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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ecretory carcinoma of salivary gland origin is a recently described tumor that harbors a characteristic ETV6-NTRK3 

translocation that is identical to secretory carcinoma of the breast. The majority of tumors were located in the parotid 

gland and other major salivary glands, while the minority occurred in a minor salivary gland. We present a case 

of a 71-year-old female who was diagnosed with low-grade salivary gland cancer presenting in the soft palate accom-

panying lymph node metastasis. Peroral wide excision, selective neck dissection, reconstruction with radial forearm 

free flap was performed. The final pathology report indicated secretory carcinoma of the soft palate. The patient 

was followed-up without evidence of recurrence for one year.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assess prognosis 

and treatment for the secretory carcinoma of the minor salivary gland origin. Continuous follow-up with various 

cases is need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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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타액선 종양은 전체 두경부 종양의 약 3~6% 정도로 확

인되며, 그 중에서 소타액선 종양은 전체 타액선 종양의 

10~20%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이다.
1)

 두경부에 450~750

개의 소타액선이 존재하며, 그 중 대다수는 구강 내에 

존재하고 일부 비강 및 부비동, 구인두, 후두, 기관지 내

에 분포한다. 소타액선 종양은 광범위한 소타액선 분포

로 인해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소타액선 

종양은 양성 종양이 20%, 악성 종양이 80%로 악성 비율

이 높으며, 양성 종양은 구개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 악성 종양은 비강 및 부비동이 31.3%, 구개가 26.9%, 

구강저가 11.9%의 순으로 확인된다.
3)

타액선 종양은 병리학적이 소견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 정확한 병리진단이 중요한 것으

로 간주된다.
4)
 현재까지 알려진 WHO 병리분류가 타액선 

종양은 2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 각각의 병리학적 

아형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편이다.
5)

 그 중 분비성 암종은 비교적 최근에 분류된 병

리분류로 2010년 Skalova 등
6)
이 ETS variant gene 6-neuro-

trophic tyrosine kinase, receptor, type 3 (ETV6-NTRK3) 

translocation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유선 유사 분비성 암종

(Mammary analogue secretory carcinoma)로 명명하였다. 

최근 WHO 분류에서 유선 유사 분비성 암종은 다른 기관

들에서 보고되는 분비성 암종과의 유사성 및 표준화를 

위해 분비성 암종(Secretory carcinoma)으로 명명되었다.
7)

 

이후 다양한 분비성 암종의 증례들이 보고되었으나 아직

도 그 임상 양상과 예후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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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operative CT and PET/CT images. Contrast-enhanced PNS CT shows about 3.9 x 3.0 cm sized heterogeneous enhancing
mass in the right side of soft palate (arrow) (A). There is 2.1cm sized one metastatic lymph node with central necrosis in the 
right level 2 (arrowhead) (B). PET/CT scan shows FDG uptake with maxSUV values of 14.2 at the soft palate tumor and 4.9 
at the metastatic lymph node, respectively (C, D).

Fig. 1. Preoperative endoscopic image of soft palate tumor

있다.
8)

국내에는 주타액선인 이하선에서 발생한 분비성 암종 

1례가 보고되었으나 소타액선에서 분비성 암종이 보고

된 임상 증례는 없다.
9)

 저자들은 아직 국내에 보고된바 

없는 연구개에서 발생한 분비성 암종 1례를 경험하였기

에 문헌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71세 여성이 1개월 전부터 구강 내 종물로 인한 불편감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과거력 상 고혈압과 당뇨 외 특이

병력은 없었고 암 가족력도 없었다. 신체검사 상 우측 

연구개에 4 × 3 cm 크기의 원형 모양의 단발성 종물 확인

되었으며 촉진 시 단단하게 만져졌고 압통은 동반되지 

않았다(Fig. 1). 진단을 위하여 국소마취 하에 조직검사 

및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에서는 악성, 

양성을 판단 할 수 없는 침샘 종양(Salivary gland neoplasm)

으로 병리 결과 확인되었고, 비부비동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는 우측 연구개에 4cm 크기의 내부에 혼합의 음영

증강을 보이는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우측 level II 에 괴

사를 동반하고 있는 2.1cm의 전이성 경부 림프절이 관찰

되었다(Fig. 2A, 2B).

