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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eomorphic adenoma is the most common salivary gland tumor that accounts for 
about 70% of benign salivary gland tumors and common in the parotid gland. Patients 
are typically in their middle age and present with a smooth, well-circumscribed and 
painless enlarged mass.
  The advantages of using laser in dental surgery are followings 
    1. Lesser bleeding during surgical procedure 
    2. The ability to coagulate and cut tissues 
    3. Sterilization of the wound site 
    4. Reducing swelling and scar 
    5. Shortened surgical time 
    6. Less postoperative pain.
  We report a case of excision of pleomorphic adenoma on the left pterygomandibular 
space using the diode laser under general anesthesia. Diode laser is considered to be 
an alternative option for the excision of oral tumor because of its safety an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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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형성 선종은 타액선 양성 종양 중에 약 70%를 차지하며 이하선의 표재소엽에서 주로 발

생되며, 약 10%는 안면신경 하방의 심부소엽에서 발생하며 때때로 내측으로 인두측벽부나 연

구개부까지 성장하기도 한다. 소타액선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나 그중 구개부에서 가장 호발하

며 입술, 협점막, 후구치부, 혀, 구인두부에 발생하기도 한다.1-2)

  다형성 선종은 동통은 흔하지 않으나 약 50% 정도의 경우에서 압박감과 같은 국소적 불편

감이 있다. 또한 피낭화 되어 있어 촉진시 주위 조직과 경계가 명확하게 느껴지며 팽창형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종양의 형태는 둥글고 인접한 정상 타액선 조직을 압박할 수도 있고 드물게 

안면신경을 침범하여 안면신경마비를 보이기도 한다.3)

  다형성 선종의 처치는 외과적 절제술(surgical excision)이나 때로는 적출술(enucleation)을 

권하기도한다. 이하선의 천부소엽에 발생한 경우는 표층 이하선 적출술(superficial parotide- 

ctomy)를 시행하고, 심부에 위치한 경우는 안면신경을 보존하면서 완전 이하선 적출술(total 

parotidectomy)를 시행한다. 구강내 병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전적인 낭외절제술(extracapsular 

excision)을 시행한다.4)

  여러 종류의 레이저들이 높은 응고 특성, 절개 능력, 술 후 치유능력 등의 장점으로 구강악

안면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diode 레이저는 휴대가 쉽고, 소형의 수술용 장비로, 

다른 레이저 장비들에 비해서 효율적이다. Diode 레이저는 805 nm 에서 980nm의 파장을 

가진다. 임상적인 적응증에 따라 접촉형 혹은 비접촉형으로 사용가능하며, 연속파와 충격파로 

사용될 수 있다. 비접촉형은 중간 정도의 에너지로 표면 병소의 응고에 적용될 수 있고, 접촉

형은 높은 에너지로 조직 절개에 적용 될 수 있다.5)

  구강 내에 발생한 양성 연조직 병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협소한 구강 환경과 지속적인 출혈

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증례에서 전신마취하에 다형성 선종을 Diode 레

이저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절제하였고, 양호한 치유 결과를 보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증례 1

2017년 1월 31일 70세의 남자 환자가 좌측 협점막에 발생한 무통성의 종창를 주소로 내원하

였다. 임상 검사상 좌측 협점막에 경계가 뚜렷한 종괴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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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well-circumscribed mass on the left pterygomandibular space

  2008년에 동일 부위에 본원에서 전신마취하 양성종양 제거술을 시행한 병력이 있고 당시 

생검결과 다형성 선종으로 진단되었다. 그리고 내원 약 1년 전부터 다시 점차적으로 크기가 

증가하였고 동통은 없었다고 한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는 좌측 상악 구치부에 잔존치근 외에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조영제를 이용한 컴퓨터 단층촬영결과 앞쪽으로는 좌측 상악 소구

치 부위, 뒤쪽으로는 좌측 이하선 전연까지 명확한 경계를 가진 종창을 관찰할 수 있었고 주

위 구조물이나 골 침식 소견, 크기가 증가된 경부림프절은 보이지 않았다.(Fig.2~4)

Fig. 2 Panora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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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ronal CT scan 

Fig. 4 The axial CT scan shows that the tumor occupies the left pterygomandibula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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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동일 부위의 수술 병력과 조영제를 이용한 컴퓨터 단층촬영결과를 바탕으로 다형성 

