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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갑상샘 암은 갑상샘(thyroid gland)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갑상샘 암은 여포세포에서 발생한 암과 비

여포세포에서 발생한 암으로 나뉜다. 여포①세포 기원암은 유두암, 여포암, 역형성암(미분화암) 등으로 

나뉘며 이들을 세포의 성숙 정도②에 따라분화 갑상샘 암과 저분화 갑상샘 암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비여포세포 기원암으로는 수질암, 림프종, 전이성 암 등이 있다.

유두암은 갑상샘 암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며 요오드 섭취

량이 많은 나라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유두암은 일반적으로 매우 천천히 자라며 예후도 갑상샘 암 

중 가장 좋다. 여포암은 유두암 다음으로 많으며 40~50대에 흔히 발생한다. 여포암은 갑상샘의 혈관들

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림프절로 전이하기보다는 혈류를 통해 폐, 뼈, 뇌 등 다른 장기로 전이하

는 경우가 많아 유두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분화암들은 정상 갑상샘 세

포의 성질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치료 등에 반응이 좋아 생존율이 높다.

미분화암(역형성암)은 전체 갑상샘 암의 1% 미만을 차지하며 갑상샘 분화암(유두암, 여포암)이 오랜 시

간이 지나면서 분화의 방향이 역전되어 생기는 것으로, 발병시기도 분화암보다 약 20년 정도 늦어 60대

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미분화암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진단이 되었을 때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

우도 많으며, 방사성요오드 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에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예후가 매우 나

전리방사선에 의한 갑상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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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고, 진단받은 후 수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수질암은 갑상샘 수질에서 생기며 전체 갑상샘 암의 1%미만을 차지하고 서양에 비해 동양, 특히 한국에

서는 드물다. 몸속의 칼슘 양을 조절하는 칼시토닌(calcitonin)이란 호르몬을 분비하는 C세포③에 발생

한다. 대부분의 수질암에서 칼시토닌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 내 칼시토닌 양의 측정은 수질암

을 진단하거나 치료 후 재발을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수질암의 또 다른 특징은, 일부 환자에겐 이 암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돌연변이된‘RET 원종양유전자

(proto-oncogene)’에 의해 발병한다는 점이다. 수질암 환자에게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RET 

원종양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검사하고, 가족성 수질암으로 판명될 경우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 발견 및 예방적 수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원폭 피해자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역학보고 및 분자생물

학에서 얻은 발암 분자 기구와 최신 분자 병리학 데이터도 포함해서 방사선 피폭에 의한 갑상샘 발암을 

살펴보았다.

관련 통계

  2013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18,017건의 암이 새로 발

생했는데, 그 중 갑상샘 암이 남녀를 합쳐 40,568건(전체의 18.6%)으로 1위였다. 인구 10만 명당 조(粗)발

생률④은 81건이다.1) 남녀 성비는 0.2:1로 여자가 훨씬 많았다. 발생 건수로 보면 남자는 7,006건으로 남

성 암 중에서 6위를 차지했고, 여자는 33,562건으로 여성 암 중 1위였다. 남녀 불문하고 연령대별로 살

펴보면 40대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0대 28.6%, 30대 19.5%의 순이었다.

조직학적으로는 2011년의 갑상샘 암 전체 발생건수 40,568건 가운데 암종(carcinoma)이 99.2%를 차지

했다. 나머지 0.09%는 육종(sarcoma)과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기타 명시된 악성 신생물들이었다. 암

종 중에선 유두암이 97.0%, 여포 암이 1.4%를 차지했다.

기고_직업성 암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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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전리방사선

  갑상샘 암으로 입증된 위험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양성의 갑상샘 질환(작은 결절 등), 갑상샘 암 가족

력, 비만, 요오드 결핍 및 생식인자/호르몬 등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잘 입증된 것은 전리방사

선 노출이다. 전리방사선 노출은 주로 다른 병의 치료와 환경 재해로 인한 것이었다. 전리방사선에 노출

된 나이가 어릴수록 노출량에 비례해 발병 위험도가 증가한다. 가족성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갑상샘 

암의 발생이 증가 한다.

