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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rmoid cyst is an unusual congenital anomaly, lined by ectodermal squamous epit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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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ontains skin appendages such as hair follicles, sebaceous glands or sweat gland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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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have experienced a 29-year-old female with the chief complaint of a painless mass

a few cases of dermoid cysts have been reported to occur in head and neck region. The

at the left postero-superior auricular area. The 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ed a 1.9 cm × 2.0 cm sized well-circumscribed, cystic tumor at the corresponding
region. The mass was surgically removed under local anesthesia and pathologically diagnosed
as a dermoid cyst. Thus, we report a very rare case of a dermoid cyst of the postero-superior
auricular area with the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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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피낭종으로 진단된 증례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
고하고자 한다.

유피낭종(dermoid cyst)은 드물게 발생하는 선천성 양성 종양으

▒ CASE REPORT

로 대부분 태생기 상피세포의 잔유물에서 기원하며 조직학적으로
각질화된 편평상피와 함께 모낭, 평활근, 한선, 피지선 및 섬유지방
조직 등의 피부 부속기가 관찰된다.[1,2] 태생 조직이 융합하는 어

29세 여자 환자가 내원 한 달 전 우연히 발견한 좌측 후이개의 종

느 부위에서나 유피낭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난소와 천골 부

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통증, 이루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위에 호발한다. 두경부 영역에서의 발생률은 약 7% 정도로 보고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시간에 따른 종물의 크기 변화를 뚜렷이

며, 안와 주위, 코, 악하선 등에서 발견된 바 있다.[3] 후이개에서

느끼지 못했으며, 종물 부위의 외상력이나 감염 기왕력 또한 없었

발생한 유피낭종은 매우 희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5예가

다. 환자의 과거력 및 사회력, 가족력과 관련된 특이 사항은 없었다.

보고되었다.[4-8]

이학적 검사상 좌측 후이개 상방부터 두피에 걸쳐 약 1 cm 크기의

이에 본 저자들은 좌측 후이개 상부에 발생한 종물에 대해 자기

유동성 있고 부드러운 무통성 종물이 촉진되었고 압통은 없었다. 종

공명영상 검사를 토대로 양성 종물을 의심하였고 완전 절제 후 유

물 표면의 피부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누공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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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images of temporal bone showing about 1.9 cm × 2.0 cm sized, well-circimscribed homogenous mass without any invasion to
surrounding tissues.
(A, B) T2-weighted image showing an increased signal intensity in the postauricular area (arrows). (C, D) T1-weighted image showing a intermediate signal intensity in the
postauricular area (aste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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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operative finding of the tumor at left postero-superior auricular area.
(A) The left helix (asterisk) is being retracted anteriorly, and each arrow shows inferior (black arrow) and superior margin (white arrow) of the tumor. (B) Gross finding of the
dermoid cyst after surgical excision. About 2.0 cm × 2.5 cm × 1.5 cm sized, round, well-capsulized mass with soft tissues was observed. (C) Yellowish greasy material with
some hair (white arrow) inside of the mass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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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 않은 위치에 생긴 종물에 대한 수술 전 평가를 위하여 시

융합하는 과정에서 봉입(inclusion)이 일어난다는 선천성 봉입체 이

행한 측두골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이개 내측으로 두피를 따라 경

론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설득력을 지닌다.[10] 유피낭종은 태생 조

계가 분명하고 내부에 균일한 저음영을 보이는 약 1.9 cm × 2.0

직이 융합하는 부위라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난소와

cm의 낭성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1). 주변 임파선 종대나 종괴와

천골 부위에서 호발한다. 두경부 영역에서의 발생은 매우 드문 편

인접한 조직으로의 침윤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으로, 전체 유피낭종의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상의 소견을 바탕으로 양성 낭성 종물로 추정하고 국소마취하

두경부에서 발생한 유피낭종의 발생 부위는 안와 주변(61%), 경

에 종물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종물 외측 피부에 유선형의 절개를

부(18%) 순으로 관찰되었으며, 이개에서 발생한 경우는 특히 드물

가한 뒤 낭성 종물의 피막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조직으로부터

다.[1]

