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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topic thyroid occurs when thyroid tissue has not properly migrated from the foramen cecum to
the fourth tracheal ring along the midline of the ventral portion of the neck, but instead is located
elsewhere. There are some cases of dual-site ectopic thyroid glands, usually involving adolescents
or adults. Cases of neonatal dual ectopic thyroid glands are even rarer. We report a case of a dual
ectopic thyroid with congenital hypothyroidism found during a neonatal screening of the lingual
and upper cervical regions of a patient . The patient had no airway obstruction symptoms, such
as dysphagia or grunting. The thyroxine (T4) level was 2.49 μg/dL (normal value: 6.2-22.0 μg/dL)
and the thyroid-stimulating hormone (TSH) level was 217.85 μIU/mL (normal value: 1.7-9.1 μIU/
mL). A dual ectopic thyroid was diagnosed based on a Tc-99m thyroid scan. After receiving thyroid
hormone replacement therapy, the child has developed norm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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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중 이소성 갑상선은 태생 8주 갑상선의 이동과정이 미비하여 조직이 정상 위치에 도
달하지 못하거나 이동 경로 외의 부위에서 갑상선 조직이 발생한 것으로 갑상선 호르몬
의 요구가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소성 조직이 증식하
면서 크기 증가를 보여 진단되는 경우, 신생아기에 이소성 조직이 기도를 압박하여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갑상선 기능 호르몬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와 보이지 않는
경우로 그 양상이 다양하다. 본 증례는 신생아에서 기도압박 등의 특징적인 이학적 소견
이 보이지 않으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상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여 이중 이
소성 갑상선이 진단되었고,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유지치료로 정상 발달하고 있는 환
아로 이전에 보고된 례가 희귀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증례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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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환아: 이○○, 여아, 16일
주소: 갑상선 선별검사상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상승
현병력: 재태연령 40주, 2.3 kg, 제왕절개로 출생했으며 생후 7일째 시행한 신생아 선
별 검사에서 TSH 70 IU/mL으로 증가소견 보여 본원 외래로 전원되었다.
과거력, 가족력: 특이 사항 없음
이학적 소견: 체중 2.95 kg, 활력징후는 정상이고, 전신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의식상
태 명료하고 피부 소견상 따뜻하고 약간 건조해 보였으며,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공막
에는 색소 침착은 없었다. 청진상 호흡음, 심음은 정상이었고, 사지 부종은 없었다. 양안
간격은 벌어져 보이지 않았고, 전경부 촉지상 종괴, 임파선은 촉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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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견: 내원 당시 일반 혈액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갑
상선 기능 검사상 혈중 total triiodothyronine (T3) 1.03
ng/mL (normal, 0.75-2.6 ng/mL), total thyroxine (T4)
2.49 μg/dL (6.2-22.0 μg/dL), free thyroxine (FT4) 0.39
ng/mL (0.9-2.6 ng/mL), TSH 217.85 μIU/mL (normal,
1.7-9.1 μIU/mL)로 TSH가 생후 7일보다 증가한 소견을
보였다. 두경부 초음파상 정상적인 갑상선 조직이 잘 보이지
않고 설하선과 그 하방에 이소성 갑상선(0.8×0.4 cm)이 있
는 것이 확인되었으며(Fig. 1), Tc-99m을 사용한 갑상선 스
캔에서 설하선 위치의 중앙선과 그 하방으로 갑상선 조직의
국소적인 활성이 관찰되어(Fig. 2) 설하선과 상부 경부의 이
중 이소성 갑상선으로 진단하였다.
치료 및 경과: 환아는 이중 이소성 갑상선으로 인한 선

A

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하고 L-thyroxine
(levothyroxine sodium) 0.05 mg/day을 투여하였으며, 치
료 시작 후 2주경에 시행한 갑상선 기능 검사는 T3 1.37 ng/
mL, T4 5.74 μg/dL, FT4 0.96 ng/mL, TSH 109.34 μU/
mL로 호전 소견을 보였고, 1개월째 시행한 갑상선 기능 검
사는 T4 10.84 μg/dL, FT4 2.2 ng/mL, TSH 4.78 μU/mL
로 정상 소견을 보였다. 이후 갑상선 기능이 정상 범위 내에
서 유지되고 있으며 L-thyroxine 투여량을 12.8 μg/kg에
서 현재 4 μg/kg 이하로 감량하였으며 생후 28개월 현재 갑
상선기능호르몬 수치, 뼈나이 및 전신발육상태에서 정상적
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Table 1).

B

Fig. 1. Neck of a 16 day-old girl shows ectopic thyroid gland on sublingu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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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c-99m thyroid scan shows sublingual and upper cervical region ectopic thyroid glands.

