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9 -

서   론 8

다형선종(pleomorphic adenoma)에 이어 이하선(parotid 

gland)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 중 두 번째로 흔한 왈틴씨 

종양(Warthin’s tumor)은 침샘의 모든 종양 중 4~15%를 차

지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하선 내에 발생하고, 드물게 악하

선(submandibular gland)이나 부침샘(minor salivary gland)

에서 발견되기도 한다.1) 약 10%에서는 다발성 혹은 양측 

침샘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고, 10%에서는 악성화와 관계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는 보통 이하선 천엽을 

포함한 수술적 제거이며, 재발은 약 2% 정도에서 나타난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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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증례에서 이하선 외부의 주변 림프절에서 왈틴씨 

종양이 발생하는 것이 보고되었는데,1) 이것은 발생과정에

서 다른 침샘과는 달리 이하선의 피막이 림프계보다 상대

적으로 늦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하선 내부 혹은 이하선 

주위의 림프절에 침샘관의 상피조직을 포함하는 침샘관내

포물(salivary duct inclusion body)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서 왈틴씨 종양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2,3) 이 때문에 

이런 경우 대부분 이하선의 미부(tail) 주변부에 잘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에 저자들은 눈꺼풀에 흑색종이 있는 환자에서 이하

선이나 다른 타액선에 병변 없이 경부 림프절에서만 독립

적으로 왈틴씨 종양이 발생하여, 악성 흑색종의 경부림프

절 전이 등 다른 진단과의 감별이 필요했던 증례를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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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 교실

이용수·박지수·나기상·구본석·장재원

= Abstract =

A Case of Solitary Warthin’s Tumor from Cervical Lymph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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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thin’s tumor is the second most common salivary gland benign tumor, typically occurring in the fifth to 
seventh decades of life which shows an indolent feature. It is usually found in the parotid gland but occasionally 
in extra-parotid locations such as peri-parotid lymph node. However, Report of solitary Warthin’s tumor in cervical 
lymph node is unusual. We here report a case of 72-year-old male with simultaneous malignant melanoma on 
eyelid and cervical lymph node enlargement in cervical level II area thus mimicking malignancy metastasis. After 
excisional biopsy under the local anesthesia, pathology was reported as papillary cystadenoma lymphomatosum, 
which is a histologically pathognomic finding of Warthin’s tumor. However, there was no suspicious tumorous 
lesion in major or minor salivary glands. This case suggests that Warthin’s tumor should be considered as a possible 
pathology in solitary lymph node lesion of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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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72세 남자 환자가 내원 1주일 전 시작된 좌안의 이물감

을 주소로 본원 안과에 내원하여 좌안 결막에서 면도생검

(shave biopsy)을 시행한 결과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

noma)으로 진단되어 추가적인 광범위절제(wide excision)

를 계획하였다. 병기설정 및 전이확인을 위해 시행한 경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검사에서 좌

측 경부 level II에 약 1.5 × 1 cm 정도의 크기로 조영이 증가

되는 난원형의 종괴가 주변 구조물로의 침습이 없이 관찰

되어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의 결과 

악성 흑색종의 조기 병변일 경우 임파선 전이가 보일 때 

절제적 생검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세침흡입검사

를 생략하고 바로 절제생검(Exisional biopsy)을 계획하였

다(Fig. 1).5)

절제적 생검을 통해 얻은 조직의 소견 상 낭종 내에 두 

층의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유두상 돌기와 림프양 조직을 

동반한 왈틴씨 종양으로 진단되었다(Fig. 2). 조직검사 결과

를 토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수술 전 촬영한 

경부 CT를 재검토하였으며, 이하선을 포함한 다른 주침샘

에 왈틴씨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병변은 관찰되

지 않았다. 환자는 술 후 4일째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

였고, 악성 흑색종에 대해 안과에서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왈틴씨 종양은 1928년 Dr. Warthin에 의해 영상소견이 

보고된 이후 원발성이하선종양의 약 14%를 차지하며, 대

부분 이하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이하선 외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보고되었다.6) 그 발생기

A B

Fig. 1. White arrow indicate heterogenius mass at cervical II level sized 1x1x1cm