분화 갑상샘 암 발병 사례가 약 3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증가분의 약 50%는 지름 1 cm 미

만의 촉진에서는 검출할 수 없는 작은 종양이다. 갑상샘 암 발병 증가의 약 절반은 갑상샘 초음파 검사 

실시 빈도가 높아진 데에 따른“스크리닝 효과”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여전히“갑상샘 암의 만연”

의 50%는 화학적 오염 물질이나 전리방사선 피폭 등 조기진단 이외의 원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2)3)

전리방사선이 갑상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50여 년 전부터 원폭 생존자의 수명 조사(life span, 壽命
調査)나 의료 방사선 피폭의 소아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다. 수명조사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소아 및 청년에서 특히 갑상샘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연령 이상의 성인에서는 매

우 낮았다. 체르노빌 사고의 약 5년 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소아 및 청년의 갑상샘 암 증

가가 현저하다는 보고가 있다. 갑상샘 암 증가는 20세 미만에서 피폭한 집단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생물화학자, 유전학자, 분자생물학 전문가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리방사선 유발 갑상샘 암의 유전자 

지문(finger print)을 계속 찾고 있다. 수년 전에 RET/PTC경로로 염색체 재배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염기다형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FOXE1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전리방사선 유발 갑

상샘 암의 최대 결정인자(determinants)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상적으로는 전리방사선 유발 갑상샘 암의 90% 이상의 증례는 유두암이다. 전리 방사선에 피폭된 소

아와 청년은 통상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국소의 종양,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 

하지만 피폭 후 갑상샘 암은 진행기에서도 외과 수술, 방사선 요오드 요법, 갑상샘 호르몬 보충으로 효

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민스크에서 의사단과 함께 치료한 벨라루스의 진행기 갑상샘 암 소아 집단 

229명 중, 종양 사망 사례나 재발 예는 1%미만이었다.

피폭 방사선의 양에 비례해 갑상샘 암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한다. 방사선이 0.1Gy⑤를 넘는 경우 암 발

생이 증가하며, 그 이하의 양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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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에 머리나 목 부위에 전리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갑상샘 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은 다른 지역 어린이들에 비

해 5~8배 많은 갑상샘 암에 걸렸는데, 방사선에 노출된 나이가 어릴수록 발병 위험도가 높았다. 

암은 전리방사선 노출 후 빠르게는 4~5년 후부터 발생하지만, 30년 후까지도 발병 위험도가 높고, 30년

이 지난 뒤엔 위험도가 감소하지만 정상인보다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리방사선에 의한 갑상샘 암에 대한 체르노빌의 교훈은 소아기 및 청년기의 요오드 방사성 동위원소

에 대한 피폭과 갑상샘 암 위험 증가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피폭 연령이 낮을수록 발병 

위험은 높아지고, 위험증가는 장기에 걸쳐서 보이며(리스크 상승은 피폭 이후 25년 이상 관찰됨), 요오

드 결핍과 요오드 서플리먼트가 리스크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상샘 암의 리스크 상승은 이

미 원전 사고 이후 5년 이후부터 관찰되었다.4)5)

  

1. 원폭피해자 연구

  전리 방사선 피폭에 의한 갑상샘 암 위험의 장기적 경향이나 피폭 시 연령에 의한 변동 연구는 일본인 

원폭피해자의 수명조사 대상자 105,401명의 1958년부터 2005년까지 갑상샘 암 이환 데이터를 이용한 것

이 있다. 추적 기간 중에 대상자 집단 안에서 371증례의 원발성 갑상샘 암(지름 10 mm 미만의 미세 암

을 제외)이 확인되었다. 선형 선량 반응 모델을 이용해서, 1 Gy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갑상샘 암 과잉 

