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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으로 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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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gn Lymphoepithelial Cyst of the Parotid Gland 
as an Initial Manifestation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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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enign lymphoepithelial cysts are rare, and are associated with swelling of the salivary glands (usually the parotid gland). The 

cytopathological features include lymphoid hyperplasia with an epithelial component, exhibiting cystic and proliferative changes. 

Development of a benign lymphoepithelial cyst commonly precedes acquisi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but may 

also be the initial clinical manifestation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nfection. A 43 year-old male presented with a 

slowly growing multilocular cystic mass in his right cheek. Computed tomography of the neck revealed a well-circumscribed cystic 

lesion in the bilateral parotid glands. A provisional diagnosis of a benign lymphoepithelial cyst associated with HIV infection was 

made, and Western blotting confirmed the HIV infection. Three months after initiation of antiretroviral therapy, the parotid swelling 

was completely resolved. We report this case to suggest that clinicians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HIV infection when pa-

tients present with benign lymphoepithelial cysts of the parotid gland. (Korean J Med 2015;88: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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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침샘 질환은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환자의 3-10%에서 발생한다. HIV 감염 환

자에서 발생하는 침샘 질환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종양, 

쇼그렌 증후군, 양성 림프상피낭 등이며, 이 중 가장 흔한 원

인은 양성 림프상피낭이다[1]. 양성 림프상피낭은 1895년 처

음 보고되었고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신경섬유종증 등

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2-4]. 

HIV 감염 환자에서 생긴 침샘의 양성 림프상피낭은 대부분 

귀밑샘을 침범하는데[5], 주로 양측을 침범하고 단일 병변보

다는 다수의 병변인 경우가 흔하며 통증 없이 서서히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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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uted tomography of the neck. (A) An extraglandular cystic mass (arrow) lying inferior to the right parotid gland. (B) 
Multiple enhancing nodules (variable in size, arrows) exhibiting cystic changes are evident in the bilateral parotid glands. 

고 50% 정도에서 경부 림프절 종대를 동반한다[1].

외국 문헌에서 귀밑샘의 양성 림프상피낭은 HIV 감염자

의 3-6%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에서의 보고는 없었다. 저자들은 귀밑샘의 양성 림프상피낭

이 단서가 되어 HIV 감염을 확정 진단한 환자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한다.

증     례

43세 남자가 오른쪽 귀밑샘 종괴를 주소로 이비인후과 외

래를 방문하였다. 발열, 오한, 체중 감소와 같은 전신 증상은 

없었고 종괴 부위의 통증과 같은 국소 증상도 없었다. 이전

에 특이병력이 없었고, 입원력, 수술력도 없었다. 신체 검사

에서 오른쪽 귀밑샘 종괴의 크기는 2 cm × 2 cm였으며 왼쪽 

귀밑샘에도 1 cm 크기의 종괴가 만져졌다. 양측 경부에서 

수 개의 압통을 동반하지 않은 1 cm 미만의 림프절들이 만

져졌다.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포함한 다른 부위의 림프절은 

만져지지 않았고 간비대, 비장비대 소견도 없었다. 말초 혈

액 검사에서 혈색소 15.0 g/dL, 백혈구 수 5,960/mm3 (호중구 

65.1%, 림프구 24.3%, 단핵구 7.4%), 혈소판 수 176,000/mm3

였다.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에서 양측 귀밑샘 내에 위치한 여

러 개의 결절이 있었고 오른쪽 귀밑샘에서 2.5 cm × 1.7 cm

의 낭성 종괴가 확인되었다(Fig. 1).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의 

소견으로 Warthin’s tumor, HIV 관련 양성 림프상피낭, 결핵

림프절염을 의심하여 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시행하였다. 세

침흡인세포 검사에서 악성세포는 보이지 않았고, 여러 형태

의 림프계 세포(polymorphous lymphoid cells)가 보였으며 상

피세포도 일부 관찰되었다(Fig. 2). 육아종은 관찰되지 않았

고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에서 결핵균의 유전자는 발견되

지 않았다. 세침흡인세포 검사에서 육아종 소견을 보이지 

않아 결핵림프절염 가능성이 낮았고, 양측을 침범한 소견은 

Warthin’s tumor에 합당하지 않아 HIV 관련 양성 림프상피낭

에 대한 감별진단을 위해 감염내과 진료가 의뢰되었다. 혈액 

검사에서 HIV 항원 양성, HIV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

say (ELISA) 항체 양성이었고, Western blot에서 양성이 확인되

어 HIV 감염이 확진되었다. 혈장 HIV 역가는 10,785 copies/ 

mL이었고 cluster of differentiation (CD)4+ T림프구 수는 337개

/mm3, CD8+ T림프구 수는 791개/mm3, CD4+/CD8+ 비율은 0.43

이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투여의 적응에 해당하여 tenofo-

vir, emtricitabine, atazanavir/ritonavir 투여를 시작하였다. 항레

트로바이러스제 투여 3개월 후 혈장 HIV 역가는 40 copies/mL 

미만이었고 CD4+ T림프구 수는 481개/mm3
였다. 항레트로바

이러스제 투여 3개월 후 양측 귀밑샘 종괴는 줄어들어 만져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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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Some clustered epithelial nests are evident against a background of polymorphic lymphoid 
cells, macrophages, and cystic fluid (A, ×100, B, ×200) (Papanicolaou stain). 

