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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갑상선 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이다. 2012년 발표된 

대한 암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 암은 국내에서 발생한 

암 중 약 19.6%를 차지한다.1) 또한 10만 명당 62.5명의 갑상선 

암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에 속한다. 하지만 갑상선 

암은 그 유병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고,2)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보존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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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ZZThe frequency of ultrasonography and cytological examina-
tions for thyroid nodules has increased. But the efficacy of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nodule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yroid nodule size 
on malignancy. 
Subjects and MethodZZ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underwent total or hemithry-
oidectomy in a single tertiary hospital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A total of 204 nodules were 
obtained from 193 patients who underwent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before thyroid surgery. 
After each nodule was classified by size, the results of the fine needle aspiration test and risk of 
the final diagnosis were evalu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ZZThe average size of 204 Bethesda class 2 (benign) nodules was 2.99 cm, which was 
larger than those of other classes (p＜0.05). In the final histopathologic diagno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size between benign (2.41 cm) and malignant nodules (1.23 cm) (p＜0.05). In addi-
tio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nodules below 2.0 cm in size showed an 
odd ratio of 7.81, compared to the nodules larger than 2.0 cm (p＜0.05). 
ConclusionZZ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malignancy was higher when the thy-
roid nodule was less than 2 cm. Therefore, a careful observation is needed for nodules less 
than 2 cm for which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would be recommended. Conversel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diagnostic surgery for nodules larger than 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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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는 갑상선 결절

을 평가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검사가 되고 있다.4,5) 그러나 갑

상선 결절을 세침흡인검사로 진단할 때 결절의 크기에 따라 

악성 진단율과 진단의 위음성율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6,7) 

반대로, 다른 연구들에서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세침흡인

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짓기도 한다.8-10) 

갑상선 결절의 크기에 따른 악성 진단율이 변한다는 연구들

의 결론에 근거하여, 몇몇 의료진들은 갑상선 결절의 크기를 

통해 진단적 갑상선 수술을 계획하기도 한다.6,7)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 검진(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대상에 갑상선 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많은 병원들에서 갑상선 암 검진을 위한 초음

파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11) 이로 

인해 1962~2009년 사이 한국에서는 1 cm 이하의 작은 갑상

선 암이 진단되는 비율이 6.1~43.1%까지 증가하였다.12) 낮은 

수가의 검진을 통하여 갑상선 암이 많이 진단되는 이러한 한

국의 의료 환경 속에서 수술 전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세침흡

인검사를 통해 최종 악성 진단을 예측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환자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의무기

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수술 전 세

침흡인검사 및 최종 악성 진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이 연구는 본원 임상시험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KU-
GH16304-002)을 받아 진행된 연구이며,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갑상선 엽절제술 

혹은 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

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196명의 환자가 갑상

선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 환자들의 갑상선 결절 204개에 대

해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였다. 환자들 중 완결 갑

상선 절제술(completion thyroidectomy)의 목적으로 수술 받

았던 환자 3명을 제외하여 총 193명의 환자들이 대상이 되었

다. 갑상선 수술의 결과 총 255개의 결절의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했던 204개의 갑

상선 결절만 연구에 포함되었고, 수술 결과 추가로 얻어진 51

개의 조직검사 결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방  법

환자들의 의무기록에서 세침흡인검사의 세포학적 검사 결

과, 갑상선 결절의 개수, 결절의 크기, 조직학적인 최종 진단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갑상선 결절의 크기는 수술 전 

시행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고, 가장 큰 지름을 기

준으로 평가하였다. 갑상선 결절 중 실제로 수술 전 세침흡인

검사를 시행한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수술 후 조직학적 

검사상 발견되는 추가적인 결절은 모두 제외하였다. 하나의 

결절에 대하여 두 가지의 다른 세침흡인검사 결과가 발생하

였을 때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채택하였다. 

 갑상선 세침흡인검사의 약 90.2%(204개 중 184개)는 숙련

된 본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과 두경부 분과 전

문의가 진행하였으며, 모두 초음파를 이용하여 원하는 결절

에 27-gauge 바늘 끝이 위치한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검체에 대한 세포학적인 분석은 5년 이상의 숙

련된 경력을 가진 본원의 병리학 전문의가 시행하였다. 20개

의 검체는 타 병원에서 시행한 세침흡인검사로 얻어졌으며, 

이 중 18개는 마찬가지로 숙련된 병리학 전문의가 재분석하였

다. 나머지 2개의 검체는 검사를 시행했던 타원의 검체 판독 

결과지를 참조하였다. 