상대 위험은 10세 때에 급성 방사능 노출 후 60세 때에서 1.28(95% 신뢰 구간: 0.59–2.70)으로 추정되었

다. 위험은 피폭 시 연령과 함께 급격히 줄면서 20세 이후에 피폭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의한 갑상샘 암

의 상승은 보이지 않았다. 20세 미만에서 피폭된 사람의 갑상샘 암 중 약 36%가 방사선 피폭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었다. 초과 리스크의 크기는 도달 연령 상승(혹은 피폭 이후 경과 시간)과 함께 감소했지

만, 유년기에서 피폭에 관련된 갑상샘 암의 초과 리스크는 이후 50년 이상이 지나도 존재한다고 본다.6)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피폭 이후 10년 후에는 갑상

샘 암 증가가 관찰되었다. 원폭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사에서, 1958~1987년 사이에 발병한 갑상

샘 암의 데이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 갑상샘 암 이환율은 피폭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피폭 시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발암 리스크가 높다. 1 Gy 초과비교위험도는 피폭 시 연령이 10세 

미만의 군에서 10.3, 10~19세에서 4.5이었다. 태아 때 피폭도 유아기 피폭과 같은 정도의 위험이 있

다. 한편, 피폭 시 연령이 20세 이상인 경우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갑상샘 암 발병 위험 증가는 보이

지 않고 있다.

기고_직업성 암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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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발생 갑상샘 암(비 피폭 군)에서는 여성의 이환율이 훨씬 높지만, 피폭 군에서는 남녀 간에서 

비교위험도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이것은 비교위험도로 갑상샘 암 자체는 여성에서 많기 

때문에 방사선 유발 갑상샘 암 자체의 수는 여성에서 많아진다.)

앞에서 기술한대로 원폭 피해자에서는 아마 외부 피폭이 주된 피폭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Ron등은 원폭 피해자에 덧붙여, 두부 백선, 편도 선종대, 흉선종대를 치료하기 위해 갑상샘에 X선을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대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정리하여 이를 보고하였다.7)

아이의 두피 조사(5분할 조사, 평균 합계 갑상샘 선량 62 mSv; 40~70 mSv)의 사례-대조군 연구에서는 

갑상샘 암의 비교위험도(RR)는 3.3 (95% 신뢰구간 1.6-6.7)이었다. 피폭 때 5세 미만에서는 비교위험도

(RR)가 5.0(95% 신뢰구간: 2.7-10)이었다. 5개 소아 외부 피폭 코호트(평균 갑상샘 선량 50 mSv: 10~90 

mSv)를 통합 분석한 결과에서 갑상샘 암의 리스크(RR)는 2.5(95% 신뢰구간 2.0~4.0)이었다. 

  이에 따르면 0.1 Gy정도의 저선량에서 유의한 위험도의 증가가 보였고, 피폭량과 함께 직선적으로 증

가하였다. 10~15 Gy이상에서는 아마 세포 장애 때문인지 선량당 리스크 증가는 감소하였다. 저선량에

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직선무역치가설(linear nonthreshold: LNT)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피폭 시 나이가 5세 미만이면 발암 위험은 매우 높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은 감소하여 15~20세

에서는 미미하고, 40세 이상에서는 발암위험이 인정되지 않았다. 피폭 후 5~10년 후에 발암 빈도가 증

가하기 시작하여 15~30년에서 정점을 이루고, 40년 이상 경과하여도 발암 위험도는 남아 있다. 이 보고

에서는 피폭된 여성에서의 위험도 증가는 피폭된 남성에 비해 높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인

정되지 않았다.