고     찰

HIV 감염자에서 발생하는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의 병

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말초혈액에 있던 HIV 감염 세포

가 귀밑샘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어

서 귀밑샘의 림프조직들이 증식하게 되고 상피세포 변형이 

동반된다. 귀밑샘 림프조직의 증식은 침샘관을 누르게 되고, 

그 결과 침샘관의 확장과 낭성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1].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로 자기공

명영상, 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촬영술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은 자기공명영상과 컴퓨터단층

촬영 검사에서 다수의 작은 낭성종괴로 관찰되며, 일부에서

는 경부림프절 종대가 동반된다. 초음파촬영술에서는 단순 

낭성종괴에서 혼합 종괴까지 다양한 형태로 보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둥근 저에코 음영이다. 이 음영은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내부에 중격을 형성하며 조영증강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 검사 소견은 비특이적 소견으로 진단적이지 않

다[1].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은 병리진단이며, 확정진단을 

위해서는 절제생검(excisional biopsy) 혹은 절개생검(incisional 

biopsy)이 필요하다. 병리소견의 특징은 여러 개의 편평상피

세포로 둘러싸인 낭성병변, 사이질 림프침윤(interstitial lym-

phoid infiltrate)과 증식 및 림프소절(lymphoid follicle), 단핵구 

침윤 등이며 때로 다핵거대세포가 관찰되기도 한다[6,7]. 

HIV 감염 환자에서 생기는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은 대부

분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투여에 반응하므로 진단을 위해 절

제생검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임상 소견, 영상 검

사 소견, 절개생검 혹은 세침흡인세포 검사, 항레트로바이러

스제 투여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진단할 수 있다[8].

이전에 특이병력이 없던 43세 남자에서 발생한 양측 귀밑

샘의 낭성종괴의 감별진단으로 Warthin’s tumor, 결핵림프절염, 

HIV 연관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을 고려하였다. Warthin’s 

tumor는 호발연령이 60대이고 양측을 침범하는 경우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세침흡인

세포 검사에서 Warthin’s tumor에 합당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낭성병변을 보였지만 발적, 통증 등을 동반하지 않

았고, 세침흡인세포 검사에서 육아종 소견이 보이지 않아 결

핵 림프절염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하였다. 양측을 침범한 

점, 낭성 변화를 보인 점에서 양성 림프상피낭 가능성이 크

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전 특이 병력이 없었으나 동반한 HIV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던 중 Western 

blot을 통해 HIV 감염을 확정 진단하였다. 상기 환자에서 귀

밑샘에 대해 절제생검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낭성병변, 양

측 귀밑샘을 침범한 점,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투여 3개월에 

병변이 소실된 점으로 HIV 감염자에서 발생한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본 증례는 우리나라 HIV 

감염 환자에서 보고된 첫 번째 양성 림프상피낭으로, 양측 

귀밑샘의 낭성종괴가 단서가 되어 HIV 감염을 진단할 수 있

었다.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은 주로 HIV 감염 환자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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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드물게 HIV 비감염 환자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HIV 감염 환자에서 발생한 경우에 양측을 침범하

는 경우가 흔하고, 크기가 더 크며 수가 많고 천천히 자라면

서 경부 림프절종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9]. 조직학적

으로는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

부 연구에 의하면 HIV 감염 환자의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

에서 다핵거대세포 관찰이 흔하고 CD4+ T림프구와 CD8+ T

림프구의 비율이 HIV 비감염 환자에 비해 낮음이 보고된 바 

있다[4].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제(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

rapy)가 도입된 이후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 발생률은 현저

히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은 HIV 감염이 진단된 이후 발견되

었지만 일부에서는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이 첫 HIV 감염 

임상상인 경우들이 있었다[10]. 즉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

이 단서가 되어 HIV 감염이 진단된 환자들이 있다.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이 HIV 감염 환자의 첫 번째 임상

발현인 사례들이 있으므로 임상의는 경부림프절 비대를 동

반한 양측 귀밑샘 양성 림프상피낭으로 발현한 환자에서 

HIV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요     약

저자들은 귀밑샘의 양성 림프상피낭이 단서가 되어 HIV 

감염을 확정 진단한 환자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한다.

중심 단어: 귀밑샘; 낭종;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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