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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선 다형성선종 환자의 임상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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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INICAL STUDY OF PLEOMORPHIC ADENOMA IN SALIVARY G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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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eomorphic adenoma is well recognized as the most common salivary neoplasm. We examined 49 patients who had received surgical excision
of the pleomorphic adenoma from 1989 to 1998 with over 5 years follow-up period. We retrospectively evaluated the patients’age, sex, chief complaints, surgical methods, and recurrence or complication rates after analysis of one’s clinical and surgical recor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were 15 cases in parotid gland, 23 cases in palate, 8 cases in submandibular gland, and 3 cases in cheek. The ratio of male to female was 1 :
1.13. The mean age was 44. The tumor of submandibular gland occurred in more younger age than that of other salivary gland.
2. In 15 patients of parotid pleomorphic adenoma, there was 1 case(6.7%, 1/15) of recurrence. That was transformed into the malignant pleomorphic
adenoma after 4 years of first surgery. We performed superficial parotidectomy of 9 cases(56.2%, 9/16), total parotidectomy of 6 cases(37.5%,
6/16), and radical parotidectomy of 1 case(6.3%, 1/16).
3. We used the rotational Sternocleidomastoid muscular flap to cover the exposed facial nerve in 12 cases(75%) after parotidectomy(7 cases of
superficial parotidectomy and 5 cases of total parotidectomy). We could see 3 cases(18.7%) of facial nerve palsy and 1 case(6.3%) of Frey’s syndrome after parotidectomy. We examined Frey’s syndrome in only 1 case which was not used SCM muscular flap after parotidectomy.
4. In 23 patients of palatal pleomorphic adenoma, there were 2 cases(8.7%) of recurrence. In recurrence cases, We performed re-excision after 4 and
5 years of first surgery, respectively. We preserved partial thin overlying palatal mucosa during tumor excision in 5 cases(20%), which were
proved as benign mixed tumor in preoperative biopsy. That mucosa-preserved cases had thick palatal mucosa, did not show mucosa ulceration
and revealed well encapsulated lesions in preoperative CT.
5. In palatal tumors, we could see the 13 cases(52%) of bony invasion in preoperative CT views and the 4 cases(16%) of oro-nasal fistula after
tumor excision. In two cases of recurrence, one(20%, 1/5) was in palatal mucosa-preserved group and the other(5.5%, 1/18) was in palatal
mucosa-excised group.
6. We excised tumors with submandibular glands in the all cases of submandibular pleomorphic adenoma. There was no specific complication or
recurrence in these cases.
7. After excision of the cheek pleomorphic adenomas, we could not see any complication or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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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선의 질환은 크게 양성 및 악성종양, 도관염을 비롯한
타액선염, 타석증, 그리고 낭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타액선 종양은 전체 타액선 질환의 약 20%를 차지하며, 양
성종양이 70-80%, 악성종양이 20-3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1,2).
타액선의 부위별 종양의 발생빈도는 이하선이 64-80%, 악하선
이 8-11%, 소타액선이 9-23%, 그리고 설하선에서 1% 정도 발생
된다2-6). 많은 문헌에서 타액선 종양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4년과제 학술연구조성경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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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patients distribution
Male
Parotid
9
Palate
10
Submandibular
3
Cheek
1
Total
23

Female
6
13
5
2
26

것으로 다형성선종을 들고 있으며, 이는 이하선 종양의 5377%, 악하선 종양의 44-68%, 소타액선 종양의 38-43%에 달하
며, 특히 소타액선에서는 구개, 구순, 설부, 협부의 순으로 호발
한다고 하였다2-7).
다형성선종은 도관 상피세포와 근상피세포의 혼재된 양상
때문에 혼합종, 상피성 혼합종 및 복합선종 등의 다양한 용어
로 불려졌으며, 일반적으로 30-50대 연령에서 두드러지며, 이
하선에 발현시 이하선 천층부에 많이 발생하여 전이개부에 무
통성 종창으로 나타나고, 구개부에 발생시는 구개의 후측방에
부드러운 융기된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1,2). 치료법으로는
이하선에 발생시 종양을 포함하여 천층 이하선적출술(superficial parotidectomy) 혹은 완전 이하선적출술(total parotidectomy)
을 시행하며, 구개부에 발생한 다형성 선종은 약 2-5mm의 주
위 건전조직을 포함하여 종양을 절제한다고 알려져 왔다1,2). 하
지만, 구개부 종양의 절제에 있어 종양상부 구강점막의 보존
가능성 및 이하선적출술시 근피판 피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수술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5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해 타액선 다형성 선종의 임
상적 특징, 발생부위별 수술방법과 그에 따른 재발 및 합병증
발생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액선 다형성선종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실시하였다.