2.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폭자 연구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 원자로 폭발에 의해 대량의 방사성 낙진이 주변 수백 

km에 걸친 지역에 내리고 500만 명 가까운 주민이 피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째

인 1996년 4월에는 세계 보건 기구(WHO), 유럽 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왔다. 분명한 방사선 장애로 확인된 질환은 사고 5년 후부터 증가

한 소아 갑상샘 암 뿐이었다. 2006년에 발표된 WHO와 IAEA에 따른 체르노빌 포럼 결과에서도 약 20

년 동안 발표된 논문을 고찰한 결과 마찬가지였다.8) 

일본이나 구미의 데이터에서는 소아 갑상샘 암은 매우 드문 질환이며, 연간 100만 명에 1~2명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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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사춘기 이후, 10세 미만에 발생하는 일은 더 드물었다. <그림 1>은 벨라루스 공화국의 수술 

환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로 인구 10만 명당 얼마나 갑상샘 암의 발병 빈도가 높은가를 

표시했다. <그림 1>로 부터도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갑상샘 암의 발병 연령층은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

행했고, 더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즉“소아 갑상샘 암의 증가”에서“소아기 피폭에 의한 성인 갑상

샘 암 증가”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사고 이듬해인 1987년부터 1989년까지 태어난 9,472명에는 갑상샘 암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 

다음 날인 1986년 4월 27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 태어난 2,409명에서 1명만 갑상샘 암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대해, 사고 전의 1983년부터 사고 당일까지 태어난 9,720명에게는 31명의 갑상샘 암이 발견되고, 이

들 사실에서 짧은 반감기의 방사성 요오드에 의한 내부 피폭과 소아 갑상샘 암의 인과관계가 강하게 시사

된다.9) 즉 방사성 요오드 131Ⅰ의 반감기는 약 8일이기 때문에 영향이 오래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발암이 보이는 것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나이가 10세 미만인 소아 중에서 5세 미만의 발병 위험이 

가장 높고, 강한 연령 상관성(피폭 시 연령)을 볼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성인(다만 피폭 시 연령)의 갑

상샘 암 발병 위험 증가는 볼 수 없었다. 가장 오염된 지역에서 갑상샘의 내부 피폭 선량이 수 Gy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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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고 생각된다. 다른 기관 공동 환자-대조군 연구10)에 의한 발암 빈도에 선량 의존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게다가, 체르노빌 주변의 오염 지역 사이에서도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 발암 위험은 3배 정

도 높고, 요오드를 섭취함으로써 이 리스크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데이터도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방사선의 유일하고 분명한 건강 영향은 소아기 또는 사춘기 초기에 피폭한 사람

들의 갑상샘 암 증가이다. 소아 갑상샘에 대한 1 Gy정도의 방사선 조사에서 수십 년 후 갑상샘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며, 소아기에 갑상샘에 받은 비교적 큰 선량의 방사선 조사의 장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리스크의 크기는 초과절대위험에서 1Gy당 2.2증례(95%CI: 1.4–3.2)/10,000 인년으로 추정되고 있다.12)

3.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

  방사선 유발 갑상샘 암은 원폭 피해를 포함한 외부 피폭에 의한 것으로 방사성 요오드에 의한 내부 

피폭에 의한 것은 다음과 같이 많은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어느 특정의 피폭량 범위에서는 선량 의존성이 인정된다.

 (2) 피폭 시 연령과는 역상관인 5세 이하에서는 현저하고, 성인 이후에서 위험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3) 비교위험도에서 남녀 차이는 별로 없다.

 (4) 발암 위험은 평생 계속된다.

