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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타액선 종양은 두경부 악성 종양의 약 5%를 차지하며,1,2) 점

액표피양 암종은 이 중 가장 흔한 형태의 악성 종양으로 타액

선 종양의 약 12~29%를 차지한다.3) 주 타액선에서는 이하선

에 가장 호발하며,1,2) 소타액선에선 약 46%에서 구강 내에서 

발생한다. 구강 내 발생 빈도는 구개가 가장 흔하며, 협부, 하

악, 입술, 그리고 혀 등의 순이다.1) 구후 삼각부, 구인두, 그리

고 이소성 타액선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국내에서

는 현재까지 구후 삼각부 점액표피양 암종은 보고된 예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구강 내 이물감과 전경부 종물을 주소로 내원

한 65세 여자 환자에서 구후 삼각부의 점액표피양 암종으로 

진단된 증례를 치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66세 여자환자가 내원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좌측 구강 내 

이물감과 전경부의 종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 이비인후과

를 방문하였다. 신체검사상 좌측 구후 삼각부에 약 1.5×1 cm 

크기의 푸른빛을 띄는 딱딱한 종물(Fig. 1)과 전경부에 약 3

×3 cm 크기의 무통성 고정성 종물이 관찰되었다. 두경부에 

비정상적인 림프절은 촉지되지 않았고, 내시경 검사상 인후두

에 특이소견 없었다.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좌측 구후삼

각부에 약 1.2×1 cm 크기의 종물(Fig. 2)과 우측 갑상선에 석

회화를 동반한 약 3×3 cm 크기의 결절과 좌측 갑상선에는 

2.5×2 cm 크기의 종물이 관찰되었다. 구후삼각부 종물은 혈

관종보다 딱딱하였으나, 색깔이 푸른빛이어서 혈관성 종양을 

의심하여 세침흡인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우측 갑상선에서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여 Bethesda 분류상 category III로 

보고되어, 구후삼각부 종괴에 대한 절제생검과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계획하였다. 전신 마취 하에 구강 내로 접근하였다. 

구강 종물은 비교적 주변과 잘 박리되었으나, 입천장혀근(pal-
atoglossus)과 상인두수축근(superior pharyngeal constrictor)

에 부분적으로 유착이 있는 양상이었다. 구강 종물은 동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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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우측 갑상선에선 저명한 악성

소견은 보이지 않아 좌측 갑상선 절제술은 시행하지 않고 수

술을 종료하였다. 최종 조직검사에서 구후삼각부 종괴는 저

등급 점액표피양 암종으로(Fig. 3), 우측 갑상선은 광범위 침

습 여포암종으로 확진되었다. 점액표피양 암종은 변연부 침

범은 보이지 않았으나, 무종양의 안전 경계가 2 mm로 보고되

어 술 후 일주일 째 좌측 구후 삼각부에 대해 입천장혀근과 

상인두수축근을 일부 포함하여 광범위 절제 및 좌측 완성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두번째 수술의 조직검사결과 

절제부위에서 악성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좌측 갑상선은 결

절성 과증식으로 보고되었다. 수술 후 양전자단층촬영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고, 술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재발 소견 없이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구강에서 종양이 가장 호발하는 곳은 구강설과 구강저이고, 

구후삼각을 침범하는 경우는 드물다.4) 구강을 침범하는 악성 

종양 중 약 7%에서 구후삼각을 침범하며, 그 중 대부분은 편

평세포 암종이고, 소타액선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5)

점액표피양 암종은 가장 흔한 타액선 종양으로 이중 약 46%

는 구강내의 다양한 위치에 분포하는 소타액선에서 발생한

다.1) 구개는 소타액선에 발생한 점액표피양 암종이 가장 호발

하며 약 55%를 차지하며,1) 그 외에도 구후삼각부, 구강저, 협

점막, 입술과 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6) Lutcavage 등은 소타

액선 종양환자 265명 중 6.4%에서 구후삼각부에서 발생하였

다는 보고하였다.7) 

점액표피양 암종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천천히 자라

는 무통성 종물로 나타나게 되며 그 외에도 통증, 궤양, 변색,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8) 저악성도의 종양에서

는 그 크기가 5 cm을 넘는 경우는 드물고, 고악성도의 종양에

서는 빠르게 자라는 무통성의 종물이 주변조직으로 침윤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원격전이와 궤양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

다.2) 구강내의 종양은 표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점액 낭종이나 

혈관성 종양과 비슷하게 푸르거나 붉은 빛깔을 띤다.9,10) 임상

증상은 비특이적이며 대부분 천천히 자라는 무통성 종괴로 

나타나게 되는데, 통증의 동반, 빠르게 자라는 경우는 고등

급 점액표피양암종 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감별질환으로는 편

Fig. 1. The external photography shows 1.5×1 cm sized bluish mass 
in retromolar trigone.

