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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두종은 중층의 편평상피세포가 증식한 양성 종양으로 유두

상이나 우췌성의 병소로 human papilloma virus(HPV)에 의하여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PV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로

이루어져 있으며 81%의 성인이 한 종류 이상의 HPV를 가지고

있으며, 잠복기는 략 3개월내지 12개월이다.1)

조직 소견 상 유두종은 여러개의 수지상돌기를 형성하고 이들

은중층편평상피로덮여있고돌기중앙에소성결체조직을가지

고 있다.2) 이러한 유두종의 조직 소견 상 다른 구강내의 악성종

양의 조직 소견과 유사하여 간혹 진단이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

가있을수있다. 

저자등은 초진시 편평세포 유두종으로 진단되었으나, 이후에

임상 및 방사선 소견상 악성종양의 양상을 보 던 환자들을 치

험 하 기에 유두종의 특성과 함께 이와 관련된 악성종양에

하여보고하는바이다.

Ⅱ. 증례보고

[ 증 례 1 ]

∙환 자 : 김�, 59세여자

∙주 소 : 통증을 동반한 구강내 유두상 종물의 평가를 위해

내원(Fig. 1)

∙기왕력 : 내원 약 1년 전 하악의 국소의치를 장착한 이후 통

증이 간헐적으로 발현됨. 내원 약 2개월 전부터 지

속적인통증발현됨

∙현 증 : 

①백색의미란성증식성병소

②점막하방에넓은기저부를가진가동성의조직

③좌측구강저에백색의점막층

④ Lymphadenopathy (－)

∙조직 생검 결과 : 

상피층의과증식, 과각화그리고 keratin plug 관찰▶ Squamous

cell papilloma(Fig. 2) 

∙치 료 : 

① 1999년 4월 : 외과적절제술과 laser vaporization 시행

② 1996년 5월 : 점막부위에재발소견이관찰되어(Fig. 3) 다시

절제해 낸 이후에 종양이 침범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설측

골판의 grinding 시행조직생검결과 keratin pearl을포함한

비교적 잘 분화된 이형성의 편평상피세포가 관찰되었고,

pushing border를 형성하며 인접 골 및 연조직에 침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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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mous papilloma is a benign proliferation of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resulting in a papillary or verruciform mass.
Verrucous carcinoma is a differentiated variant of squamous cell carcinoma and may present diagnostic difficulties as it may be erro-
neously diagnosed as squamous papilloma. 

Squamous papilloma is similar to other oral mucosa malignancy in microscopic view. So,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squa-
mous cell papilloma and other oral mucosa malignancy.

Here are three patients. they were diagnosed as squamous papilloma initially, but the lesion was recurred. In recurred lesion, verru-
cous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 were found. So we report that recurred oral mucosa malignency(verrucous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 which was diagnosed as squamous papil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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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관찰▶Verrucous carcinoma(Fig. 4)

③ 1996년 6월 : 재발 이후의 조직 검사 상 verrucous carcino-

ma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절제를 위해 재수술

시행함. 점막부위의병소절제, 설측피질골판의절제, 그

리고 종양 조직이 침습한 것으로 의심되는 악하선, 설하

선의완전한절제를시행함

④ 1996년 11월 : 다시 재발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bone scan

상 하악골 우측의 activity 양상 보임. Mandible의 midline에

서부터 right angle 부위까지 mandibulectomy와 bridging

plate를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 으며, 우측의 SOHND를

시행하고, 술후부가적인방사선치료를시행함

[ 증 례 2 ]

∙환 자 : 권�� , 53세남자

∙주 소 : 좌측협점막에종물형성이의평가를위해내원

∙기왕력 : 내원약 2개월전부터증상발현

30년간하루 1갑정도의흡연

∙현 증 : 

①좌측협점막에 0.7cm 정도의유경형돌출성병소

②종물의원심측에는궤양성의병소양상도보이고있었음.