검체의 세포학적인 분석은 2009년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

표한 The Bethesda System for Reporting Thyroid Cytopa-
thology에 따라 6가지 범주로 나타냈다. Class 1은 nondiag-
nostic, class 2는 benign, class 3은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또는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
icance, class 4는 suspicious for follicular neoplasm 또는 

follicular neoplasm, class 5는 suspicious for malignant dis-
ease, class 6은 malignant 결과를 나타낸다. 

Benign 결과를 나타내는 class 2를 음성 결과로 판단하였

고, class 3부터 class 6까지를 악성의 가능성이 있는 양성 결과

로 두고 세침흡인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음성예측도, 양성예

측도를 구하였으며, 위음성율은 세침흡인검사상 양성 결과

를 보인 결절이 수술로 얻어진 최종 조직검사 결과가 갑상선 

암으로 진단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하여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세침흡인검사 결과가 악성 

진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시행하

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value 0.05 이하로 하였으며 통

계적 검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 version 22.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결      과

갑상선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였던 총 193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은 153명(79.3%), 남성은 40명

(20.7%), 성비는 3.8:1이었다. 평균 연령(표준편차)은 49.4세

(12.4세), 중간값은 49세(14.0~83.0)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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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결절의 크기(표준편차)는 1.5 cm(1.2)로 측정되었으며 

총 204개의 갑상선 결절 중, Bethesda class 1은 5개(2.5%), 

class 2는 21개(10.3%), class 3은 21개(10.3%), class 4는 12개

(5.9%), class 5는 30개(14.7%), class 6은 115개(56.4%)로 나

타났다. 최종 조직검사 결과 악성 결절은 162개, 양성 결절은 

42개였다. 162개의 악성 결절 중 155개의 결절(95.7%)이 pap-
illary carcinoma였고, 7개(4.3%)는 follicular carcinoma였다. 

42개의 양성 결절 중 가장 많은 것은 nodular hyperplasia(n= 

31, 73.8%)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2에서 각 결절을 크기별로 분석하였는데, 1.0 cm 이

하의 결절은 99개(48.5%), 1.0 cm 초과 2.0 cm 이하의 결절은 

64개(31.4%), 2.0 cm 초과 3.0 cm 이하의 결절은 19개(9.3%), 

3.0 cm 초과 4.0 cm 이하의 결절은 11개(5.4%), 4.0 cm 초과하

는 결절은 11개(5.4%)였다. 세침흡인검사 결과별 결절의 크기

를 비교해 보았을 때, class 2에서만 평균 2.99 cm로 다른 class

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one-way ANOVA, p＜0.05). 최종 조

직 진단에서도 양성으로 진단된 경우(2.41 cm)와 악성으로 

진단된 경우(1.23 cm)의 크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nonparametric test, Mann-Whitney 검정, p＜0.05). 또

한 크기에 따라 나눈 그룹 간의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 결과의 

분포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1.0 cm 이하의 결절과 1.0 cm 

초과 2.0 cm 이하의 결절, 2.0 cm 초과 3.0 cm 이하의 결절에

서는 Bethesda class 6의 결과(각각 63.6, 57.8, 52.6%)가 가

장 많았다. 3.0 cm 초과 4.0 cm 이하의 결절에서는 class 2와 

class 6의 비율이 27.3%로 같게 나타났으며, 4.0 cm를 초과

하는 그룹에서는 Bethesda class 2의 결과(63.6%)가 가장 많

이 나타났다. 

Table 3에서는 결절의 크기에 따른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 결

과와 최종 악성 진단의 odds ratio를 나타내었다. 결절의 크기

가 3.0 cm 초과 4.0 cm 이하인 결절과 4.0 cm 초과하는 결절

은, 1 cm 이하의 결절보다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 결과 Bethes-
da class 6을 나타낼 odds값이 각각 0.238(p=0.047), 0.123(p= 

0.010)으로 나타났다. 즉,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클수록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상 악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

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최종 악성 진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에서는 1.0 

cm 이하의 갑상선 결절을 reference variable로 하였을 때 2.0 

cm를 초과한 결절의 odds ratio는 1.0 cm 이하의 결절보다 

모두 유의하게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

Age (mean±SD) 49.4 (±12.4) years
Sex 

Male 040 (20.7)

Female 153 (79.3)

Nodule size (mean±SD) 1.5 (±1.2) cm
Bethesda class 

I 005 (2.5)

II 021 (10.3)

III 021 (10.3)

IV 012 (5.9)

V 030 (14.7)

