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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타액선 종양은 전 종양의 1%, 두경부 종양의 약 3% 정도로 

발생 빈도는 비교적 낮으며 다양한 병리 조직학적 형태를 가지

는 종양이다.1,2) 다형성 선종은 타액선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 

중 가장 빈도가 높고 주로 주타액선에서 발생하나, 소타액선에

서는 10% 미만에서 발생한다.3) 소타액선 종양은 전체 타액선 

종양 중 22%를 차지하며 악성종양이 흔하고 18%에서 양성종

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타액선에서 발생하는 양

성 종양에서는 다형성 선종이 가장 흔하다.4) 소타액선 종양의 

부위별 분포는 구개가 가장 흔하고 부비동, 설근부, 구강점막 

및 편도선 부인두강 등의 상기도 및 상부 소화기관의 점막하

부 순서였고 협부, 입술, 잇몸 등은 흔히 발생하지 않는 부위이

다.4,5) 저자들은 수년간의 협부주위 종물을 주소로 내원한 80

세 여자 환자에서 3.3×1.7 cm 크기의 다형성 선종을 치험하였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80세 여자 환자가 10년전부터 서서히 자라는 우측 협부의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종물이 최근 들어 갑자기 자라는 

것 때문에 환자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 받아 내원하였다. 이

학적 검사상 우측 협부에 약 3×2 cm 정도 크기의 단단하고 

움직이는 다발성으로 만져지는 무통성의 종물이 촉진되었으

며 안면 마비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원에서 시행한 전산화단층활영상 우측 협부에 경계가 잘 

지워지는 균일하지 않은 연조직의 음영이 관찰되었으며, 세침

흡입술을 통한 세포 검사에서 다형성 선종으로 보고되었다(Fig. 

1). 수술은 국소 마취하에 종물중앙으로 4 cm 정도의 안면 주

름방향과 평행하게 절개를 넣었다. 구강내 절제도 고려하였으

나 구강내로는 종물이 명확하게 만져지지 않았으며 환자의 나

이 등을 고려하여 미용상의 문제보다는 좀 더 간단한 수술방

법을 보호자가 원하여 외부 접근법을 선택하였다. 주변과 경

계가 명확하며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종물을 주위의 지방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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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omorphic adenoma is the most common benign mixed salivary gland neoplasm that accounts for 65% of all 
benign salivary glands tumors. While the majority arises from the parotid, only a 10% arises from the minor sali-
vary glands. Pleomorphic adenoma of minor salivary gland in the palate is a common entity. However, they occur 
in the lip, cheek, tongue oropharynx and nasal cavity etc., rarely. We experienced a case of a 80 years old female 
presented a 10 years history of a right cheek mass which was proved to the pleomorphic adenoma on the histo-
pathologic examination. We resected the mass and obtained good postoperative results. We report this case with a 
review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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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포함하여 제거하였으며 육안상 주변 조직으로 협착 및 

침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술 후 종괴의 육안적 소견상 3.0×

1.7 cm 크기로 외부 표면은 비교적 규칙적이였으며 경계가 잘 

지워진 타원형의 단단한 양상으로 섬유질 피막으로 싸여 있

었다(Fig. 2). 조직병리학 소견상 얇은 섬유질 막과 연골 점액

양 기질 내에 방추형 혹은 원형의 풍부한 과립상 세포조직이 

관찰되어 소타액선에서 발생한 다형성 선종으로 확진되었다

(Fig. 3). 수술 후 1년 현재까지 안면 마비 등의 합병증 및 재발 

소견 없이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다형성 선종이라는 용어는 이 종양이 상피조직 및 결합조직

에서 유래 했다는 태생학적인 기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5) 병인

학적으로 다형성 선종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형성 

종은 상피 기원으로 클론성 염색체 이상으로 8q12와 12q25 

염색체 변이가 있다.6) 임상 양상으로는 서서히 자라나는 종괴

로, 육안적 소견은 대개 2~5 cm 크기가 가장 많고 표면은 둥

글고 평활하며 가동성이 있다. 무통성이며 촉진 시 단단한 결

절의 양상을 보이며 주변과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불규칙

한 결절상 돌출을 갖는다. 경도는 작을 때는 연골양이지만 성

장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낭종이 되면서 파동을 나타낸다.3,5) 타

액선은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등의 주타액선과 약 600~1,000

개 정도가 부비동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관과 인후두부에 분

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타액선으로 나누어 진다.7) 타액선 종

양은 전 종양의 1%, 두경부 종양의 약 3% 정도로 발생 빈도는 

비교적 낮으나 다양한 병리 조직학적 형태를 가지는 종양이다.4) 