Total
15 (30.6%)
23 (46.9%)
8 (16.4%)
3 (6.1%)
49 (100%)

Age(average)
40.2yrs
51.6yrs
26.1yrs
52.3yrs
44.0yrs

Table 2. Age & sex distribution
Age
Male
Female
10-19
1
20-29
2
7
30-39
6
2
40-49
5
4
50-59
5
7
60-69
4
5
701
Total
23
26

Total
1 (2.0%)
9 (18.4%)
8 (16.3%)
9 (18.4%)
12 (24.5%)
9 (18.4%)
1 (2.0%)
49 (100%)

15례(30.6%), 악하선에 8례(16.4%), 구개부에 23례(46.9%), 그리
고 협부에 3례(6.1%)로 각각 나타났다. 다형성 선종의 타액선
부위별 평균 발생연령은 이하선에서 40.2세, 구개부에서 51.6
세, 그리고 악하선에서 26.1세 였으며, 전체 환자의 평균 연령
은 44세 였다(Table 1). 환자의 나이별 분포에서는 50대가 12례
(24.5%)로 가장 많았지만, 그 외의 연령층은 20대에서 60대까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Table 2).

2. 환자의 주소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 대상으로는 1989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부산대학
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내원하여 타액선 다형성선종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환자 중 최소 5년이상 추적조사가 가능한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외래 및 입원병록
지, 수술기록지, 방사선 및 병리조직 소견서 등을 분석하여 환
자들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초기증상, 증상인지 후 내원까지
의 기간, 수술방법, 재발 및 합병증 발생여부에 대해 포괄적으
로 후향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전체 환자분포 및 성별, 연령별 분포
총 49명의 다형성선종 환자중 남자가 23명, 여자가 26명으로
남녀비는 1 : 1.13을 보였다. 타액선의 부위별 분포는 이하선에

이하선 다형성선종인 경우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주 증상은 안면종창(swelling)과 종괴(palpable mass)의 인지때문
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안면종창과 간헐적인 둔통
을 호소하는 경우가 2례였고 안면마비와 구강건조증을 동반
하는 경우가 각각 1례씩 있었다(Table 4).
악하선과 구개부 및 협부의 소타액선 다형성선종인 경우도
대부분 이환부의 무통성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구개부
종양 중 5례에서는 종괴 표피부 점막에 괴양을 동반하였으며,
이중 3례에서는 식사시 간헐적인 동통도 호소하였다.
3. 내원까지의 기간
환자가 증상을 인지한 후부터 본 교실로 내원하기까지의 기
간을 환자에 문진을 통하여 산출 하였다. 이하선 다형성선종
인 경우 5년 및 3년 이내가 각각 5례(33.3%)씩 이었고, 1년 이내
가 4례(26.7%), 그리고 1개월 이내가 1례(6.7%)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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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visit period after known of his(or her) abnormality
Parotid n. (%)
Palate n. (%)
within 1 month
1 (6.7%)
1 (4.3%)
within 3 months
3 (12.6%)
within 6 months
2 (8.6%)
within 1 year
4 (26.7%)
7 (30.4%)
within 3 years
5 (33.3%)
6 (26.9%)
within 5 years
5 (33.3%)
4 (17.2%)
Average period
2.9 yrs
2.0 yrs

Submandibular n.
3 (37.5%)
2 (25%)

Cheek n.
1
1

2 (25%)
1 (12.5%)