A B

Fig. 2. (A) H&E stain x 100  cystic mass with papillary epithelial and intervening lympoid tissiue. (B) H&E stain X 200  long white arrow 
indicate double layer : the top layer of tall columnar oncocytic cells and a basal layer of polygonal cells. Arrow head lymphoid stro-
ma and germinal center inside st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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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하선의 발생과정의 특징에 기초한 가설이 일반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생학적으로 이하선은 침샘 

중에 가장 먼저 발생을 시작하게 되지만, 피막의 경우는 

악하선이나 설하선과 다음으로 가장 늦게 형성되며, 악하

선 설하선과는 달리 이하선의 피막은 림프계가 나타나는 

시기 보다 늦게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이 끝난 후에 

이하선의 침샘 조직이 이하선 주위의 림프절에 포함되거

나, 림프조직이 이하선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하선 상피세포가 남아있는 주변 림프절이나 그 

외의 경부 림프절에서 이하선에 발생하는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기전이 침샘조직이 이하선 주

위 림프절뿐만 아니라 경부 하부나 종격동 상부에서 드물

게 발견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7)

또한 이하선 외부의 림프절에 왈틴씨 종양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림프구성 요소들이 상피성 구성 요소에 대한 면

역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염증반응의 결과물로 상피조직

과 림프조직들의 혼합을 설명하는 이론과, 반대로 이하선 

외부에 발생한 왈틴씨 종양에서 T세포과 B세포의 비율이 

정상 림프절의 비율과 같은 것을 근거로 하여 림프조직에

서 침샘조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이론도 이

전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8)

이하선 주변이 아닌 위치에 생긴 왈틴씨 종양의 경우 

감별이 어려우며 경부림프절에 생긴 경우 선천성 종물이

나 다른 위치에 생긴 원발암의 전이병변으로 나타난 경부

림프절의 비대와 감별이 어렵다.9,10) 또한 왈틴씨 종양의 

경우 호산성과립세포(Oncocyte)나 림프구(Lymphocyte) 등

의 전형적인 소견이 세침흡인검사에서 확인 되지 않는 경

우가 많아 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진단율이 61% ~ 83%로 비

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확실한 진단을 위해 절제적 

생검이 필요하다.11)

본 증례에서 환자가 경부종괴가 발견되기 이전에 악성

흑색종이 확인되어, 경부에 있는 조영증강되는 종괴는 전

이성 병변과의 감별이 필요하여 절제적 생검을 시행하였

다. Joo 등은 일반적인 조영증강 경부 CT(contrast enhanced 

CT)에서 왈틴씨 종양이나 새열낭종과 같은 다른 양성종양

과 악성종양의 임파선 전이병변의 소견이 유사하여 감별

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2-phase heli-

cal CT를 이용할 경우 지연상에서 왈틴씨 종양의 경우 조

영이 감소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12) Lee 등

의 연구에서도 왈틴씨 종양은 조영제가 빠르게 wash out 

되는 병변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2-phase 

조영증강 CT의 지연상 영상이 감별진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3) 그 외에 Ikeda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에서 짧은 타우(tau) 반복법이나 T2강

조 영상에서의 저음영의 병변이나 확산 강조 이미지

(Diffusion-weighted image)에서 저확산(low apparent dif-

fusion coefficient value)을 확인하는 것이 왈틴씨 종양을 

감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고, 아직 임상적으로 적용

되지는 않고 있지만, Lee 등의 연구에서 자기공명분광(MR 

spectroscopy)을 사용하는 것이 악성과 양성, 더 나아가 다

형성선종과 왈틴씨 종양을 감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 제시되었다. 또한 수술 중에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되겠다.14)

결론적으로 기존에 타액선의 병변과 타액선 외에 왈틴

씨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보고되었으나, 타액선의 병변 

없이 타액선과 관련 없는 부위의 경부림프절 부위에 발생

학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왈틴씨 종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일반적인 영상학적 소견으로는 다

른 양성 및 악성림프절과 감별이 어려워 조직학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처럼 경부에 

종양으로 생각되는 병변이 있을 때 이하선 부위와 동떨어

져 있는 경부 부위라 할 지라도 왈틴씨 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감별을 위해서 

특히 본 증례와 같이 임상적으로 악성의 가능성을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침흡인검사와 함께 절제적 생

검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이하선 외 왈틴씨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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