선종으로 잠정진단하고 2017년 2월 13일 전신마취하에 diode laser를 이용한 절제술을 계획

하였다. 좌측 상악 협점막 종물을 diode laser로 절제하고 봉합을 시행하였고 종물의 크기는 

3.5×3.2×1.8 정도였다.(Fig.5~7)

Fig. 5 Excision of tumor with diode laser

Fig. 6 The tumor was completely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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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Suture the operative site after excision of tumor

  생검 결과 호염기성의 핵을 가진 같은 모양의 입방형의 상피세포를 가진 다형성 선종으로 

진단되었으며, 괴사나 피낭 부위로의 침입은 보이지 않았으며 세포성 이형성도 보이지 않았

다.(Fig. 8)

Fig. 8 The histopathologic examination shows ductal structures are lined by cuboidal 

cells. (H&E stain,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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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다형성 선종은 타액선에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보이며 종

괴는 유동성이 있으며 둥글고 소엽상이다. 크기는 보통 2~5cm정도이며, 주타액선에서 92.5%, 

소타액선에 6.2% 정도 발생하는데 84%가 이하선, 8%가 악하선, 0.5%가 설하선에서 발생한

다. 5.5%가 구강내에 2.5%가 비인두관에서 발생하며 약 4%가 연구개와 경구개에서 발생한다. 

상순이 하순보다 빈발하며 협점막, 혀, 구인두, 측두골, 하악골 등에 발생된 경우도 보고되었

다.6)

  다형성 선종은 각 병소마다 다양한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내는데, 절단면은 광택이 나는 회

백색의 양상을 보이며(Fig. 9), 섬유성 피막이 항상 관찰되는데 이것은 다른 악성 타액선 종양과 

감별시 가장 중요한 조직학적 특성이 된다. 종양세포는 다양하게 보이나 보통 도관과 근상피

형태가 우세하다.7)

Fig. 9 Cross-section of the removed tumor

  타액선 종양의 진단법으로는 과거력 조사, 임상 검사, 타액선 조영술, 흡인생검, 냉동 절단 

생검, 컴퓨터 단층 촬영, 초음파 등이 있다. 다형성 선종의 경우는 임상 검사 시 피낭화 되어

있고, 약간 단단하며 경계가 명확하고, 과거력 조사 시 서서히 크기가 증대하였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방사선학적으로는 주위조직으로의 침윤성 소견 없이 주위골을 압박 흡수하며 

연조직 내에 존재하는 경우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여 종양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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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과에서 보고하는 증례는 좌측 이하선 도관을 따라 익돌하악 간극에 형성된 타액선 종양

으로 유추되며, 동일 부위에 절제술을 실시한 과거력과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경계가 명

확한 종괴의 소견을 보여 다형성 선종으로 잠정 진단하였다.

  다형성 선종은 피막이 잘 형성되어 있지만 종양세포가 피막을 통과하여 새로운 병소를 생

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적출만 했을 경우에는 피막 밖에 있는 병소를 제거하

지 못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9~12) 따라서 다형성 선종의 치료는 광범위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13~15)

  다형성 선종은 서서히 증대되는 양성종양이나 재발 시에는 급속히 증대되며 악성화를 보이

기도 하므로 절제시 피낭을 찢거나 남기지 않는 등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8)

  레이저 치료의 원리는 절개, 증산/증착, 지혈의 3가지로 대표된다. 레이저를 조직에 조사하

였을 때 반응은 흡수, 투과, 반사, 산란 양상으로 일어나고 이 중에서 흡수반응만 시술에 필

요한 에너지로 사용된다. 이러한 조직 상호작용은 임상적으로 병소의 제거 및 조직 절제, 지

혈, 멸균효과 및 조직접합 효과 등을 나타낸다.16)

  Diode 레이저는 구강내 병소의 처치에 우수하며, 간단하고, 안전한 도구이다. 출혈이 적으

며, 술 후 부종이나 불편감이 적다. 우수한 지혈 효과 및 조직의 치유능력 향상으로 대개 봉

합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작용 없이 창상은 7일 이내에 거의 치유된다.

  양성 연조직 병소의 절제에서 diode 레이저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고, 간단하고 안전한 

치료방법이다. 본 교실에서는 익돌하악 간극에 발생한 비교적 큰 다형성 선종을 diode 레이

저를 이용하여 빠르고 깨끗하게 절제할 수 있었고, 술 중 출혈로 인한 시야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구강 내 종양절제에 레이저의 적용 또한 장점이 있으므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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