VI 115 (56.4)

Final histopathology
Benign 042 (20.6)

Nodular hyperplasia 031 (73.8)

Follicular adenoma 006 (14.3)

Hashimoto thyroiditis 001 (2.4)

Riedel’s thyroiditis 001 (2.4)

Normal thyroid 002 (4.8)

Malignant 162 (79.4)

Follicular carcinoma 007 (4.3)

Papillary carcinoma 155 (95.7)

Table 2. FNA class and final histopathology results according to size

Test
Size group n (mean 

size±SD)1 (≤1 cm) 2 (1-2 cm) 3 (2-3 cm) 4 (3-4 cm) 5 (＞4 cm)

FNA class, n (%)

1
2
3
4
5
6

0
01 (1.0)

05 (5.1)

07 (7.1)

03 (3.0)

20 (20.2)

63 (63.6)

02 (3.1)

03 (4.7)

10 (15.6)

04 (6.3)

08 (12.5)

37 (57.8)

01 (5.3)

03 (15.8)

01 (5.3)

04 (21.1)

00 (0)

10 (52.6)

01 (9.1)

03 (27.3)

02 (18.2)

01 (9.1)

01 (9.1)

03 (27.3)

00 (0)

07 (63.6)

01 (9.1)

00 (0)

01 (9.1)

02 (18.2)

005 (1.84±0.98)

021 (2.99±2.01)

021 (1.58±1.12)

012 (1.83±0.97)

030 (1.12±1.00)

115 (1.21±0.88) 

Histopathology, n (%) 
Benign
Malignant

10 (10.1)

89 (89.9)

11 (17.2)

53 (82.8)

07 (36.8)

12 (63.2)

07 (63.6)

04 (36.4)

07 (63.6)

04 (36.4)

042 (2.41±1.61)

162 (1.23±0.98)

Total, n (%) 99 (48.5) 64 (31.4) 19 (9.3) 11 (5.4) 11 (5.4)

FNA: fine needle aspiration



www.kjorl.org 311

Impact of Nodule Size on Malignancy █ Im H, et al. 

Table 4는 2.0 cm를 기준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재시행하여 얻은 결과로써, 2.0 cm 이하의 결절은 2.0 cm 초

과하는 결절보다 7.812(3.546~17.208)의 odds값을 나타냈다. 

즉, 2.0 cm 이하의 결절에서 악성 진단이 의미 있게 상승되어 

있었다. 또한,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의 세포학적 검사 결과에 

따른 Bethesda class로 갑상선 결절을 그룹화한 후 각 그룹

별로 크기에 따른 악성도가 2 cm를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class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한 결과 2 cm 기준으로 악성도가 더 높아지는 class는 보이지 

않았다. Bethesda class 5인 suspicious for malignant disease

에서는 27.000(0.887~821.790)의 odds값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의미를 갖지는 않았다(p=0.059).

갑상선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 결과 악성으로 진단된 검체

는 162개(79.4%)였으며,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했던 결절이 갑

상선 수술 후 조직학적 검사에 따라 실제 악성으로 진단되는 

비율은 Bethesda class 1부터 6까지 차례대로 40.0, 14.2, 52.4, 

33.3, 93.3, 99.1%로 나타났다. Class 1을 제외한 199개의 갑상

선 결절을 대상으로 분석한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의 민감도

는 98.1%, 특이도는 46.2%였으며, 양성예측도는 88.2%, 음성

예측도는 85.7%였다. 이 연구에서 위음성 결과는 총 3건이 있

었다. 

고      찰

본 연구를 통하여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세침흡인검사 및 

최종 조직검사의 악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 

결과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의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절

의 크기가 2.0 cm를 기준으로 악성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

다. 최근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악성 진단과의 상관관계에 대

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며, 저자 등에 의해 시행된 본 연구 

결과는 Magister 등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2.0 cm 이하의 갑상선 결절에서 Bethesda 

class 6의 결과가 가장 많았으며, 4.0 cm 이상의 갑상선 결절

에서 시행한 세침흡인검사의 결과에서는 Bethesda class 2의 

양성 결과가 63.6%로 의미 있게 상승되어 있었다. 이는 4 cm

를 기준으로 세침흡인검사의 악성도가 증가한다는 다른 연

구들의 결론과는 상반되는 결론을 나타내고 있다.7,14-16) 오히

Table 3. Univariate odds ratio of Bethesda class 6 and final malignant result according to size

