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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rthin Tumor on the Parotid Gland: A Case Report

Sungchang Min, Kyuho Yoon, Kwansoo Park, Jeongkwon Cheong, Jungho Bae, Kyuhong Jo, 
Jihoon Han, Youngil Oh, Jaemyung Shin1, Jeeseon Baik1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Sanggye Paik Hospital, 
1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Ilsan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Warthintumor (WT), also known as adenolymphoma or papillary cystadenoma lymphomatosum, was described in 1895 for 

the first time. It is a common benign tumor of the parotid glands and the second most common neoplasm of the salivary 

gland, accounting for 5% to 14% of all parotid neoplasm. A 63-year-old man visited our clinic with the complaint of swelling 

on the right parotid gland. Physical examination showed a 3 cm, firm, well-circumscribed, painless mass on the right mandibular 

angle. Computed tomography imaging showed a 3.5×2.0×1.6 cm well-defined cystic mass. WT is histologically characterized 

by bilayered, oncocystic cell, lymphoid stroma, and cystic space. With these typical cytomorphologic characteristics, the fine-nee-

dle aspiration cytology was performed as diagnostic tool before the surgery. The lymphocytes and oncocystic cell were not 

observed. The lesion was completely excised under general anesthesia. We diagnosed the case as WT, from the surgically 

excised specimen. We report on the case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s.

Key words: Warthin tumor (WT), Adenolymphoma, Papillary cystadenoma lymphomatosum

서  론

Warthin 종양은 두 번째로 흔한 타액선 양성종양으로 선림프

종 또는 유두상 낭성 림프종으로 1895년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주로 이하선에서 발생하고 이 곳에서 발견되는 신생종물 중 약 

5∼14%를 차지한다[1]. 악하선과 소타액선에서도 발생하지만 드

물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호발하고 평균 발생 연령은 62세로 

40세 이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2]. 천천히 성장하는 무통성의 

종괴로 하악각 근처의 이하선 끝에서 주로 호발한다[1,2]. 조직절

제가 치료법이나 다중심성 잠재력 때문에 천층이하선 절제술을 

추천하기도 한다[3]. 술 후 약 6∼12%의 재발률이 보고되고 있다

[3]. 본 증례는 우측 이하선 부위 부종을 주소로 내원한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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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operative intraoral photo. Painless palpable and 
nodular mass on right buccal mucosa.Fig. 1. Pre-operative extraoral photo (circle).

Fig. 3. (A)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CT) (transverse view).
(B) Pre-operative CT (frontal view). 
Round shaped relatively well-de-
fined mild to moderate enhancing 
heterogeneous mass (arrow) with 
posterior wall irregularity and in-
filtrations in right parotid gland.

남환에서 병소의 외과적 적출술 후 조직 검사결과 Warthin 종양

으로 진단하여 이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보고

63세의 남성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우측 얼굴부위에 무언가 

만져진다는 무통성의 부종을 주소로 2009년 10월 본과에 내원하

였다. 안모에서 우측 하악각 주위의 경결감 및 융기된 소견을 

보였고(Fig. 1), 구강 내로는 우측 협점막과 후구치 부위에 약 

3 cm 지름의 촉진 가능한 융기된 병소가 관찰되었다(Fig. 2). 

병소의 색깔은 주위 점막과 다르지 않았고, 표면에 궤양은 없었으

며, 촉진 시 경결감 및 통증은 없었다. 구강내 감각이상이나 안면

신경 기능장애는 없었고, 연하곤란, 개구장애, 호흡곤란, 애성, 

림프절 비대 등의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조영 증강된 CT상, 우측 협부 이하선 주위의 골 침범이 없는 

잘 경계지어지고 중등도로 조영 증강된 둥근 형태의 불균질 병소

가 관찰되었고(Fig. 3), 우측 level II의 1 cm 미만의 림프절 

비대가 관찰되었다.

병소는 성장 양상이 느리고 환자의 임상증상에 특이한 소견이 

없어 양성으로 의심되었고, 방사선학적으로 주위조직에 대한 침

범 없이 잘 경계지어진 병소가 관찰되었으며, 종양 내부의 석회화 

구조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교실에서는 이하선

에 발생하는 Warthin 종양으로 가진하였다. 또한 술 전 조직학적

인 검사를 위해 Fine-needled aspiration을 시행하였다. 세침흡

입조직검사(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는 Warthin 종양

의 진단에 우수한 방법으로[4] 술 전 시행하였으나 Warthin 종양

을 뒷받침할 만한 림프세포(lymphocytes)나 호산성과립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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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Photomicrographs of 
Warthin tumor (WT). The low power
view reveals a diffuse central degen-
erated cystic portion (purple point 
ended bar) and the peripheral solid
portion (red bar). The right upper 
portion (blue bar) discloses a normal 
histology of the parotid gland (H&E,
original magnification×10). (B) Photo-
micrographs of WT. The solid por-
tion is composed of lymphoid stro-
ma (black arrow) and oncocytic epi-
thelium (red arrow), a typical histo-
morphology of the Warthin tumor 
(H&E, original magnification×200).