1

0.7 yrs

0.4 yrs

Table 4. Patients of the pleomorphic adenoma on parotid gland
Pt.
Age/Sex
Chief Complaints
Operation
1
52/F
Swelling
SP
2
50/F
Swelling
SP
3
54/M
Palpable mass
SP+SCM�
4
28/F
Palpable mass
TP+SCM�
5
40/M
Palpable mass
SP+SCM
6
61/F
Swelling
SP+SCM
7
64/M
Dull pain
TP+SCM
68/M
Swelling+Facial palsy
RP+RND§
8
27/F
Palpable mass
SP+SCM
9
30/M
Palpable mass
SP+SCM
10
23/F
Swelling
SP+SCM
11
56/M
Swelling+Xerostomia
TP+SCM+Facial nerve reanastomosis
12
30/M
Swelling
TP+SCM
13
27/M
Swelling
TP
14
34/M
Swelling+pain
SP+SCM
15
27/M
Palpable mass
TP+SCM

Complication*

Recurred as Ca. ex pleomorphic adenoma
Facial nerve palsy

Facial nerve palsy
Frey syndrome
Remaining weakness

* Complication : Remaining complications over 1 year after operation
�SP+SCM : Superficial parotidectomy & SCM muscle rotational flap
�TP+SCM : Total parotidectomy & SCM muscle rotational flap
§RP+RND : Radical parotidectomy(radical resection) & Radical neck dissection

평균 내원까지의 기간은 증상인지 후 2.9년 이내였다. 구개부
의 다형성선종인 경우 1년 이내에 내원하는 환자가 7례(30.4%)
로 가장 많았고, 3년 이내가 6례(26.9%), 5년 이내가 4례(17.2%),
3개월 및 6개월 이내가 각각 3례(12.6%)와 2례(8.6%)로 나타났
고, 평균 내원까지의 기간은 2.0년이었다.
악하선 다형성선종은 증상인지 1개월 이내가 3례(37.5%), 3
개월 이내 및 1년 이내가 각각 2례(25%)씩 이었고, 3년 이내가 1
례(12.5%)로 평균 0.7년이었으며, 협부 다형성 선종은 1개월, 3
개월, 그리고 1년 이내 내원한 경우가 각각 1례씩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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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술방법
이하선 다형성선종인 경우 천층 이하선적출술(superficial
parotidectomy)을 실시한 경우가 9례(56.2%)였으며, 이 중 흉쇄
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을 이용한 근피판을 사용한
경우가 7례였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2례였다. 완전 이하선
적출술(total parotidectomy)을 실시한 6례(37.5%)에서는 1례를
제외한 5례에서 흉쇄유돌근 근피판을 이용하여 결손부를 채
웠다. 즉, 이하선적출술 후 근피판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12례
(75%)였다. 완전 이하선적출술 4년 후 악성 다형성선종으로 재
발한 1례(6.3%)는 안면신경의 일부를 희생하는 근치적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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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ients of the pleomorphic adenoma on palate
Pt.
Age/Sex
Site
1
60/F
Rt.*
64/F
Middle(recurred)*
2
59/M
Lt.
3
43/F
Middle
4
49/M
Lt.*
54/M
Lt.(recurred)*
5
47/M
Lt.*
6
33/F
Rt.
7
45/F
Rt.*
8
60/M
Rt.
9
50/F
Middle
10
60/F
Lt.
11
27/F
Rt.
12
72/M
Lt.(recurred)*
13
30/M
Lt.*
14
57/F
Middle
15
34/F
Rt.*
16
68/F
Middle*
17
65/M
Rt.
18
60/M
Lt.
19
52/F
Rt.*
20
58/M
Lt.*
21
22
23

61/F
45/M
52/F

Rt.*
Middle
Middle

Operation
Exc�+ Muc�
Exc+spl§
Exc+spl
Exc+spl
Exc
Exc+spl
Exc+Muc+spl
Exc+Muc+spl
Exc+spl
Exc
Exc+Muc+spl
Exc+spl
Exc
Exc
Exc
Exc+spl
Exc+spl
Exc+spl
Exc
Exc+spl
Exc
Exc+Muc+spl

Complications
Recurred 4 years later
Oronasal fistula

Recurred 5 years later
Partial mucosa necrosis

Oronasal fistula

Oronasal fistula

Partial mucosa necrosis
+ Oro-nasal fistula¶

Exc+spl
Exc+spl
Exc+spl

* : Palatal bone invasion in preoperative CT views
�Exc : Excision with 2-5mm safety margin
�Muc : Overlying mucosa preservation
§spl : Palatal splint delivery
¶ : Oro-nasal fistula was not closed spontaneously, we used palatal advancement flap.

