발성 아밀로이드

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감별할 수 있다.

증에서는 약 0.04%에서 보고되고 있고, 반면에 속발성

그레이브스병은 TSH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갑

6)

아밀로이드증에서 갑상선을 침범하는 경우는 56% 정
3,4,7)

상선을 자극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초래하는 자가

도로 알려져 있다.

면역질환으로 미만성 갑상선종, 갑상선기능항진증, 안

알부민혈증(hypoalbuminemia)을 동반한 단백뇨(protei-

구돌출증, 피부병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안구돌출

nuria)가 나타나며, 사구체보다 세뇨관에 아밀로이드

증이나 피부병증이 없는 경우도 많아 미만성 갑상선종

침착이 심할 경우에는 고질소혈증(azotemia) 등으로 증

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경우로 현재는 정의하고

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장의 아밀로이드증은 심초음

있다. 한편 갑상선 안병증이 없는 경증의 그레이브스

파에서 두꺼워진 심실벽과 이완기 장애를 보이는 제한

병을 무통성 갑상선염과 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성 심근병증의 소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본 증례

본 증례에서도 첫 내원 시 무통성 갑상선 종대와 갑상

에서는 갑상선의 경우 조직학적으로 진단되었으며 심

선기능항진증이 있었으나 갑상선 스캔에서 방사능 섭

장에서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초음파 소견으

취율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있어 무통성 갑상선염으

로 침범되었을 것으로 임상적으로 의심되었다. 또한

로 진단하고 경과 관찰만 하였다. 그러나 TSH 수용체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이

항체에 대한 양성과 자연 경과 중에도 갑상선기능이

불분명하였으나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신장의 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항갑상선제 치료에도 불구하

밀로이드 침착 때문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 항진증이 교정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그레이브스

또한 본 증례처럼 원발성 전신 아밀로이드증은 57-80%

병으로 다시 진단하였다. 문헌 보고에 의하면 갑상선

의 빈도로 다발 골수종과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내에 아밀로이드 단백이 축적되더라도 환자의 갑상선

다.

신장에 침범되었을 시 가장 먼저

8)

기능검사는 대부분 정상이지만 경우에 따라 갑상선기

현재까지 아밀로이드증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치료

능 이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갑상선저하증이

제는 없다. 따라서 아밀로이드증은 장기를 침범한 정

2)

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 갑상

도에 따라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 국소화된 아밀로이

선의 여포 세포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추

드증은 수술적 완전절제가 가장 중요하고 본 증례처럼

정된다. 그러나 본 증례 환자의 경우처럼 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 갑상선종이 있을 경우는 압박 증상을 완화

단백이 갑상선 간질에 침투하여 이차 반응을 보인 경

시킬 수 있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될 수 있다. 반면 전신

우에는 지속적으로 갑상선 여포세포가 파괴되면서 갑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의 치료는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상선호르몬을 분비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야기할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는 골수 형질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흉골하 다발성 독성 결절이

포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결국 원발성 전신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증과 동반되어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보인

증의 치료는 다발성 골수종의 치료와 유사하다. 원발

예가 보고되었으나 본 증례에서처럼 결절 없이 미만성

성 아밀로이드증 진단 후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을

으로 비대해진 아밀로이드 갑상선종에서 기능항진증

경우 평균 1-2년 정도의 생존 기간을 보이고 있으며 심

5)

장에 침범하여 심부전이 주 사인이 된다. 젊은 환자에

전신 아밀로이드증은 신체의 여러 장기를 단발성 또

서는 골수이식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는 다발성으로 침범하게 되는데 주로 신장, 심장, 간,

경구 멜팔란과 스테로이드, 또는 bortezomib을 병합 혹

비장, 위장관 및 말초 신경 순으로 이환율이 높은 것으

은 단독 치료를 하게 된다. 예후는 원발성보다는 속발

을 보인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6)

로 알려져 있다. 신체의 한 장기에 아밀로이드증이 발

8)

9)

성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되면 전신 아밀로이드증을 감별하여 병의 이환된 범

본 증례는 갑상선 항진증과 갑상선 비대가 있어 그

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부 지방조직

레이브스병으로 진단 후 항갑상선제 치료에 반응 없이

검사를 하여 전신아밀로이드증을 감별하여야 하고 그

갑상선 종대가 급속히 진행되어 이로 인한 상부호흡기

외 흉부 CT, 신장 및 심장 초음파, 요검사를 통한 벤스-

의 압박 증상을 호전하기 위해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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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으로 진단된 경우이다. 다른
보고와 달리 아밀로이드 갑상선종에서 오랜 기간 지속
되는 갑상선항진증을 보이고 있어 그레이브스병, 무통
성 갑상선염과 감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갑상선 비대증이 급속히 성장할 경우에
는 정확한 원인 및 진단을 위해 갑상선의 조직학적 검
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 단어: 갑상선종, 아밀로이드증, 그레이브스병,
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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