Fig. 5. (A) Operative photography. 
Well encapsulated mass on right pa-
rotid gland. (B) Gross finding. Well
defined ovoid lump of reddish soft 
tissue (3.5×2.0×1.6 cm).

Fig. 4. Fine-needled aspiration biopsy. A few degenerated squa-
moid cells (arrow) and many foamy histocytes in thick fluidy back-
ground, with no supportive evidences of neoplasm (lymphocytes,
oncocystic cells) (H&E, ×400).

(oncocystic cells)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4). 2009년 12월 

전신마취하에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잘 구획된 

종물이 관찰되었으며 얼굴신경손상에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병소

를 제거하였다(Fig. 5A). 조직 검체는 난원형의 붉은 soft tissue

로 크기는 3.5×2.0×1.6 cm였다(Fig. 5B). H&E 조직학적 검사

상, 10배 저배율 조직사진에 중심부에 낭성부분(cystic portion)

과 그 주변부의 고체성부분(peripheral solid portion)과 정상적

인 이하선 조직이 관찰되었다(Fig. 6A). 200배 고배율 조직사진

에서 Warthin 종양의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인 고체성부분

(peripheral solid portion)의 중앙부위에 림프실질(lymphoid 

stroma)과 이를 둘러싼 두 개의 층판으로 구성되는 호산성과립세

포상피(oncocystic epithelium)가 관찰되며 상피 바깥으로는 낭

성영역(cystic area)이 존재하였다(Fig. 6B). 이러한 소견에 근거

하여 Warthin 종양으로 진단하였다.

술 후 우측 얼굴신경손상으로 인한 우측 구각부의 운동제한이 

나타났다(Fig. 7). 정기적인 임상검사 및 facial bone computed 

tomography (CT) 촬영을 통한 경과 관찰한 바, 술 후 2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병소의 재발이 관찰되지 않았고(Fig. 8), 얼굴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구각부위 운동제한의 회복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본 교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  찰

Warthin 종양은 선림프종(adenolyphoma) 또는 유두상 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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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Post-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CT) (transverse view;
21-months after). (B) Post-operative
CT (frontal view; 21-months fol-
low-up). Ill-defined, irregular shap-
ed attenuation lesion in the right 
parotid gland.

Fig. 7. Post-operative extraoral photo
(1-month follow-up). Hypomobility at
the right mouth corner.

림프종(papillary cyst adenoma lymphomatosum)으로 타액

선 양성종양으로 분류되며 papillary cystadenoma lymphoma-

tosum은 특징적인 조직학적 모양에 근거를 둔 명칭이다[1]. 

주로 이하선의 하엽에 많이 발생하나 악하선, 혀, 구개부, 입술, 

인두부등 소타액선에서도 적은 발생빈도가 있다[2]. 대부분 환자

의 주소는 수개월간 점진적으로 촉진되는 무통성의 종괴로 천천히 

성장하며 하악각 근처의 이하선 끝에서 주로 발견된다[5]. 타액선

의 발생시기에 림프절 내로 유입된 타액선 도관에서 유래되며 

이는 림프조직의 재형성과 관련된 타액선 상피의 증식으로 추측된

다[6,7]. 역학적인 최근 연구에 의하면 Epstein-Barr virus와 연관

성이 있으며 또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8배 많은 발생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8].

Warthin 종양과 감별진단해야 되는 이하선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은 다음과 같다. 

양성종양에서는 다형성 선종(pleomorphic adenoma)이 가

장 호발하며 그 외에 단형성 선종(monomorphic adenoma), 

호산성 과립세포종(oncocytoma)이 관찰되고 드물게 발생하는 피지

선종(sebaceous adenoma), 관내 유두종(intraductal papilloma), 

낭선종(cystadenoma), 지방종(lipoma), 혈관종(hemagioma) 등

이 있다. 다형성 선종은 타액선 종양의 약 75%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이하선에서 발생한다. 조직검사상 근상피세포는 전형

적인 방추형 모양을 상실하고 다각형으로 관찰된다. 주로 40대에

서 서서히 성장하는 편측성의 무증상의 종괴로 나타나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특징적으로 병소의 경계가 명확

하여 피막으로 잘 형성되어 있으며 1% 이하에서 악성변형이 일어

난다. 절제 후에도 약 50% 정도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단형성 선종은 분명한 구조를 갖는 한 가지의 상피세포가 