(radical parotidectomy or radical resection)과 동측의 경부곽청술
(radical neck dissection)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또 다른 1례에서
완전 이하선적출술시 안면신경 분지의 일부 절단이 발견되어
미세 신경문합술을 실시하였다(Table 4).
구개부 다형성선종인 경우 수술은 기본적으로 2-5mm의 건
전조직을 포함하는 종양의 절제술과 종양하부 구개골 변연삭
제술을 기본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5례는 종양 상부의 구개점
막(overlying mucosa)을 완전 절제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어 종양
절제 후 창상면에 덮어 두는 방법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20
례는 종양상부의 구개점막을 포함하여 완전절제 후 조직의 이
차유도에 의해 창상면을 치유하였다. 구개점막을 일부 보존한
경우는 술전 흡입 및 절개생검으로 양성종양으로 판명되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 소견상 피막형성이 확실하며 상대적으

로 상부 구개점막의 두께가 두껍고 일정하며, 점막에 궤양 등
의 이상소견이 없는 증례를 선별하였다. 수술은 종양의 최상
부 점막에만 얇게 절개을 가하고 하부 종양의 피막을 따라 박
리하여(extracapsular dissection) 종양만 절제한 후 남은 상부점막
에서 절개선을 따라 어느정도 변연절제를 행한 후 최대한 얇
은 점막을 남겨 술후 발생한 창상에 밀착 시켰으며, 마치 유리
점막이식술을 행한 것과 유사한 모양을 가지게 하였다. 이때
구개점막을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구개 장치물(splint)의 사용
이 도움이 되었는데, 구개점막의 일부를 보존한 5례 중 4례
(80%)에서 구개 장치물를 착용하였고, 총 구개부 다형성선종
25례 중 17례(68%)에서 술후 구개 장치물를 사용하였다(Table 5).
악하선의 다형성선종은 8례 모두 구외접근법을 이용하여 종
양과 악하선을 같이 적출 하였으며, 협부 다형성선종 3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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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례는 협점막까지 포함하여 종양을 절제한 후 일차봉합 하였
고, 나머지 1례는 상부 협점막을 박리하여 종양만 적출 하였다.
5. 술후 합병증과 장기간의 예후
이하선 다형성선종 증례중 술전 둔통을 호소하던 1례(6.7%,
1/15)에서 완전 이하선적출술 시행 4년 후 재발하여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재수술 도중 실시한 조직검사 소견상 악성 다형
성선종으로 진단되었다. 이 증례에서 근치적 절제술 및 경부
곽청술을 시행 하였고, 현재 6.3년의 추적조사결과 재발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하선을 부분 또는 완전 절제한 모든 경우
에 있어 술후 1-3개월 동안에 다양한 정도의 안면근육 약화
(weakness)가 나타났으며, 3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술 6개월
후에는 완전 회복 되었다. 하지만, 안면근육 약화가 1년이상 지
속되어 술중 안면신경손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3례(18.7%,
3/16)있었고, 이중에는 술중 안면 신경절단으로인해 미세문합
술을 시행한 1례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일부 신경분
지를 희생시킨 1례가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완전 이하선적출
술 후 흉쇄유돌근피판을 사용하지 않은 1례(6.2%, 1/16)에서 술
후 Frey 증후군(Frey syndrome)이 발현되어 약물투여 후 호전되
었다(Table 4).
구개부 다형성선종의 경우 각각 수술 4년과 5년 후 재발된 2
례(8.7%, 2/23)가 있었으며, 상부 구개점막을 보존한 경우(20%,
1/5)와 구개점막을 같이 절제한 경우(5.5%, 1/18)가 각각 1례씩
이었다. 구개점막을 보존한 5례 중 2례(40%)에서 치유과정 중
구개점막의 부분적인 괴사가 관찰되었다. 또한, 술전 방사선
소견상 구개골의 침윤이 관찰된 11명의 환자(13례)중 4례
(30.8%)에서 술후 치유 기간동안 구강과 비강의 부분적인 천공
이 관찰되었다. 이런 합병증 중 구개점막의 부분괴사와 비구
강 천공(oro-nasal fistula)이 동반된 1례에서만 전진구개피판술
(advancement palatal flap)의 이차적인 수술이 필요하였고, 나머