또 현재까지 진단용 방사성요오도의 사용 후에 유의한 발암 위험 증가는 없었다.11) 단, 소아에 대한 사

용 사례는 극히 적고, 특히 나이 어린 환자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또, 저선량의 외부피폭 

문제로서는 우리나라의 CT(computed tomography)보급률이 매우 높은 것도 있고 갑상샘만 아니라 소

아기, 특히 10세 이하의 의료 피폭에 관해서는 그 정당성과 최적성에 따라 CT검사의 필요성, 우선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유전적 요인 

  몇몇 가족성 질환이나 증후군이 있을 경우 갑상샘 암 발생이 증가한다. 잘 알려진 예가 가족성 갑상샘 

암이다. 가족성 수질암 증후군이라 하여, RET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갑상샘 수질암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수질암의 20%를 차지한다. 부모에게 갑상샘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있을 때 자

녀들의 갑상샘 암 발생 위험도는 아들이 7.8배, 딸은 2.8배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화 갑상샘 암

의 약 10%에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성 대장용종증(FAP,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은 상염색체(常染色體, 보통염색체) 우성 유전질환인데, 이 환자들에게 갑상샘 암이 많이 발생

산업보건 3월호



깊
이

보
기

60

한다. 하지만 발생률과 사망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흔치 않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질환인 카우덴병(Cowden’s disease)에서도 암을 포함한 갑상샘 이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DNA 구조를 파괴하면서 RET/PTC라는 유전자의 이상을 유도해 갑상샘 암 발생률을 높인다. 

과거엔 편도선염, 흉선(가슴샘) 비대, 천식, 여드름 등 양성 질환 치료에도 방사선을 사용해 갑상샘 암 

유발 위험이 높았다. 최근에는 두경부 즉 머리와 목 부위의 악성 종양(악성 림프종, 후두암 등)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갑상샘 기능 저하증뿐 아니라 갑상샘 결절 및 암 발생의 위험

도가 증가한다. 반면,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 시에는 치료 방사선량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샘 

암의 위험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갑상샘 질환 

  갑상샘종, 갑상샘 결절, 만성 림프구성 갑상샘 염이나 그레이브스병(바제도병) 등 갑상샘 질환을 앓은 

사람들에게 갑상샘 암이 더 많이 생기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기타 원인 

  대부분의 갑상샘 암 환자는 발병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정도 외에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호르몬 요인 

  갑상샘 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상샘 암과 여성호르몬, 생식 요인과의 상관

관계가 관심을 많이 끌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 제제 투여(경구 피임약이나 수유 억제제의 사용, 폐경

기 여성의 호르몬 치료) 등이 갑상샘 암 발생 위험을 키우는 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미약하며 연구결과

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전의 자료들을 모아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공 임신중절이나 첫 출산 당시의 나이가 많을수록 

미약하지만 유의하게 갑상샘 암의 위험도를 높이며, 경구 피임약 역시 위험도를 약간 증가시켰다(경구 

피임제 투여를 중단할 경우 위험도가 점차 감소했다). 하지만 폐경 후의 여성호르몬제 보충요법은 갑상

샘 암 위험도를 높이지 않는다. 

기고_직업성 암 인정기준



D
e

e
p

 I
n

fo
rm

a
ti

o
n

61

식이 요인 

  요오드 : 요오드 결핍에 따라 장기간 갑상샘 자극호르몬(TSH)이 작용할 경우 여포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요오드 결핍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요오드가 풍부한 지역이므로 이 요인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십자화과 채소류 :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의 채소류에는 갑상샘 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이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암 예방 효과가 있어서 이런 채소류

를 많이 섭취했을 때 갑상샘 암 발생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커피 : 일본의 연구에서 커피 섭취가 갑상샘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으나, 여러 연구 결

과를 종합하면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고칼로리 식이 : 파스타, 빵, 감자, 버터, 치즈 등의 음식과 고칼로리 식이는 비만과 함께 갑상샘 암의 위

험을 높인다는 보고들이 있다.