증식되어 형성된 것이다. 호발 연령은 60대이며 여성에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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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느리게 성장하고 경계가 분명한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은 기저세포종(basal cell ad-

enoma)과 세관선종(canalicular adenoma)이다. 단순절제가 

단형성 선종의 최적의 치료방법이며 절제 시 주변의 정상조직까지 

포함해야 하나 재발은 드물다[10]. 호산성 과립세포종은 많은 사

립체(mitochondria)를 포함한 호산성 과립세포가 기관양상

(organoid pattern)으로 배열되고 섬유성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

는 조직학적 특징을 갖는다. 여성에서 호발하고 노인에서 많이 

생기고 70대에 나타난며 촉진 시 유동성인 종괴로 만져진다. 안면

신경을 보존하면서 소엽을 절제하는 외과술을 사용하나 전체 소엽

을 제거하지 않는 단순 적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제거

로 인해 10%의 재발률을 보인다[11]. 피지선종은 대부분 이하선

에서 기원하며 종양세포는 타액선 양상을 보이지 않고 피부 부속

기관인 피지선 상피와 유사하다. 변이형은 유두상 낭선종과 유사

한데, 이는 종양을 포함하는 피지선포와 선관이 림프양 기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관내 유두종은 섬유혈관성 결합조직 주변으

로 관내 원주세포가 유두상 증식을 한 것으로 중층편평상피로의 

각질세포의 화생이 관찰된다[12]. 낭성종은 원주세포 또는 입방세

포로 이장된 미세낭성공간이 특징적이다. 피지선종 및 관내 유두

종, 낭성종의 경우 유동성의 결절로 통증이 없다. 치료 방법으로는 

적출술이나 단순 국소 절제술이 최선의 치료이며 절제 후에 재발

하지 않는다[12]. 지방종은 성숙한 지방세포로 이루어진 가장 흔

한 중배엽성 양성종양이지만 타액선에서는 드물게 발생한다. 대

부분 이하선에서 둥글거나 타원형의 다소 단단한 덩어리로 나타나

며 대개 동통이 없고 유동성이다. 치료는 국소적인 절제를 시행하

며 예후는 양호하다[13]. 혈관종은 증식하는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양성종양(선천성 혈관종)과 비정상적인 형태발생에서 기인된 병

소를 포함하는 혈관기형을 의미한다. 비상피성 타액선 종양의 

50%로 가장 흔하며 그 중 85%가 이하선에서 발생한다. 영아기와 

아동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타액선 양성종양이다. 자연적으

로 소실되지 않는 혈관종은 국소적인 절제를 시행한다[14].

악성종양으로는 점액표피암종(mucoepidermoid carcino-

ma), 선양낭성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 선세포암종

(acinic cell carcinoma), 다형성 저등급 선암종(polymorphous 

low grade adenocarcinoma) 등이 있다. 점액표피암종은 다양

한 등급의 공격성을 갖고 있는 악성타액선 종양이며 점액분비세

포, 중층편평상피로 구성되어 있고 피막은 없다. 약 75% 정도가 

국소 림프절로 전이하는 공격성을 보이며, 폐, 뇌, 골격으로 혈행

성 전이도 한다. 고등급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은 70% 이상, 10년 

생존율은 50% 이하, 15년 생존율은 33%로 하락한다. 저등급에서

의 사망은 흔치 않다[15]. 선양낭성암종은 고형(solid), 사상체

(cribriform) 또는 관상형태(tubular pattern)를 취하는 입방세포

(cuboidal cell)로 구성되어 있고 신경주위 림프절강(perineural 

lymphatic space)을 침입하는 경향이 있는 이하선에서 가장 흔한 

악성 타액선 종양이다. 환자의 25%가 동통이나 감각이상을 호소

하며 일반적으로 이하선에 발생된 선양낭성암종이 악하선에 발생

된 경우보다 예후가 양호하다. 보통 5년 생존율은 좋은 편이지만 

10∼15년 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국소전이와 혈류전이로 인해 

40% 환자에서 전이가 관찰된다[16]. 선세포암종은 악성타액선종

양이며 이하선에서 주로 발생하고 충실형이나 여포형으로 배열된 

담색염색상(pale staining)의 선포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

으로 악성도가 낮으나 악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동통과 마비가 

있을 수도 있다. 외과적 제거 후 5년 생존율이 80% 이상이지만 

10년에서는 65%로 떨어진다. 경부박리술은 국소전이가 있을 때

만 적용되며 방사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17]. 다형성 저등급 

선암종은 소타액선에서 호발하며 중심부에 소엽과 사상체 형태, 

가장자리에서는 한 줄로 형성된 층판구조의 관상형태 등으로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고 낮은 전이율을 보인다. 무통성 종괴로 천천히 

성장하며 표면 궤양은 드물다. 재발은 불완전한 절제로 인하여 

흔히 일어나며 먼 거리로의 혈류전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5%에서 

국소 전이가 보고되고 있다[18]. 악성 타액선암종의 치료는 전형

적으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한다. 악성도가 낮은 이하선 종양일 

경우에는 부분 절제도 가능하나 악성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부 

근치 수술(radical neck dissection)이 필요할 수 있으며 외과적 

처치와 함께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15,18].