∙조직 생검 결과 : 

편평 상피 세포의 유두상 증식이 관찰되었으며, 각화층의 증

식또한관찰▶ Squamous cell papilloma

Fig. 2. Pre-operative biopsy : Squamous PapillomaFig. 1. Whitish erosive hyperplastic lesion

Fig. 4. Post-operative biopsy : Verrucous CarcinomaFig. 3. Recurrent mucosal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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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료 : 

① 1997년 5월 : 협점막의 병소를 절제 해내었으며 조직 소견

상 편평상피세포의 유두상 증식을 관찰 ▶ Squamous cell

papilloma

② 1997년 8월 : 재발된 병소 부위(Fig. 5)를 다시 절제해 내었

으며, 결손부위에 하여 skin graft를시행함

③ 2002년 6월 : Skin graft 시행한 부위에서 다시 유두상의 증

식성 종물이 재발되어 excisional biopsy 시행하 으며, 종

물주위의궤양성조직은소파술시행 biopsy 전에실시한

CT, MRI, US 상에서는 특별한 악성의 양상은 보이지 않았

음(Fig. 3)

조직생검 결과 점막의 상피층에 우췌성의 증식이 있으며,

궤양성 조직으로의 종양의 침습이 관찰 ▶ Squamous cell

carcinoma(Fig. 6)

[ 증 례 3 ]

∙환 자 : 김�� , 52세남자

∙주 소 : 우측상악부의종창및동통을이유로이의평가를

위해내원

∙기왕력 : 내원 2주전증상발현개인치과의원에서진통제처

방받았으나차도없어내원하루한갑정도의흡연

∙현 증 : 

①상악우측치은부위의종창(Fig. 7)

②주소부위의궤양성조직과농배출

③개구량 26mm

∙조직 생검 결과 : 

편평상피 세포층의 유두상 증식과 염증소견 ▶ Squamous

cell papilloma(Fig. 8)

∙치 료 : 

① 2002년 8월 : 조직검사상양성종양으로나왔으나임상및

방사선 검사 에서는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재검사 시행함

조직 검사 상 우췌성으로 증식한 편평세포 상피층 관찰

임상 및 방사선 소견 종합하여 진단함 ▶ Proliferative ver-

rucous lesion

② 2002년 9월 : 전신마취하에우측상악골완전적출술및피

부이식술시행함조직검사상양성종양과악성종양이혼

재되어 있는 상태 ▶ Inverted Papilloma & Squamous cell

carcinoma

Fig. 5. Recurrent cauliflower lesion on left cheek Fig. 6. Microscopic view of squamous cell carcinoma

Fig. 7. Ulcerative and proliferative lesion Fig. 8. Post-operative biopsy : Squamous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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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괄 및 고찰

편평세포 유두종(Squamous cell papilloma)는 중층 편평 상피의

양성 증식성 병소로 손가락 모양의 돌기나 사마귀 형태의 종물

을 형성하며 전체 구강내에 발생하는 병소중 략 3% 정도를 차

지한다3).

편평세포유두종은남, 녀에게서비슷한비율로발현하며주로

30세내지 50세경에발생한다. 부드러운무통성의병소로호발부

위는 혀, 입술, 그리고 연구개를 포함하는 구강내 어느 부위에서

나발생한다. 표면의각화정도에따라흰색을띄거나혹은옅은

붉은색을띄기도한다. 직경은 3.0㎝에이르는것까지보고된바

있다4).

결합조직은 염증성의 소견을 보이며, 각화층은 두꺼워져 있을

수록임상적으로는흰색의양상을나타낸다5).

많은 경우 유두종은 수년간 치료하지 않더라도 악성화 하거나

지속적으로성장하지않으며그리고구강내다른부위로의전이

는관찰되지않는다6).

우췌성 암종(Verrucous carcinoma)은 편평세포상피암종

(Squamous cell carcinoma)의 일종으로 분화도가 낮은 것이라고

볼수있다7,8).

주로 55세이상의남성에게서발현되며, 호발부위는하악전정

부, 협점막 그리고 경구개 부위이다. 병소는 광범위하며, 무통성

이고, 돌기형태의표면을가지고있다9). 표면의각화정도와종양

에 한 인체의 염증 반응에 따라 색은 달라지나 주로 흰색이며

간혹붉은빛이도는경우도있다.

