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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경부 영역의 림프상피암종은 림프조직구의 침윤이 

많은 비각화암종의 일종으로, 대부분 Epstein-Barr virus 

(EBV)와 연관이 있는 종양이다.1) 이는 유행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전체 악성종양의 0.3~0.7% 정도로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데 반해, 유행지역에서는 전체 악성종양

의 3.6~92%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영문 문헌상으

로는 현재까지 약 438예 정도가 보고되었고,1) 국내에서

는 1997년 첫 증례보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약 13예 

정도만 보고될 정도로 드물다.2-5) 하지만 인구 비례를 고

려하였을 때 북극권과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en-

demic 지역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저자들은 최근 악하선에서 발견된 림프상피암종을 1

예 경험하였고, 기존에 두경부 영역에서 보고된 침샘의 림

프상피암종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20세 남자 환자가 내원 2주 전 발견한 단단하게 만져지

는 약 3.0 x 4.0 cm 크기의 종괴를 주소로 외래에 방문하

였다. 이는 주관적으로 빠르게 자라는 것 외에 통증, 연하

장애, 혀마비, 입마름과 같은 다른 자각증상은 없었다.

비인두 부위의 점막 비대 소견 이외에 후두내시경에서 전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A).

경부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좌측 악하선 부위에 3.4 x 

4.1 cm 크기의 경계가 일부 불분명하며 불균일한 조영증강을 

보이는 고형 종괴와 더불어, 비인두 점막 중앙 부위에 1.3 x 

1.3 cm 크기의 결절이 확인되었다(Fig. 1B, Fig. 2A,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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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Lymphoepithelial carcinoma is an extremely rare malignant tumor, especially those localized at the head and neck 

region. The histological prototype of lymphoepithelial carcinoma is undifferentiated nasopharyngeal carcinoma. 

Herein, we report a case of a tumor localized in the left submandibular gland in a 20-year-old male. The tumor 

mass was surgically excised with the submandibular gland, and the specimen was pathologically confirmed to 

be lymphoepithelial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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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경부 자기공명영상(MRI) T2 강조영상에서 좌측 악

하선 부위에 고신호강도를 보이는 3.1 x 4.0 x 3.9 cm 크기

의 종괴와 좌측 경부 level II에서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었

다(Fig. 3A, Fig. 3B). PET CT에서도 좌측 악하선 부위 및 

좌측 경부 level II의 림프절에서 강한 FDG 섭취(SUV 

max: 8.8)가 확인되었다(Fig. 4A, Fig. 4B).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초음파 유도하 중심부 바늘생검

(core needle biopsy)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에서 림프구

와 조직구의 침윤을 보이며 면역조직화학염색(CD117, 

P63, P40, GATA3, EBV(ISH))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림프

상피암종으로 진단되었다(Fig. 5A, Fig. 5B, Fig. 5C, Fig. 

5D). EBV 양성 비인두암을 감별하기 위해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확인된 비인두 중앙의 종괴에서 조직검사

를 시행하였고, lymphoid hyperplasia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전신마취 하 좌측 악하선 광범위절제술과 좌측 

경부 level I-III에 대한 선택적경부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중 주변 조직과 심한 유착과 설신경의 침범을 확인

하여 설신경을 포함하여 덩이를 절제하였으며, 술 중 동결

절편검사를 통해 설신경의 경계에 남은 악성종양이 없음

을 확인하였다(Fig. 6). 수술 후 종괴에서 채취한 조직표

본에서 종괴의 크기는 5.2 x 3.3 x 2.2 cm 였으며, 림프상

피암종으로 확진되었다(Fig. 7). 경부 level I-III에서 총 

25개의 림프절 중 양성이 확인된 림프절은 없었다. 주변 

구조물의 침범은 없었으나 피막 외 침범과 신경주위침범

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으며, 

5주 후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였다. 좌측 악하선에 60Gy, 

좌측 림프절에 53.2Gy의 방사선 선량을 28회에 나누어 조

사하였다. 환자는 방사선 치료 종료 6개월까지 신체검진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재발소견 없이 추적 관찰 중이다.

A B

Fig. 1. Nasopharynx. A. Sinus endoscopic findings : Mucosal hypertrophy, nasopharynx. B. Contrast enhanced neck CT findings :
1.3 x 1.3 cm sized, enhancing mass at nasopharynx.