Fig. 2. Preoperative contrast-enhanced axial CT scan shows low 
density mass, and it is located medial to the mandibualr angle 
(arrow).

Fig. 3. Pathologic findings. A : Cut surface of surgical specimen. B : It shows that low grade mucoepidermoic carcinoma composed 
of mucous cells lining cystic space(H & E, ×200). C : The photo shows epidermal cells with very few mucous cells and minimal cystic 
changes suggestive of mucoepidermoid carcinoma(H & E,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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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세포암, 선편평세포암, 타액관 암종, 전이성 신세포암 등이 

있다.1)

컴퓨터 전산화단층촬영으로 골 침윤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기공명영상은 연부조직 침윤에 효과적이다. 크기가 작고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종양은 구개나 구후삼각에 위치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영상학적 평가가 필수적이지 않으나, 크기가 

크거나 재발한 종양 또는 뇌신경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는 

영상학적 평가가 필수적이다.11) 세침흡인검사가 진단에 도움

을 주며, 악성의 정도가 세침흡인검사의 결과 평가 영향을 미친

다고 알려져 있다.12) Klijanienko 등에 의하면 저악성도(68%)

에 비해 고악성도(87%)의 종양이 진단율이 더 높다고 한다.12)

조직학적으로 점액표피양 암종은 3단계로 구분되며 저악성

도(48%), 중등 악성도(13.3%), 고악성도(38.7%)로 분류된다.2) 

다양한 성장양식과 세포형태가 특징적이며, 이 두 가지 요소가 

점액표피양 암종의 진단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종양에는 

낭종과 고형 형태로 배열된 점액 세포, 표피양 세포, 중간 세

포, 원주 세포 및 투명세포가 분포하며, 이 세포들의 함량이 종

양의 등급을 분류하는데 중요하다.1) 저악성도의 종양은 점액

세포의 비율이 높고 덜 침습적인 반면 고악성도의 종양은 점

액세포의 비율이 낮다.2)

해부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점액표피양 암종의 치료방법은 

완전한 수술적 절제이다.13) 저악성도 종양은 수술적 치료만으

로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소타액선에 발생한 작은 

크기의 저악성도 점액표피양 암종은 국소 광범위 절제술만으

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범위가 넓은 경우 하악골 절제술, 상

악골 절제술, 유양돌기 

절제술, 측두하와 접근법, 또는 전방 두개 안면부 절제술 등

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15) 절제 연의 침범이 있는 경우 높은 재

발율을 보이므로 적절한 절제범위 선택이 필요하다.6) 경부 림

프절의 전이는 나쁜 예후인자이며,16) Chen 등의 보고에 의하

면 고악성도 종양에서는 34%, 중등-악성도에서는 8.1%, 저악

성도에서는 3.3%에서 경부림프절의 전이를 보였다.17) 방사선 

치료는 고악성도 종양의 환자와 수술 절제연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에 추가적으

로 사용된다.18,19)

예후는 5년 생존율이 중등도(97.4%)와 저악성도(98.8%) 종

양은 차이가 없으며 고악성도 종양은 67%로 의미있게 낮다.17) 

나이가 젊은 환자, 여자환자에서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i-67 항원은 증식성 표지인자로 높게 발현될수록 조

직학적 등급이 증가된다.20,21)

본 증례에서의 교훈은 소타액선 종양이 구후삼각부에서 발

생할 수 있으며, 종양의 성상이 혈관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비교적 딱딱하고, 수술 시 주변과 유착이 있는 경우는 소타액

선 종양을 의심해야 하겠다.

중심 단어 : 점액표피양 암종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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