우췌성 암종 역시 조직학적으로 넓고 긴‘rete peg’양상을 나

타내며, 상피층이 하부의 결체 조직 쪽으로 신장된“push”형태

를나타낸다10).

편평상피암은 구강 역에서 발생되는 악성종양의 부분을

차지한다. 구강점막암은 UICC(국제 암연합회)의 분류에 따르

면협점막암, 치은암, 경구개암, 구저암, 설암으로구분된다. 종양

성 궤양은 분화구 모양으로 변연부가 약간 융기되고 경결감을

준다. 궤양은 직경이 2㎝이상으로 점차 커지고 치유가 안 되며

구취가심하다.

유두종과우췌성암종그리고편평상피암은그조직소견상에

서 모두 잘 분화되고 각화되어 있는 상피층이 관찰되며, 유두상

의 부분이 존재하며, 이형성이 일어나고 있는 부위 또한 기질의

침습적인양상등으로인하여초기관찰시이들질병간의감별이

어려울수있다11,12).

현미경상에서 rete peg의끝부위는뭉툭하고불규칙한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고배율 하에서는 기저세포들이 중첩되어 있으

며, 낭포성의핵들과호산성의핵질을볼수있다. 그리고단핵구

(lymphocytes and plasma cells)가 집되어있다. 

이러한 세포의 유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질환에서 차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췌성 암종과 유두종의 세포의 평균 크기

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췌성 암종에서 세포의 평균 크기는

373㎛2인 반면, 유두종에서의 세포의 평균 크기는 184㎛2으로 가

장작은우췌성암종의세포도가장큰유두종의세포보다는큰

것으로나타난다11). 또한, 세포핵의크기는우췌성암종이유두종

에 비하여 크기는 하지만 핵이 커지는 것에 비하여 월등히 세포

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핵과 세포질의 비율은 유두종이 우췌

성암종에비하여큰것으로알려져있다12).

단, 편평상피세포 암종의 경우 각 세포들의 크기에 있어 그 차

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는 구별하기가 어

렵다. 

상기 환자들에 있어서 모두 최초의 조직 생검 시에는 양성의

유두종으로진단되었으나이후의재발소견과추가적인임상및

방사선검사상악성의소견이의심되어재검사시에는우췌성암

종이나 편평상피세포암종 같은 악성 종양으로 재 진단되었다.

이는 이들 종양의 조직 소견이 비교적 유사하여 오진의 가능성

을내포하고있기때문으로생각된다. 

유두종은비교적단순한절제술로도치유가가능한반면, 우췌

성암종이나편평상피세포암종은전이나재발율이높은만큼그

치료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하며 부가적으로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감별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는악성종양임에도불구하고유두종으로잘못진단되어지는경

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증례 I 및 II의 환자에서는 지속적으로 재

발되는 종물의 양상을 보 다. 초진시 병소의 크기도 크지 않고

조직 검사 상에서도 양성종양으로 진단되었기에 단순한 절제술

만시행하 으나술후재발소견이나타나재검사를시행하

고 그 결과 악성종양으로 재진단 되어 재수술을 시행 하여야만

했다. 특히증례 III의환자의경우에서는유두종과편평상피세포

암종이 혼재 되어 있는 상태로 구강내로 돌출된 부위는 양성종

양의 양상이었으나 두개저 부위는 악성종양으로 병소의 표층의

조직생검으로는 악성종양을 진단할 수 없는 상태 다. 따라서

임상 및 방사선 검사 상 뚜렷한 악성종양의 양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구강내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에서는 양성종양으로만

결과가나타났다. 

위의 3 증례는 처음의 조직검사에서 양성의 유두종으로 진단

되었다가술후재발된후또는수술후심부조직에서악성의조

직소견이 관찰된 경우로, 임상적으로 크기가 비교적 큰 유두종

의 경우 악성종양과의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생각되어증례와함께보고하는바이다. 

Ⅳ. 결 론

저자등은 경희 학교 치과 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에서

초기 유두종으로 관찰되었던 환자들 중에서 이후의 재검사시에

악성종양으로밝혀진경우를치험하 기에이에문헌고찰과함

께보고드리는바이며, 향후위와같은경우에서보다세심한진

단과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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