담배 : 이전에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가 많았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담배가 갑상샘 암 발생 위험을 낮

춘다는 보고가 있다. 확실치는 않지만 담배에 갑상샘 자극호르몬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점이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성 유방 질환 

  유방암이나 양성 유방 질환들과 갑상샘 암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방 질환 때문

에 갑상샘 암의 위험도가 증가했다는 최근의 보고도 있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예방

  어릴 때는 두경부 즉 머리와 목 부위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피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노출 이후 갑상샘 종이나 기타 증상의 발생 여부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갑상샘 수질암(髓質

癌)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계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RET 원종양유전자라는 것의 돌연변이가 

없는 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예방적 갑상샘 절제술을 시행하고, 다발성 내분비종

양증후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상샘 암의 위험 요인은 다양하지만 확실히 입증된 것은 방사선의 노출(특히 

어릴 때의 노출)과 유전적 요인, 이전의 갑상샘 종이나 양성 갑상샘 결절 정도이다. 따라서 알려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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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함으로써 발병을 예방하고, 그럴 수 없는 요인(유전 등)이 있다면 조기에 발

견하여 바로 치료해야 한다. 

어릴 때는 될 수 있으면 두경부가 방사선을 쐬지 않도록 하고, 악성 종양 치료 등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갑상샘 종이나 기타 증상의 발생 여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식생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없으며, 요오드와 십자화과 채소류 외에는 알려

진 것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마, 김, 미역 등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즐겨 먹으므로 요오

드가 부족한 경우는 드물다. 십자화과를 비롯한 채소들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므로 골고루 섭취하

도록 한다. 또한 비만을 피하기 위해 과식하지 않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갑상샘 암 예방에 도

움이 된다. 

흡연은 갑상샘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 대신 폐암, 후두암 등 다른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

하므로 두말할 필요 없이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게 좋다. 또한 경구 피임약이 갑상샘 암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그 연관성이 확실치 않다. 사용할 때의 이득과 손실을 두루 고려할 때 갑상샘 암 예방

을 위해 경구 피임약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결론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원폭 피해자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의 역학 조사 등에 따르면, 방사선

의 외부 피폭만 아니라 방사성 요오드의 내부 피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갑상샘 암이 확인되었다. 발

암 위험은 선량 의존성이 있으며, 피폭 시 연령과 강한 역상관성이 인정되었다. 특히 5~10세 미만에서는 

현저하다. 이 시기의 피폭을 피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의 분자 생물학의 진보에 의해 방사선 유

발 암의 분자 메커니즘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기의 방사선 피폭에 의한 갑상샘 암이 유발되는 것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자나 체

르노빌 원전 사고 후의 피폭자의 역학적인 데이터에서 실증되고 있다. 갑상샘에 대한 피폭은 주로 외부

의 직접 피폭과, 갑상샘에 특이적으로 흡수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내부피폭에 의한다. 

외부피복은 원폭 피해자와 의료방사선 피폭자에서 볼 수 있고, 내부피폭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피폭

된 대부분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방사선 피폭에 의한 갑상샘 조직에 유발되는 암의 병리 조직형은 거의 

모두 유두암이다. 

기고_직업성 암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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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여포(濾胞)란 소포(小胞)라고도 하는 것으로, 동물의 내분비샘 조직에서 다수의 세포가 모여 이루어진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이다.

➋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특수화하고 성숙한 정도를 분화도(分化度)라고 하는데, 현미경으로 암세포들을 관찰하면 성숙 즉, 분화가 비교적 잘

 된 것은 정상 세포를 많이 닮았고, 분화가 안 된 것은 정상 세포보다 미성숙한 형태를 보인다. 이 둘의 중간 단계인 암도 있다. 분화암과  

 미분화암을 구분하는 것은 분화도에 따라 특성이 달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분화암은 분화암에 비해 분열 속도나 퍼져나 

 가는 속도가 빠르고,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➌  부(副)여포세포(parafollicular C cell)라고 하며 여포세포 옆에 붙어 있는 세포이다. 비(非)여포세포와 다른 것이다.

➍    해당 관찰 기간 중 대상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

➎   염용태, 우리나라 산업장 작업환경 및 직업병 현황의 분석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1), 1989

➏  해당 관찰 기간 중 대상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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