A B

Fig. 2. Contrastenhancedneck CT findings. (Axial) A. 3.4 x 4.1 cm sized, heterognously enhacing mass at left submandibular
area. B. LN enlargement at left leve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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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Neck MRI T2-weighted images. A. (Coronal) 3.1 x 4.0 x 3.9 cm sized mass with an increased signal intensity after Gadolinium
enhancement at left submandibular area. B. (Axial) Some enlarged lymph nodes are presented at left neck level II.

A B

Fig. 4. PET CT images show high FDG intake(SUVmax: 8.8) at leftsubmandibulararea and cervical levelII.

A

           

B

C

           

D

Fig. 5. Histopathological feature, immunohistochemical results, and Epstein-Barr virus-encoded RNA in situ hybridization (EBER-ISH)
result of lymphoepithelial carcinoma of salivary gland.A. H&E, (x400) B. p40, (x200) C. p63, (x200) D. EBER-ISH, (x200) A. 
Histologically, the tumor consists of irregular shaped sheets and nests cells with moderate eosinophilic cytoplasm and round 
to oval shaped nuclei. The tumor cells were arranged in syncytial growth pattern with indistinct cell borders, and were admixed
with abundant intratumoral and peritumoral lymphoplasmacytic infiltration. (4B, 4C) Tumor cells displayed strong nuclear ex-
pression for 4B. p40 and 4C. p63 4D. EBER-ISH revealed diffuse and strong immunoreactivity in the tumor cells. Original magnifica-
tion : (4A-4D) x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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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침샘의 림프상피암종은 1962년 Hilderman에 의해 처

음으로 보고된 후 현재까지도 영문 문헌에서 약 438예가 

보고될 정도로 매우 드문 암종이다.1,6) 대부분이 주침샘

에서 발생하였으나, 작은 침샘에서도 약 26건의 발생이 보고

되었다. 림프상피암종은 조직학적으로 풍부하고 비종양

성의 림프형질세포(lymphoplasmacytic)의 침윤이 두드러

진 미분화 암종을 말한다. 조직병리학적으로 상피세포와 

림프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드러진 요소에 따

라 감별진단이 결정된다. 림프구의 침윤이 두드러질 경우, 

림프상피병변, 와르틴종양을 감별할 수 있고 상피세포가 

두드러질 경우 전이성암종을 배제하여야 한다.1,7,8) 비인

두의 미분화암은 림프상피암종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다. 

두 암종 모두 방사선에 민감하며, 조직병리 소견과 면역

조직화학염색 소견 및 대부분이 Ebstein-Barr virus를 발

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

침샘의 림프상피암종의 치료는 완전 절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방사선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우선하

는 비인두암의 침샘 전이를 감별해야 한다. 따라서 침샘

의 림프상피암종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비인두 조직검사

를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1,9)

본 증례에서는 지금까지의 문헌을 토대로 수술을 통한 

완전 절제 후 경부구역 I-IV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계획

하였다. 조직병리학적으로 방사선에 민감하며, 임상적

으로도 방사선치료가 locoregional control에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방사선치료는 전체 증례의 약 30%

에서만 시행되었다.1) 이는 아마도 비인두암과 달리 주침

샘은 수술적 접근과 완전절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

며, 약 81%의 5년 생존률을 보여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

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침샘의 림프상피암종에

서 방사선치료의 용량과 범위에 대한 논의도 아직 이루

A B

Fig. 7. The gross specimens. : A 5.2 x 3.3 x 2.2 cm sized tumor with extraparenchymal extension.

Fig. 6. Intraoperative finding before removal of the tumor shows extracapsular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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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았다. 본 증례에서는 림프절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중 피막외 침범과 신경주위 침범이 관찰

되어 고악성도 종양에 준하여 locoregional control을 하고

자 경부 림프절을 방사선 치료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발

생률이 매우 낮아 대규모 연구가 쉽지 않겠지만, adjuvant 

treatment의 유용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인두암과 같이 단독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에 좋은 성적을 보인다면 수술적 절제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치료 옵션

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증례의 환자는 20세이며 2주 전에 발견한 빠르게 

자라는 목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지금까지의 문헌

에서 침샘의 림프상피암종의 평균연령은 47.1세, 중위연

령은 46세로 본 증례의 환자는 젊은 편에 해당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는 목 종괴, 종창을 주소로 내원하는

데 그 기간은 평균 20.8개월, 중위 11.5개월이었으나 본 

증례에서는 2주로 짧았다.

저자들은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게 보고된 바 있는 주

침샘의 림프상피암종에 대해 완전절제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매우 드문 암종이나 EBV 양성 비인두암과 더

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 이

에 본 증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임상병리적, 영상

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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