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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Idiopathic Multiple Sialectasis in Stensen’s Duct Presenting
as Cheek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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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ialectasis can occur as a consequence of stone, inflammation, autoimmune diseases, trauma, surgery and
radioactive iodine treatment etc. The clinical features and symptoms are various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dilated salivary duct. The dilated distal Stensen’s duct may appear as a cheek mass. The idiopathic
multiple sialectasis is relative rare and few cases are reported so far. A 83-year-old male who visited our clinic
with cheek mass and finally diagnosed as multiple sialectasis in Stensen’s duct. We report an interesting and
didactic case with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J Clinical Otolaryngol 2021;32: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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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증

례

타액선관 확장증(sialectasis)은 타석증, 만성 염증, 자

83세 남환이 내원 2년 전부터 지속되고, 최근 3개월

가면역 질환, 외상, 수술 및 요요드 동위원소 치료 후에

동안 서서히 크기가 증가하는 우측 협부 종물을 주소로

발생할 수 있으며, 명확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1-

내원하였다. 종물은 무통성의 2.5×2.1 cm의 크기로 약

3)

임상 양상은 확장된 침샘관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다

간의 가동성을 가지는, 경계가 명확한 구형 양상이었다

르며, 이하선관의 원위부에 확장이 있는 경우는 협부 종

(Fig. 1A). 경부의 다른 곳에 비 정상적으로 촉지되는

3)

물로 나타날 수 있다. 협부 종물양상으로 나타난 이하

종물은 없었으며, 신경 증상도 없었다. 과거력에서는 고

선관 확장증은 영문검색에서 11예가 보고되어 있으며,

혈압과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았으

1-6)

국내 보고는 1예가 있다.

저자들은 협부 종물로 내원

며, 안면부 외상 및 수술 등의 이력은 없었다. 협부의

한 83세 남환에서 다발성 이하선관 확장증으로 진단된

양성 종물 또는 부이하선 종물 등을 의심하고, 영상 검

교훈적인 증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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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초음파 소견에서 우측 침샘관이 전체적으로 확

식자 확장법(bougination), 풍선 확장술 및 구강 내에서

장되고, 확장부 사이에는 협착부가 존재하였고(Fig.

접근 가능한 원위부 병변 만을 절제하는 침샘관 성형술

2A and 2B), 전산화 단층촬영에서도 초음파와 유사한

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환자분

양상이 확인되었다(Fig. 2C and 2D). 이러한 소견 등

도 연령 및 악성 종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추가적

을 확인한 이후 손가락으로 종물의 표면에 압력을 가하

치료보다는 경과관찰을 강하게 원하였다. 초진 이후 9

자, 이하선관의 구강 개구부에서 타액으로 보이는 액체

개월 경과한 현재까지 종물 이외에 특이 증상 없이 추적

가 다량 분출되었고, 바로 종물의 크기는 확연히 감소하

관찰 중이다.

였다(Fig. 1B and 1C). 환자는 평소 식후의 저명한 동

고

통, 협부 부종 및 종물의 크기 증가 등은 없었다고 하
며, 안면부 외상, 종양, 수술 및 타석증 진단 등에 대해

찰

서도 부인하였다. 일반혈액 검사, C-반응 단백질 및 적

폐쇄성 타액선 질환(obstructive salivary gland dis-

혈구 침강 속도 검사 등은 모두 정상 범위였다. 이하선

eases, OSGD)은 타석증, 협착, 점액전(mucous plug),

관 확장증 또는 타액류 등을 의심하고, 이하선관의 내

유두종 및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협착은 자

부 상태 및 침샘관 성형술(sialodochoplasty)의 시행 가

가면역질환, 면역 글로불린G4 관련 질환, 쇼그렌 증후

능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기공명 타액선 조영술

군, 만성 이하선 염증 및 요요드 동위원소 치료 후에 발

(magnetic resonance sialography)을 시행하였다(Fig.

생할 수 있다.7) 타액선관 확장증(sialectasis)은 타액선

3). 이 검사에서는 이하선관이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관

관의 만성 폐쇄에 의한 반복적인 팽창으로 관 벽의 약화

벽은 비후 및 조영 증강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확장부의

와 비가역적 팽창이 주된 병인이다.3) 폐쇄의 원인은 타

중간에 여러 협착부가 존재하였다.