지 증례는 모두 자연치유 되어 5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시
잔존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5).
악하선과 협부의 다형성선종인 경우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
지만, 악하선 절제술 직후 안면신경 하악분지의 일시적 손상,
혀의 감각이상, 그리고 과도한 반흔을 호소하는 증례가 있었
다. 하지만 모두 5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시 특별한 이상소
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Ⅳ. 총괄 및 고찰
다형성선종은 타액선 종양중 가장 흔한 종양으로 남자보다
여자에서 호발하며, 전체 타액선 양성종양중 90%이상을 차지
하고, 타액선별 발생비율은 이하선에서 85%, 악하선에서 5%,
그리고 소타액선에서 10% 정도로 보고된다1,2,8). 그리고 타액선
다형성선종의 전체적인 호발연령에 대해서 Ellis 등3)은 41.2세,
그리고 Sungur 등9)은 51세로 다르게 보고하였고, Stennert 등10)은
이하선 다형성선종의 호발연령을 48세로, Waldron 등6)은 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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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선 다형성선종의 호발연령을 평균 43.9세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9명의 타액선 다형성선종중 이하선이
30.6%, 악하선이 16.4%, 그리고 구개부와 협부의 소타액선이
53%의 구성비율을 보여 다른 연구와는 구성비율이 다르게 나
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선정에서 5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이 가
능한 환자만 선별적으로 선택하였고, 인접 타과의 증례를 배
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체 환
자의 평균 호발연령은 44세로 선행된 타 연구와 차이가 없었지
만, 악하선 다형성 선종의 호발연령은 26.1세로 타 부위보다 월
등히 젊은 나이에 호발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적인 남녀비
는 1:1.13으로 여자가 다소 우세하였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환자의 증상인지부터 내원까지의 평균 기간은 이하선 종양
에서 2.9년, 구개부 종양에서 2.0년, 악하선 종양에서 0.7년, 그
리고 협부 종양에서 0.4년으로 나타났고, 이하선 종양에서 환
자의 증상인지 후 첫 내원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는 이하선 다형성선종이 타 부위보다 종양의 성장이 상대적
으로 느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한 비교적 두꺼운 상부
피부와 근육으로 인해 이하선 실질의 종양이 심각하게 인지되
는데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모된다고도 추측된다.
다형성선종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외과적 절제가 선택되며,
특히 이하선의 경우 안면신경의 보존과 함께 천층 이하선적출
술이나 완전 이하선적출술이 선호되고 있다2,11). 병소만 적출하
는 방법은 술후 재발율 증가의 위험성 때문에 가급적 지양되
고 있다11). 이러한 이하선적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안면신경손상, 혈종 및 부종, 타액누공형성, Frey증후군, 그리
고 감각소실 등12)을 들 수 있다. 간혹 조심스러운 박리에도 불
구하고 발생한 신경의 손상이나 절단은 미세문합술로 재결합
하거나, 신경이식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이하선적출 후
근피판의 보강으로 부교감신경의 땀샘에 대한 분포를 차단하
여 Frey증후군과 타액누공의 발생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는
이하선 인접 흉쇄유돌근의 부분피판을 형성한 후 수술부위로
회전하여 수술부위를 피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 방법
은 연조직의 적절한 두께를 제공하고, 안면신경과 잔존 타액
선을 피개할 수 있어 합병증 발생율을 현저히 감소시킨다22).
본 연구에서는 15명의 이하선 다형성선종 증례에서 모두 16