처음 조직검사에서 악성, 양성을 판단 할 수 없는 침생

종양으로 확인되어 연구개 종물 및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 

상에서 확인된 전이성 림프절 의심 병변에 대해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재시행하였다. 전이성 경부 림프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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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age showing the surgical site after right selective neck dissection (Level I-IV) (A). Preoperative image of the soft palate
tumor (B). Image showing the soft palate defect after peroral wide resection (C). Image showing the soft palate defect after 
reconstruction with radial forearm free flap (D). Surgical specimen, soft palate mass (E). Surgical specimen, right level I-IV lymph 
nodes (F).

는 초음파 유도하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보다 조직을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

하 총생검술(Core needle biopsy)를 시행하였다. 병리 결과

는 두 조직검사 모두에서 저등급 타액선 악성종양(Low 

grade salivary gland carcinoma)으로 확인되었다. 악성종

양 병기설정 및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 자기공명영상,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을 시행하

였다. 비부비동 자기공명영상 상 Pterygoid muscle 이나 

Deep tongue muscle에 침범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 상 우측 Level II에 단발성의 전이 경부 

림프절 외에 추가적인 전이 림프절 소견 보이지 않았고,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상 원발병소와 전이 경부 림프절은 

SUVmax 값이 각각 14.2, 4.9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원격

전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Fig. 2C, D).

위와 같은 소견을 종합하여 Minor salivary gland origin

의 연구개 악성 종물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하였다. 먼저 

기도확보를 위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선택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Level I~IV)을 시행하였다. 연구개 종물에 

대해서 경구강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때 종

양의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기 위해 우측 연구개 종물 

주위 정상 점막을 1cm 이상 포함하여 절제연을 확보하였

고 Levator veli palatine muscle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절제하였다. 절제 후 발생한 결손 부위는 요측전완유리

피판(Radial forearm free flap)을 이용하여 재건하였으며, 

이 때 피판의 유경(pedicle)은 상갑상동맥(superior thyroi-

dal artery) 및 내경정맥의 분지(branch of internal jugular 

vein)와 문합하였다(Fig. 3).

병리검사에서, 육안소견에서는 2.3x1.3x1.3 cm 크기의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타원형의 종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림프혈관 침윤(Lymphovascular invasion) 및 신경주위 

침윤(Perineural invasion)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외측절

제연과 심부절제연 모두 음성(Negative margin)으로 확인

되었다. 선택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 결과 우측에서 29개

의 림프절 중 Level IIa에서 1.9cm의 단일 전이림프절이 

확인되었으며, 림프절 피막외 침범(Extranodal extension)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발종양의 성상은 현미경 소견

에서 풍부한 핵소체를 포함하는 난형의 핵을 가지고 내

강으로 점액을 분비하는 악성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세포

질 내의 호산성의 과립을 가지고 있었다. 종양은 주변부

를 침윤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단단한 미세 낭성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는 S100

과 Mammaglobin에서 양성 소견 보였으며, DOG-1에서 

음성소견 보였다(Fig. 5). ETV6-NTRK3 gene fusion에 대

해서 형광 제자리 부합법(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FISH)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조직검사와 면역

조직화학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타액선 악성종양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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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icroscopic findings. Predominantly solid microcystic structure is shown (H&E stain, x40) (A). Mucinous luminal secretions 
(arrow) and Eosinophilic vacuolated tumor cells having uniform oval nuclei with loose chromatin and a single prominent central
nucleolus is shown (H&E stain, x20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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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immunohistochemistry findings. Diffuse positive for S-100 protein is shown (x200) (A). Diffuse positive for mammaglobin
is shown (x200) (B). Negative for DOG-1 protein is shown (x2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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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llow-up CT shows post-surgical scar change, without definite evidence of tumor recurrence (A). Follow-up endoscopic
image after soft palate wide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B).

분비성 암종으로 진단하였고 병리결과에 따라 pT2N1M0

로 AJCC병기 3기로 진단하였다. 술 후 특이 문제없이 퇴

원하였으며 추가적인 방사선이나 항암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추적관찰 중이며 술 후 1년째 경과관찰 

위해 시행한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수술 후 반흔 외에 

재발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6).