Nodule size Odds ratio* p-value
95% CI for odds ratio

Lower Upper

Odds ratio of Bethesda class 6 result
Size (＜1) 1.000
Size (1-2) 0.822 0.558 0.427 1.582
Size (2-3) 0.694 0.482 0.251 1.921
Size (3-4) 0.238 0.047 0.058 0.979
Size (＞4) 0.123 0.010 0.025 0.604

Odds ratio of final malignant result
Size (＜1) 1.000
Size (1-2) 0.541 0.192 0.215 1.360
Size (2-3) 0.193 0.005 0.062 0.601
Size (3-4) 0.064 0.000 0.016 0.258
Size (＞4) 0.064 0.000 0.016 0.258

*odds ratio for reference variables are represented as 1.000.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4. Univariate odds ratio of final malignant result (analyzed 
based on 2 cm)

Nodule size Odds 
ratio* p-value

95% CI for 
odds ratio

Lower Upper

Analyzed based on 2 cm 0.000 3.546 17.208
Size (≤2) 7.812
Size (＞2) 1.000

Each FNA class group 

FNA class 2 
Size (≤2)

Size (＞2)

4.000
1.000

0.295 0.299 53.468

FNA class 3 
Size (≤2)

Size (＞2)

1.125
1.000

0.916 0.127 9.943

FNA class 4 
Size (≤2)

Size (＞2)

3.000
1.000

0.417 0.211 42.624

FNA class 5
Size (≤2)

Size (＞2)

27.000
1.000

0.059 0.887 821.790

FNA class 6 
Size (≤2)

Size (＞2)

115391060
1.000

0.996 0.000

*odds ratio for reference variables are represented as 1.000. 
CI: confidence interval, FNA: fine needle a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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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결절의 크기와 악성 진단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들8,17)이나 0.5~0.9 cm의 갑상선 결절의 악성도가 4.0 cm 

이상의 크기를 갖는 갑상선 결절보다 높은 악성도를 보인다는 

Shrestha 등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0 cm 초과의 크기를 갖는 결절에서 Bethesda class 2의 

세포학적 검사 결과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Hammad 등16)이 

연구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비슷하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3.0 이상 5.9 cm 이하의 결절에서는 악성도가 증가하지만, 6.0 

cm 이상의 큰 갑상선 결절에서 악성도가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Bethesda class별로 군을 나눈 후 

2.0 cm를 기준으로 악성도를 분석하였을 때 2.0 cm 이하의 

그룹과 2.0 cm 이상의 그룹의 악성도 차이를 보이는 class는 

없었다. Bethesda class 5에서 2.0 cm 이하의 그룹이 27.0의 

odds를 보였으나 유의확률 0.059로 통계학적인 의미를 갖지

는 못하였다. 이는 낮은 위음성율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수술을 고려하고 시행하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 소견이 어느 정도 비정상

적이었을 것이며, 이렇게 비정상의 세포검사 소견을 보인 환자 

중 실제로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의 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숙련된 세침흡인검사의 시행과 정확한 세포

학적 분석을 통해 3건의 적은 위음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

구에 포함된 양성 결절의 수가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 양성 결

절의 검체 수를 더 증가시킬 경우 위음성율은 더 낮아질 것으

로 생각된다. 낮은 위음성율은 세침흡인검사의 악성 진단에 

대한 효용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세침흡인검사 결과를 

통해 최종진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도 세침흡인검사 결과는 악성 진단에 큰 영

향을 주는 단일 인자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단일 삼차병원에서 시행한 연구인 점

과 이로 인해 대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다기관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것에서 선택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수술을 진행

한 환자의 갑상선 결절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갑상선 결절

들의 악성(class 6)이나 악성이 의심되는(class 5) 세침흡인검

사 결과의 비율이 높다. 더불어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갑상선 

결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갑상선 암 

검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시행한 연구이므로 갑

상선 결절의 크기가 비교적 다른 연구에 비해 작게 발견 되었

을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본 연구의 갑상선 결절의 평균 

크기는 1.5 cm로 Magister 등13)의 연구 또는 Shrestha 등18)

의 연구의 갑상선 결절의 평균 크기보다 더 작았다. 마지막으

로, 수술 전 세침흡인검사를 통한 검체의 세포학적인 분석의 

결과로 Bethesda class를 이용하는데, 이는 병리학 전문의 사

이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합의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악성도에 대한 주제에서 의미 있

는 결과를 도출한 또 하나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

각한다. 특히 빈번한 갑상선 암 검진이 이루어져 갑상선의 조

기 발견 또는 과잉 진단의 문제가 대두되는 한국의 의료 환경

을 반영한 연구로써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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