례의 이하선적출술을 실시하였으며, 천층 이하선적출술 9례
(56.2%), 완전 이하선적출술 6례(37.5%), 그리고 근치적 이하선
적출술(근치적 절제술)을 1례(6.3%)였다. 이중 12례(천층 이하
선절제술 7례, 완전 이하선적출술 5례)에 있어서 흉쇄유돌근
근피판을 회전하여 이하선 결손부를 채웠으며, 완전 이하선적
출술 후 근피판을 사용하지 않은 1례에서 Frey증후군이 발생
하여 약물투여로 호전되었다. 이하선적출술 후 이러한 근피판
의 사용이 다양한 합병증의 발생을 줄였으리라 생각된다. 또
다른 합병증으로 수술직후에는 거의 모든 증례에서 다양한 정
도의 안면근육의 약화(Facial weakness)가 관찰되었지만 대부분
6개월 후 회복되는 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3례(18.7%)는 이하
선적출술 1년후까지 안면신경 마비가 잔존하여 영구적인 안
면신경 부분손상으로 간주 되었으며, 이중에는 근치적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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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1례와 술중 안면신경절단으로 미세 신경문합술을
실시한 1례가 각각 포함되었다.
다형성선종의 외과적 절제술 후 재발율과 재발원인에 대해
서도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 Ghosh 등13)은 83례의 이하선 다
형성선종을 평균 12.5년간 추적조사하여 전체적으로 6.0%의
재발율을 보고하였고, 이중 종물의 변연부에 종양이 남은경우
(margin positive)에는 17.6%의 재발율을 보이는 반면 최소한
1mm 이상의 건전변연(safety margin)을 확보만 해도 재발율이
1.8%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필요이상의 주변 건전조직
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Glas 등14)은 일차수술 후 재발
된 52례의 이하선 다형성선종에 대한 연구에서 한번 재발된 증
례에서는 이차수술 후에도 15%라는 높은 이차 재발율을 보인
다고 하였고, 이러한 이차적으로 재발된 다형성선종은 재수
술시 안면신경 손상의 빈도와 수술 후 계속적인 재발의 빈도
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Natvig 등15)은 다형성선종 환자의 수술
중 종양 피막의 파괴와 재발율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전체 재
발율은 2.5%(6/238)였고, 술중 피막이 파괴된 경우 재발율은
8%(2/26)였으나 통계적으로 술중 피막의 파괴가 술후 재발율
을 높인다고 결론짓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하선 다형성선종 수술 후의 재발율은
6.7%(1/15)로 완전 이하선적출술 4년 후 악성 다형성선종으로
재발된 증례였으며, 재수술 후 현재까지 6.3년의 경과 관찰기
간동안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헌상 양성 다형성
선종에서 악성 다형성 선종으로 변화되는 율은 약 3-15%정도
라고 보고되고 있다16-18). 양성종양이 악성종양으로 변하는 임
상징후로는 종양의 빠른 성장, 촉진시 종창의 불규칙성, 조직
괴사 및 동통성 궤양형성, 그리고 안면신경에 이환되어 안면
신경 기능장애 등을 들 수 있다2). 본 연구의 재발 증례에서도
일차수술 전에 동통이 나타났고, 4년 후 재발된 경우에서도 안
면신경의 마비가 같이 관찰되었다.
소타액선에 발생하는 다형성선종은 주로 구개부에 호발하
지만, 상순, 협점막 등에 발생하기도 하고, 드물게 하순, 비부,
익돌구개와, 구치 후방부, 그리고 후인두부 등에도 발생한 보
고가 있다2-6,19-21). 또한 구개부에 나타나는 다형성선종은 대부분
구개의 후측면의 선조직이 풍부한 곳에 많이 발생한다. 많은
문헌에서 소타액선에 발생한 다형성선종의 치료는 상부의 구
강점막(overlying palatal mucosa)을 포함하면서 약 2-5mm의 주변
건전조직(safety margin)을 포함하여 종양의 완전절제를 추천
한다1,2).
본 연구에서 소타액선에 발생한 다형성선종은 구개부에 발
생한 23명과 협부에 발생한 3명으로 모두 26명의 환자였고, 이
중 구개부에 발생한 증례는 본 교실에서 일차수술 후 재발된 2
례와 타 병원에서 일차수술후 재발된 1례 까지 합하여 총 23명
의 환자에서 25례였다. 이중 7례(28%)는 구개의 중앙부에 발생
하였고 18례(72%)는 구개의 측방에 발생하였는데, 특히 1례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우측 측면에 발생하였다가 재발시 중앙부
위에 발생하여 원발병소와 다른부위에 재발하였다. 협부에 발
생한 다형성선종인 경우 2례는 협점막을 포함하여 절제하고,