고찰

분비성 암종의 정확한 발생률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모든 타액선 종물의 0.3%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10)

 타액선 악성종양에서는 4~4.5% 정도에서 

분비성 암종이 확인된다고 보고되었다.
11)

 분비성 암종은 

대략 70% 정도로 이하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25% 

미만으로 연구개, 협점막, 혀뿌리, 입술 등의 소타액선에

서 발견된다.
12)

 Khalele 등
13)
은 279명의 분비성 암종 환자

에서 68명(24%)이 소타액선에서 발생한 분비성 암종 환

자임을 확인하였다.

분비성 암종의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임상

양상은 우연히 발견되거나 신체검진을 통해 발견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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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라는 종물이다.
12)

 본 증례에서도 서서히 커지는 구

강 내 종물로 인한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드물지

만 이하선에서 발생한 분비성 암종으로 인해 얼굴마비가 

발생한 환자도 보고된 바 있다.
14)

 조직검사 상 분비성 암

종은 낭성, 유두상의 단단 한 구조 및 분비물을 포함한 

관상 공간, 공포화된 호산성 세포질을 보이는 종양세포를 

보인다.
8,15)

 면역조직화학검사 상 S-100과 Mammaglobin 

모두에 양성으로 확인된다.
12)

 세포질의 호산성 과립으로 

선방세포암종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선방세포암종과는 

달리 선방세포가 없고 면역조직화학검사 상에서 S-100과 

Mammaglobin에는 양성을 보이며, 선방세포암종에서 양성

으로 확인되는 DOG-1이 음성으로 보여 이를 통해 두 암종

을 감별할 수 있다. 분비성 암종의 확진은 ETV6-NTRK3 

gene fusion을 FISH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6)

 하지

만 조직검사와 면역조직화학검사 만을 이용하여 분비성 

암종 진단의 정확도는 세포유전학적으로 확진하는 것과 

비교하여 95%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 많은 분비성 

암종이 조직검사와 면역조직화학검사 만으로 진단될 수 

있다.
16)

 본 증례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호산성의 과립을 

가지고 있는 종양 세포와 미세 낭성 구조을 확인하였고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해 S-100과 Mammaglobin은 양성, 

DOG-1은 음성임을 확인함으로써 세포유전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분비성 암종을 진단하였다. 저자는 조직

검사와 면역조직화학검사의 결과가 기존의 알려진 분비

성 암종의 특징에 부합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세포

유전학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분비성 암종을 진단 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진단법이 더 연구된다면 분비성 

암종을 진단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비성 암종은 저등급 악성 종양으로 국소적 림프절 

전이가 흔하지 않지만, Chiosea
14)

 등의 연구에서 분비성 

암종과 방사세포암종에서의 림프절 전이는 각각 17.6% 

(6/34), 7.9% (3/38)로 확인되었고 평균 무병생존기간은 

각각 92개월과 121개월로 확인되어 다른 저등급 악성 

종양과 비교하였을 때는 비교적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도 연구개에 발생한 

저등급 악성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

어 기존 문헌과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비성 암종의 표준 치료 원칙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른 저등급 악성 종양의 치료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

으며, 기본 원칙은 광범위한 절제술이다. 수술적 절제에 

있어 예방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는지 여

부는 임상적, 영상학적, 조직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술자

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Sethi 등
12)
은 분비성 

암종 환자 86명의 치료 결과를 보고하였고, 21명의 환자

가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2명의 환자가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17명의 환자가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분비성 암종의 잠재 림프절 

전이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으며, Stevens 등
17)
은 18명의 

분비성 암종 환자에서 예방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

행했고 4명의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술전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어 

광범위 절제술 및 Level I~IV를 포함하는 선택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술전 평가에서 림프절 전

이가 1개로 국소적으로 확인되며 악성종양의 병리학적 

분류도가 저등급으로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 보다는 

선택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선택하였다. 최종 병리검

사에서 원발 종양의 절제연이 음성이고, 림프혈관 침윤

(Lymphovascular invasion) 및 신경주위 침윤(Perineural 

invasion) 소견은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다학제 회의

를 통해 추가 방사선치료는 하지 않고 경과관찰 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개에서 발생하는 분비성 암종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으며 국내에서는 연구개에 발생하는 종물을 분비

성 암종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증례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 예후와 치료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

려우나 추후 다양한 사례와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추가적인 합병증 및 재발, 전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저자는 본 증례에서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분비성 암종에 대해 광범위 절제술과 선택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후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 없이 1년동안 

재발 소견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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