Table 1. The table shows thyroid function hormone levels and administered levothyroxine doses according to the age
Levothyroxine
Age (month)
T3 (ng/mL)
T4 (μg/dL) FT4 (ng/mL) TSH (μU/mL) Body weight (kg)
Height (cm)
Dose (μg/kg) Total (μg/day)
16 days
1.03
2.49
0.39
217.85
2.95
10.17
30.0
1
10.84
2.2
4.78
3.9
12.82
50.0
2
15.4
2.81
0.15
5.5
57.9
10.90
60.0
3
11.95
2.26
0.12
6.8
8.82
60.0
7
11.14
2.64
0.06
9.14
71.4
6.56
60.0
11
11.57
1.82
0.17
10.3
76.0
6.01
62.5
15
1.83
2.1
0.22
12.0
82.0
5.21
62.5
22
1.63
1.78
1.26
14.0
4.46
62.5
Abbreviations: T3, total triiodothyronine; T4, total thyroxine; FT4, free thyroxine; TSH, thyroid stimulation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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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이소성 갑상선은 태생기 3-7주에 이루어지는 갑상선 조
직의 이주의 실패로 비정상적인 갑상선 조직이 발견되는 것
으로 갑상선 이주에 관여하는 전사인자 2의 돌연변이로 인
하여 맹공에서 정상 갑상선 위치부위까지 하강이 완전히 이
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 이소성 갑상선의 발
생위치는 대부분 전기도부(pre-tracheal region)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설위(90% 이상)2)이며, 설하(sublingual
region), 설골상(suprahyoid), 기도 내에서 발견되며 드물게
부신, 담낭, 심막, 경부 림프절 등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그 중 다중 이소성 갑상선은 1:100,000-300,000의 유병
율을 보이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2군데 이상에서 불완전한
이주를 보인 갑상선 조직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현재까지 보
고된 례를 종합하면 이중 이소성 갑상선이 발견되는 위치는
한쪽 갑상선은 혀 또는 혀 밑이며, 두 번째 갑상선 조직은 설
골하방 또는 설골상방 위치에서 가장 흔하다.
다중 이소성 갑상선의 특징을 정리한 Sood 등3)은 이중 이
소성 갑상선 환자의 평균연령이 15세이며, 남녀비는 1.25:1
로 여성에서 더 많다고 보고하였고, Chawla 등4)이 보고한
이중 이소성 갑상선 23례의 양상을 보면 이중 이소성 갑상
선 환자의 평균연령은 18.7세였으며 남녀비는 1:1이고, 증
상은 무증상에서 경부 종물을 보이는 경우로 다양하였다.
23명 중 11명이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정상범위로 유지되어
있었으며, 10명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를 보였고, 갑상
선 기능 항진을 보이는 경우는 단 1명이었는데 이것은 이소
성 갑상선 조직이 정상조직에 비하여 활성이 저하되어 있어
갑상선호르몬을 적게 분비하므로 갑상선기능항진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5).
정상 위치에 갑상선 조직이 존재하면서 이소성 갑상선 조
직을 동반하는 경우6)와 정상위치에 갑상선 조직이 없으면서
이소성 조직만 있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위의 두 경우
에 갑상선 기능 호르몬의 변화가 특징적으로 구분되지는 않
았다.
신생아에서 이소성 갑상선 조직이 진단된 경우는 이소성
갑상선 조직의 덩어리 효과로 인해 신생아에서 후두 천명을
보이는 원인으로 혀의 단일 이소성 갑상선 조직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례7)가 있으나 저자들의 경우처럼 신
생아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여 이중 이소성 조직이 진
단 된 경우는 국내에서 단 1례만 보고되었다8).
이소성 갑상선의 진단은 경부 초음파, 경부 computed
tomography (CT), 갑상선 동위원소 스캔, 경피생검(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FNAB)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다. 경부초음파 검사는 갑상선 내의 낭종과 고체 종양을 감

별하는데 유용하며, CT에서는 갑상선 조직에 혈류량이 증가
됨으로서 조영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갑상선 동
위원소 스캔은 비침습적이며 구강 내부터 목 또는 기타 다른
위치에 있는 이소성 갑상선 조직의 크기와 위치, 갑상선 기
능 및 정상 위치의 갑상선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활성을
보이지 않는 조직은 스캔상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CT
검사의 동반이 필요할 수 있다. 이소성 갑상선 조직이 갑상
설관으로 오인되어 외과적 절제를 진행할 경우 영구적인 갑
상선 기능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감별의 정확성이 요구된
다9). 갑상선 조직 안에 흉선조직이 섞여 있는 경우10)가 보고
된 적이 있으며 갑상선 암과의 감별을 위해 경피생검을 통한
조직학적 검사가 동반되고 있다. 본 증례에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확인한 후 경부초음파 검사
및 갑상선 동위원소 스캔을 시행하였으며 경부 CT와 경피생
검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소성 갑상선의 치료는 증상을 일으키는 이소성 갑상선
조직의 크기와 갑상선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거나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별
도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인 경우
는 L-thyroxine으로 치료하여 좋은 예후를 보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보인 경우는 propylthiouracil로 치료하였다4,
11-13)
. 약물적 치료에 실패하거나, 기도폐쇄와 심한 이물감,
연하곤란을 일으키는 경우 외과적 절제를 시행하기도 하나
문헌 고찰상 이소성 갑상선 조직의 70-90%에서 이소성 조
직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4) 수술적 접
근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의 경우 본례의 환아에서 갑상선 기능저하로 Lthyroxine을 투여한 결과 2개월 이내에 갑상선 기능 호르
몬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으며 이후 L-thyroxine 의 투여
용량을 감량하고 있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 뼈나이, 체중 및
키, 지능발달에서 정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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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갑상선 저하증을 보인 신생아의 이중 이소성 갑상선 1례
조혜진 · 이혜영 · 박신애
전주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

저자들은 신생아 선별 검사상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보인 신생아에서 경부초음파검사, 방사선 동위원소 스캔을 통하여
이중 이소성 갑상선을 진단하고, L-thyroxine을 투여하여 정상발육하고 있는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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