소타액선 종양은 전체 타액선 종양 중 22%를 차지하고 소타

액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주타액선 종양에 비해 드물게 발생

하나 조직병리학적으로 13%가 양성, 87%가 악성으로 나타나 

양성종양이 주로 발생하는 주타액선 종양과는 다른 병리 양상

을 보인다.3) 다형성 선종은 주타액선과 소타액선에서 모두에

서 가장 흔한 종양으로 양성 타액선 종양의 65%를 차지한다.5) 

다형성 선종은 주로 주타액선에서 발생하며 소타액선에서는 

10% 미만으로 발생하고 경구내에선 경구개에서(42.8~68.8%)

로 높은 빈도를 보이며 윗입술(10.1%), 협부(5.5%)순으로 협부

에서의 발생은 드물다.3,8) 소타액선의 다형성 선종은 1.4 : 1 정

도로 여자에서 약간 더 호발하고 연령분포는 유아기에서 노

년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20

대에서 50대 사이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Cohen 

등은 144예의 소타액선 기원의 다형성 선종의 연구에서 약 85%

는 구개에서 발생하였으며 협부에서의 빈도는 약 7% 정도였다

고 하였다.8) Deepika 등은 1978년부터 2007년까지 보고한 소

타액선 부위에 발생한 다형성 선종 24예 중 18예(75%)가 구개

에 발생하였고, 4예(17%)만이 협부에 발생하였다.11) 그 밖에 Bu-
chner 등은 13%, Chaudhary 등은 8%, Lopes 등은 0%로 소

타액선에서 발생한 다형성 선종중 협부에 발생한 환자 비율을 

보고하였다.4) 국내에서는 Park 등이 소타액선 종양 환자 83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악성종양이 연구개와 협부점막에서 

Fig. 1. Preoperative Facial CT axial finding. Preoperative axial en-
hanced CT scan white arrow indicates heterogenous enhancing 
mass in right buccal space.

Fig. 2. Postoperative surgical specimen finding. Surgical speci-
men of minor salivary gland pleomorphic adenoma showing well 
encapsulated 3.0×1.7 cm sized mass.

Fig. 3. Histopathologic findings. The slide shows squamoid epi-
thelial cells with chondromyxoid stroma (H&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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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 보고하였으나 양성종양의 협부 발생은 없었다.7)

다형성 선종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발병에서 내원

까지의 기간은 대부분 수 개월에서 수년이고 길게는 수십 년

까지도 보고되고 있다.3) 병력기간에 대하여 Bergmann은 1개

월에서 27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그 평균 병력기간은 6

년이라고 보고하였다.12) 협부의 다형성 선종의 대부분의 경우

에 발음과 저작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오랜시간 크

기가 커진 다음에 미용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의 작은 병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8)

악성종양으로의 이행은 3~15%라고 하며 종양의 크기가 갑

자기 커지거나 동통과 궤양이 있을 때, 혹은 안면마비가 동반

될 때 악성변화를 의심할 수 있으며, 주원인은 반복적인 수술

이나 방사선 치료에 의한 악성화 변성으로 생각되고 전이는 드

물게 골, 폐, 임파선 또는 간에 원격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5,13)

진단은 임상증상과 이학적 검사 등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외 타액선 조영술, 방사선 동위원소검사, 초음파 촬영, 전산

화단층영상, 자기공명영상 등이 있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바람직하다. 조영술 및 흡인세포감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세침흡인 검사법은 정확도는 75~92%, 민감도는 76%, 특이도

는 100%로 평가되고 있으나 확진은 절제조직의 병리조직학적 

검사로 가능하다.2) 전산화단층활영상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중등도로 조영증강되는 연조직 음영을 보이며, 자기공명영상에

서는 T1 강조영상에서 근육과 지방조직 사이의 신호 강도를 

보이는 비균질성 종괴 양상을 보이고 T2 강조영상에서는 높은 

신호 강도의 비균질성 종괴 양상을 보인다.14,15)

치료는 완전한 외과적 절제이며 종양의 단순 적출 후 보고

자에 따라 0~70%의 재발을 보고하고 있어, 수술 시 주위의 정

상상 조직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3) 소타액선 종양의 재발에 대해 살펴보면, Weber 

등은 재발에 관여하는 요소로는 조직학적 분류, 신경주위 침

범, 원발 부위의 위치 등이 관계한다고 하였고, 재발율은 12%

라고 하였다.16) 재발의 원인은 수술시 피막의 손상으로 인한 이

식이나 종양조직의 일부가 수술 후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대

부분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잔여 조직 없이 외과적으로 

완전 적출시에는 1%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5)

저자들은 80세 여자 환자에서 협부 부위에서 발생한 종괴를 

일괄 절제하였으며 조직 병리학 소견으로 소타액선에서 발생

한 다형성 선종을 진단한 드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 다형성 선종 ·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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