Warthin 종양은 드물게 나마 조직학적으로 악성인 증례(0.3%)

가 보고되고 있다[19]. 이 경우 치료 방법으로는 완전한 절제가 

일차적인 치료이며 술 후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아직 증명되지 

못했다[20]. 경부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

게 된다. 예후는 비교적 양호하며 10년 생존율은 95%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소 재발률은 14∼33%, 경부림프절 전이는 6∼

15%로 보고되고 있다[20]. 원격전이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7.5%까지 보고된 경우로 있다[19,20]. 치료 후 5년 이상 

지난 후에 재발 또는 경부림프절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

로 수술 후 장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20].

양성 타액선암으로 조직학적으로 위족이 있는 다형성 선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상피세포의 증식과 다양한 모양의 상피와 결체

조직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Warthin 종양의 경우 두 층의 

호산구성 원주세포가 내강으로 돌출하는 낭종성 공간으로 구성되

고 결제조직에는 많은 림프구들이 존재한다[6]. 조직학적인 특징

으로는 도관상피 및 림프구B, T세포로 구성된 림프성 실질의 

혼합물로 구성되며 상피는 낭종 상의 공간을 둘러싸는 호산성과립

이 풍부한 팽대세포의 2개 층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져 있다[7].

Warthin 종양은 전산화단층영상(CT)에서 난원형의 경계가 명

확하고, 경도 혹은 중등도의 조영증강을 보이는 종물 소견을 보이

며,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서는 

T1 강조영상에서 중등도의 신호강도를, T2 강조영상에서 중등도 

또는 높은 신호강도를 보이지만 다형성 선종에서 나타나는 조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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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양상과는 달리 Warthin 종양의 경우 상피조직과 림프조직의 

증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형성분으로 인해 조영제 증강이 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조영제의 배출되는 점이 다형성 선종과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소견으로 보고 되고 있다[21,22]. 타액선 스캔

에서 Warthin 종양은 대부분의 다른 종양과는 달리 특징적으로 

강한 열점을 나타낸다. 호산성과립세포종(oncocystomas, oxy-

philic adenoma)도 열점을 나타내기는 하나 타액선의 종양의 

1% 이하로 매우 드물며 양측성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초음

파영상에서는 저에코성의 고형성 종괴로 나타난다[23].

이하선 병소에 대한 진단은 술 후 조직병소의 검체 샘플에 

대한 조직학적인 평가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세침흡입, CT, 

MRI, 초음파 및 Tc-99 타액선 조영술 같은 방법들이 술 전 효과적

인 감별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세침흡입 조직검사는 

Warthin 종양의 진단에 있어 80∼100% 범위의 정확도가 보고 

되고 있으나 단독으로 치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침흡입 검사만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4]. 그 이유로는 Warthin 종양의 세포조직학적

인 다양성과 특정 세포의 검체 채취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병소의 수술적인 제거가 치료의 선택이 되지만 이하선 수술시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으며 그 중 얼굴신경의 손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얼굴신경의 일시적인 손상은 약 8∼24%, 영구적인 

손상은 2∼3%로 보고되고 있다[3]. Warthin 종양의 조직학적인 

특징인 다중심성 잠재력 때문에 천층이하선 절제술이 추천되나 

덜 광범위한 절제 보존적인 수술이 우선적인 치료 방법이다[3,24]. 

병소 제거 후 예후는 좋으며 5년 경과 관찰 후 재발률은 약 6∼

12%로 보고되고 있다[3].

본 교실에서 Warthin 종양 치료는 조직 절제술이 시행되었으

며 21개월간 주기적인 경과 관찰기간 동안 재발은 없었고 술 

후 우측 얼굴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구각부의 운동이 제한

되었으나 현재 얼굴신경손상의 회복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번 증례를 통해 Warthin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특징적인 세

포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세침흡입조직검사가 술 전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침흡임검사만으로 Warthin 종양의 

치료와 진단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CT, MRI, 초음파 및 

Tc-99 타액선 조영술 같은 다양한 술 전 검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Warthin 종양의 치료에 있어 

천층이하선 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낮은 재발률과 

이환율에 근거하여 제한적인 이하선 제거, 다시 말해 통상적인 

수술적 절제가 아닌 해부학적인 구조 및 얼굴신경손상을 방지하는 

보존적인 접근이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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