나머지 1례는 협점막을 보존하고 종양만 절제하였으며, 술후
재발 및 특이한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총 23명의 구개 다형성선종 환자중 초기치료시
18명(78.3%)에서는 종양상부의 구개점막을 포함하여 완전 절
제하여 이차조직유도로 치료하였고, 나머지 5명(21.7%)의 환
자는 상부 구개점막에 절개선을 두고 점막하로 박리하여 종양
만 적출해내고 박리된 구개점막의 일부를 수술부위에 다시 위
치시켜서 창상면을 피개하였다. 상부 구개점막을 일부 보존하
는 경우는 술전 생검상 양성종양으로 진단되고, 술전 CT소견
상 피막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점막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
꺼우면서 일정하고, 구개점막에 궤양 등의 이상병소가 동반되
지 않은 증례를 선별하였다. 구개점막은 최대한 얇게 조심스
럽게 박리하여 하부 종양만 절제한 후 남은 구개점막은 적절
히 변연을 다듬어 하부 창상에 밀착 시켰다. 술후 구개점막을
일부 보존한 경우와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각각 1례씩 재발되어,
각각 20%(1/5)와 5.5%(1/18)의 재발율을 보였으며, 재발율면에
서 구개점막을 절제하는 방법이 재발율을 좀더 낮춘다고 이야
기 할 수 있지만, 연구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발된 2
례는 모두 재수술시 상부 구개점막을 포함하여 종양의 완전절
제가 이루져, 총 25례의 구개 다형성선종 증례중 구개점막을
보존한 경우는 5례였고, 절제한 경우는 20례였다. 구개점막을
보존한 5례 중 2례(40%)에서 수술 직후 국소적인 구개점막의
괴사가 관찰 되었고, 그중 1례는 비구강 천공(oro-nasal fistula)과
동반되어 전진구개피판술로 회복하였다(Table 5). 이러한 조직
의 국소적인 괴사는 종양의 절제에 따른 하부 지지조직 결손
으로 인한 혈행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유리점막이
식술과 같이 하부조직에 점막의 밀착과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술전 CT 소견상 구개골의 침윤이 관찰되는 구개부 다형성선
종 증례는 25례 중 13례(52%)였고, 이중 술후 4례(30.8%, 4/13)에
서 비구강 천공이 관찰되었다. 이중 3례는 자연치유 되었지만,
구개점막을 보존한 1례는 잔존 상부점막의 괴사를 보이면서
천공의 자연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개피판술이 필요하였
다(Table 5). 즉, 구개점막을 보존한 5례 중 3례는 술전 CT 소견
상 구개골의 침윤이 관찰되었던 증례로 이중 2례에서 잔존 구
개점막의 괴사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종양적출 후 심한 구개
골의 파괴를 보이거나 비구강 천공의 형성 등 혈행이 양호하
지 않으리라 생각될 경우는 상부 구개점막을 제거하고 조직의
이차유도나 전진구개피판 등의 국소피판을 이용하여 치유하
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적절히 선택된 구개부
다형성선종 증례에서 상부 구개점막(overlying palatal mucosa)을
일부 보존하면서 종양만 적출하는 방법은 술후 환자의 불편감
감소와 치유의 촉진이라는 면에서 좀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개피개 장치물(palatal splint)
를 사용한 경우는 구개점막을 보존한 환자에서 4례(80%), 구개
점막을 절제한 환자에서 13례(65%)였으며, 구개피개 장치물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각각에서 유의할만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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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발생의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환자의 술후 불편감
감소와 창상의 보호, 그리고 점막을 보존시는 하부조직에 구
개점막을 밀착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구개 장치물을 사용하
는 것이 좀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저자등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 구강악안
면외과에서 타액선 다형성선종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환자
중 5년이상 추적조사가 가능한 49명에 대하여 임상적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발생부위별 환자의 분포는 이하선에 15례(30.6%), 구개부에
23례(46.9%), 악하선 8례(16.4%), 그리고 협부에 3례(6.1%)로
본과에서 치료된 환자에서는 소타액선(구개부 및 협부) 다
형성선종의 발생비율이 전체의 53%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2. 연령별로 50대가 24.5%로 가장많았고, 40대(18.4%), 20대
(18.4%) 그리고 30대(16.3%)의 순으로 호발 하였고, 전체환
자의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타액선 부위별 발생연령은 이
하선 40.2세, 구개부 51.6세, 협부 52.3세, 그리고 악하선 26.1
세로 악하선 다형성선종의 발생연령이 현저히 낮았다.
3.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고 본원에 내원하여 수술받기까지의
평균기간은 이하선에서 2.9년, 구개부에서 2.0년, 악하선에
서 0.7년, 그리고 협부에서 0.4년으로 이하선 다형성선종 환
자의 증상인지 후부터 내원까지의 기간이 길었다.
4. 이하선 다형성선종 15명의 환자에서 총 16례의 이하선적출
술을 실시하였고, 9례(56.2%)는 천층 이하선적출술을 6례
(37.5%)는 완전 이하선적출술을 그리고 악성 이하선 다형성
선종으로 재발한 1례(6.3%)에서 안면신경의 일부를 희생하
는 근치적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이중 흉쇄유돌근 피판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12례(75%)로 천층 이하선적출술 7례와
완전 이하선적출술 5례에서였다.
5. 이하선 다형성선종의 재발율은 6.7%(1/15)로 완전 이하선적
출술 4년 후 악성 다형성선종으로 재발한 1례였다. 다른 합
병증으로는 안면신경의 부분마비가 3례에서 관찰되었으며
(18.8%, 3/16), 이중 근치적 절제술을 실시한 1례와 술중 안면
신경의 미세문합을 실시한 1례를 각각 포함하였다. 그 외
Frey증후군이 술후 1례(6.3%, 1/16)에서 관찰되어 약물치료
후 호전되었다.
6. 구개부 다형성선종 23명의 환자에서 첫 수술 후 4년과 5년
뒤 각각 재발한 2례(8.7%)를 포함하여 총 25례의 구개부 다
형성선종 적출술을 실시하였다. 발생부위는 우측 구개측면
과 좌측 측면이 각각 9례(36%)씩이었고, 구개 중앙부가 7례
(28%)였으며, 재발된 2례중 1례에서 원발병소와 재발병소
의 위치가 달랐다.
7. 구개부 다형성선종 증례에서 초기치료시 종양의 절제와 상
부 구개점막을 같이 제거한 경우가 18례(78.3%, 18/23)이고,
상부 구개점막의 일부를 남긴 경우가 5례(21.7%, 5/23)였으
176

