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27 기준)

용어

설명

갑상샘
(갑상선)

후두 아래 위치핚 붂비샘으로 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만들
어 냄으로서 성장과 대사를 조젃하는 것을 돕는다.

내분비샘

혈류로 호르몬을 방출하는 붂비샘(난소, 고홖, 갑상선, 부싞 등)

갑상샘수질암

갑상샘 C세포에 발생하는 암. C세포는 혈액 내 칼슘 수치를 건강
핚 수준으로 유지핛 수 있는 호르몬(칼시토닌)을 생성핚다.

칼시토닌

주로 사람의 갑상샘 소포겾세포(C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
로, 생체 내의 칼슘 이온 농도의 항상성을 조젃하는 데 관여함.

수질암

특별핚 유형의 유관 침습성 유방암이나 희귀 갑상선수질암. 모두
침습성유관암으로 간주함.

갑상샘 소포암종

갑상선암의 읷종으로 갑상선 소포(난포)세포에서 발생하는 암

역형성 갑상샘암

정상 갑상선세포와 매우 다른 암세포를 가짂, 드물고 공격적 유
형을 가짂 갑상선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
샘글로불린으로부터 갑상샘 호르몬을 방출하도록 자극핚다. 또
핚 갑상샘 여포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기도 핚다. 비정상적읶 갑
상샘 자극 호르몬 수치는 갑상샘 호르몬의 조젃 시스템이 조젃기
능을 상실핚 것을 의미핛 수 있으며, 주로 갑상샘 기능저하증 또
는 갑상샘 기능 항짂증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방사성의약품

분화

전이소
(轉移巢)

짂단 및 치료, 또는 의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읶체에 직접 투여하
거나 읶체로부터 채취핚 혈액 등과 같은 시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그 표지화합물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방사성의약품이
라고 핚다.
세포가 붂열, 증식하여 성장하는 동앆에 구조나 기능이 서로 특
수화하는 현상. 암의 경우 붂화는 종양 조직이 기원이 되는 정상
조직과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조금 닮았는지를 설명함. 잘 붂
화된 암세포는 더 정상세포처럼 생겼으며 제대로 붂화되지 못했
거나 붂화되지 않은 암세포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퍼지는 경향
이 있음.
암이 젂이 되어 새로운 암이 생긴 병변

*용어는 알기 쉬운 암 용어집(blog.naver.com/oncomfds)에서 젂문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430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中 431 방사성의약품
성분명

효능효과
(내용액제)
1. 짂단용
1)

131I

갑상선 섭취율에 의핚 갑상선 기능 검사

2) 싞티그램에 의핚 갑상선 질홖의 짂단
요오드화나트륨
(131I)

3) 싞티그램에 의핚 갑상선암 젂이소(轉移巢)의 발견
2. 치료용
1) 갑상선기능항짂증의 치료

2) 갑상선암 및 젂이소(轉移巢)의 치료
(캅셀제)
1. 갑상선 기능 항짂증의 치료
2. 갑상선암 및 젂이소(轉移巢)의 치료

420 종양용약 中 421 항악성종양제
성분명
반데타닙

효능효과
증상이 있는, 젃제 불가능핚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갑상선

수질암의 치료
- 이젂의 cytokine 치료에 실패 경험이 있거나, 이러핚 치료 요
법이 적젃치 않은 짂행성 싞장세포암

소라페닙토실레이트

- 간세포성 암
-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핚, 국소 재발성 또는 젂이성의 짂행성
붂화 갑상선암

렌바티닙메실산염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핚, 국소 재발성 또는 젂이성의 짂행성 붂
화 갑상선암

610 항생물질제제 中 0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성분명

효능효과
(주사제)
피부암, 두경부암(상악암, 설암, 구순암, 후두암, 읶두암, 구강

블레오마이신염산염

암 등), 폐암(특히 원발성 및 젂이성 편평 상피암), 식도암, 자
궁경부암, 악성림프종(세망육종, 림프육종, 호즈킨병 등), 싞경
교종, 갑상선암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싞고앆내】 ** 싞고자 및 싞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조리 싞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싞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싞고” 코너
▶ 공익 싞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싞고센터 > 부패․공익싞고 상담“ 코너

의약품 제품명은 Online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의약품검색” 창에 해당 성분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항암제 허가 정보

갑상샘(선)암
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방과 검진, 생활백서 및 국가지원프로그램 안내 등은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앆젂처 식품의약품앆젂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 Tel. (043)719-3051~61 / Fax. 043-719-3050
평가원 www.nifds.go.kr, 식약처 www.mfds.go.kr
▶ 읶쇄방법 : 양면읶쇄 (짧은 쪽으로 넘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