석이 가장 흔하고, 타액관 협착 및 점액전 등의 순이며,

이하선관 내부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타액선 내

드물게 선천적 이상 및 특발성 등의 경우도 있다.3,6)

시경을 계획하였으나, 고령 및 심혈관 질환으로 전신마

협부 종물로 나타난 타액선관 확장증의 보고는 저자

취의 고 위험군이라는 평가에 환자분이 검사를 완강히

들의 검색으로는 국내 보고로 1례가 있으며,1) 영문 보고

거부하여 시행할 수 없었다. 이상의 소견들을 종합해서

로 11례가 있다.2-6) 대부분은 중간에 협착 부위가 없는

이하선관의 특발성 다발성 확장증으로 진단하고, 우선

확장된 부위가 단일 관의 형태였으며, 본 증례처럼 다발

확장된 침샘관 내부의 타액을 초음파 유도 하에 최대한

성인 경우는 영문으로 2례가 있다.2,4) 임상증상은 이하

흡인하고, 압박 치료를 3회 시행하였으나, 병변이 재발

선관 확장 범위가 큰 경우는 구강 내 또는 협부의 무통

하였다. 병변이 원위부 및 근위부 모두에 존재하여, 소

성 종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타액선염이 동반된 경우는

A

B

C

Fig. 1. Facial photograph and intraoral endoscopic findings. It shows a 2.5×2.1 cm sized well-margined ovoid mass
on right mid-cheek area (arrowheads)(A). When the mass is compressed by finger, sudden gush out saliva-like fluid
from intraoral opening of Stensen’s duct (arrow)(B). It shows an accumulation of saliva in the retromolar trigone(arrowheads)and inflated parotid papilla is also observed (arro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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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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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g. 2. Radiologic findings. Transverse scan of neck ultrasonography reveals 1.3 cm sized diameter dilatation on right
middle Stensen’s duct (arrowheads)(A). Transverse scan of neck ultrasonography reveals 1.5 cm sized diameter
dilatation on right distal Stensen’s duct (arrowheads)(B). The enhanced neck CT scan shows 1.1 cm sized diameter
dilatation on right proximal Stensen’s duct (arrow)(C). The enhanced neck CT scan shows 1.0 cm sized diameter dilatation on right distal Stensen’s duct (arrow)(D).

A

B

C

D

Fig. 3. Salivary MR sialography findings.An axial T1-weighted image shows multi-focal delated lesions on right distal
Stensen’s duct with a maximum diameter 1 cm (arrows)(A). Right middle Stensen’s duct shows the diameter is expanded up to 0.8 cm (arrow)(B). The image shows multi-focal stenosis and dilation with a maximum diameter 0.9 cm
in right distal Stensen’s duct (arrows)(C). It shows the right middle Stensen’s duct that the diameter is expanded to 0.7
cm (arrow)(D).

압통 및 종창 등이 나타날 수 있다.4) 무통성의 협부 종

영술(salivary scintigraphy),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

물인 경우 감별 질환으로는 타액류, 림프절 병증, 지방

촬영, 자기공명 타액선 조영술 및 타액선 내시경 등이

종, 표피낭종, 타석증, 이하선 기종, 신경인성 종양 및

있으며, 이 중 타액선 내시경이 민감도 및 특이도가 가

8)

섬유종 등이 있다. 타액류(sialocele)는 타액선관 주변

장 우수하다.10) 침샘조영술은 침습적 검사로 통증 유발

에 타액이 모여 낭종의 형태를 이룬 것으로 주로 수술

및 조영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액선 내시

및 외상 등에 의해 타액선관이 손상을 받아 발생한다.9)

경은 시술 이후에 10%~12%에서 타액선 부종 및 타액

지방종은 촉진 시 더 견고하고, 병변이 서서히 증가하

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3,11) 컴퓨터 단층촬영

며, 이하선 기종은 이하선관을 따라 부종과 유사한 형태

은 타석의 크기와 위치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로 나타나며, 촉진 시 염발음(crepitis)이 특징이다. 본

방사선 투과성의 잠재 타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증례는 영상검사에서 타액류 또는 타액선관 확장증 등

다.12) 자기공명 타액선 조영술은 타액선관의 전반적인

을 의심하였고, 안면부 외상 및 수술 등의 이력이 없어

해부학적 형태를 평가하는데, 타액선관 조영술 및 초음

후자로 진단하였다.

파보다 유용하며, 타액선 내 실질과 타액선관을 동시에

타액선관 확장증이 의심되면 종물 부위를 압박해서

평가할 수 있다.11)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에는 자기공명

이하선 개구부에서 타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강하

타액선 조영술이 폐쇄성 타액선 질환의 진단에 타액선

게 의심할 수 있다. 수지 압박에도 구강 내로 배액이 안

관 조영술을 대체하는 중요한 검사로 인정받고 있다.13)

되는 근위부의 확장에는 경피적 초음파 유도 하 흡인으

본 검사의 단점은 치아 보철물 또는 안면부 금속물질 등

3)

로 진단할 수 있다. 타액선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로는

에 의해 병변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13)

초음파, 타액선관 조영술(sialography), 타액선 섬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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