며, 술후 각각 5년(5.5%, 1/18)과 4년(20%, 1/5)뒤 1례씩 재발
되었다. 구개점막의 일부를 남기는 경우는 술전 생검소견
이 양성 종양으로 진단되고, CT소견상 피막형성이 양호하
고, 상부 점막의 두께가 두꺼우면서 일정하고, 점막에 궤양
등의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여 최대한 얇은 점막
을 박리하고, 변연 절제후 노출된 상부 수술부위에 밀착하
였다.
8. 구개부 다형성선종 중 13례(52%, 13/25)에서 술전 CT소견에
서 구개골의 침윤이 관찰되었고, 이중 4례(30.8%, 4/13)에서
술후 비구강 천공이 관찰되었다. 천공을 보이는 4례 중 구
개점막을 보존한 1례에서만 술후 잔존점막의 괴사가 같이
관찰되어 전진구개피판으로 회복하였고, 나머지 3례는 자
연치유 되었다.
9. 악하선 다형성선종 8례 모두는 악하선 절제술과 같이 종양
이 적출되었다. 협부의 다형성 선종 3례중 2례는 상부 협점
막을 포함하고, 나머지 1례는 협점막을 박리하여 종양만 적
출하였다. 두 부위 다형성선종 증례 모두 술후 장기간의 추
적조사 동안 합병증의 잔존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하선 다형성선종은 천층 또는 완전 이하
선적출술 후 흉쇄유돌근 피판을 회전하여 이하선 결손부를 채
워주는 것이 Frey증후군 발생 및 조직결손으로 인한 외형변화
등의 합병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구
개부 소타액선의 다형성선종인 경우는 술전 환자의 생검소견
및 CT소견, 병소의 위치나 형태 등을 참조하여 선택적으로 상
부 구개점막(overlying palatal mucosa)의 일부분을 남겨서 수술
부위를 보호해 주는 방법은 술후 환자의 불편감 감소와 치유
촉진이라는 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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