조심히 박리하였다. 수술 시 종물은 좌측 후이개 상방에서 내측으

후이개 부위에 발생한 유피낭종과 감별 진단을 요하는 질환은 새

로는 측두근막까지 걸쳐 있었으나(Fig. 2), 유착은 심하지 않아 피

열낭종, 표피양낭종, 기형종, 피지선종, 지방종, 혈관종 등이 있으

막 손상 없이 주변 피하조직 일부를 포함하여 일괴(en bloc)로 완전

며, 종물의 위치나 크기, 형태와 같은 이학적 소견만으로 구분하기

절제하였다. 절제된 종물은 약 2.0 cm × 2.0 cm 크기로 피막에 잘

는 어렵다.[11]

싸여 있었고, 종물 내부에는 화농성 분비물과 함께 모낭, 모발이 관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유피낭종은 대개 균

찰되었다. 병리조직검사상 각질화된 중층 편평세포로 이루어져 있

일한 저음영의 체액이 차 있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나, 피부 부속기

었고 모간이 함께 관찰되어 유피낭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Fig. 3).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질적인 양상을 띠기도 한다.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합병증이나 재발 없이 외래 추적

종양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의 경우 T1

관찰 중이다.

강조 영상에서는 다양한 신호를 보이는 반면, T2 강조 영상에서는
주로 고신호를 보이고, 종괴의 경계가 명확하지만 내부에는 이질성

▒ DISCUSSION

이 많다.[12] 본 증례 환자의 자기공명영상 역시 비슷한 소견을 보
여 수술적으로 절제하기 전 지방종, 혈관종 등과 감별할 수 있었다

유피낭종은 태생 조직이 융합되는 시기에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Fig. 1).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선천성 양성 종양이다. 흔히 표피양낭종, 유

치료는 외과적 절제를 통한 종물의 완전한 제거이며, 불완전 절

피낭종, 기형종을 포함하는 용어로 혼용된다. 그러나 조직학적으로

제 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후이개에 발생한 유피낭

유피낭종은 피지, 모낭, 한선 등의 피부 부속기를 포함하지만 표피

종은 증례와 같이 특별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각

양낭종(epidermoid cyst)은 피부 부속기 없이 표피층만 관찰된다는

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차이가 있으며 기형종은 피부 부속기와 더불어 뼈나 근육 같은 결
체 조직 유도체가 함께 존재하는 특징을 보인다.[9]
유피낭종의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제1새열궁이

본 증례는 후이개 부위에서 우연히 발견된 비교적 큰 크기의 연
성 종물에 대해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통해 이질성의 양성 낭종임을
확인한 후, 국소 마취하에 완전 절제를 시행하였고 종물의 내부 소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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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logical finding of the dermoid cyst.
(A) Cystic wall is lined by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H&E stain, ×40). (B) The epithelium contained hair follicles (black arrow) and laminated keratin materials (H&E stain, ×
40). (C) Multiple hair follicles (black arrow) and sebaceous glands (white arrow) were seen (H&E sta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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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유피낭종으로 확진된 드문 증례이다.

3. Som PM, Smoker WR, Curtin HD, Reidenberg JS, Laitman J. Congenital

수술 후 6개월간 재발 소견 없이 경과 관찰 중이며, 지속적으로 추

lesions. In: Som PM, Curtin HD, editors. Head and neck imaging. 4th ed. St

적관찰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후이개의 유피낭종은 5예
밖에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저자들은 최근 경험한 후이개의 유피낭
종에 대해 자기공명영상 검사 소견 및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Louis, MO: Mosby; 2003. p.1858-9.
4. Moon IH, Lee WH, Joo JB, Cho JE. A case of postauricular dermoid cyst.
Korean J Otolaryngol-Head Neck Surg 2005;48:1294-6.
5. Yoo YS, Yoon KS, Kang JH, Lee SS. A case of retroauricular dermoid cyst.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1996;39:1504-7.

바이다.

6. Kim SY, Sohn HS, Park SD. A case of subcutaneous dermoid cyst. Korean J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Dermatol 1989;27:329-33.
7. Mandel L, Surattanont F. Lateral dermoid cyst. J Oral Maxillofac Surg
2005;63:137-40.
8. Park KH, Kim JH, Park SN, Yeo SW. A postauricular dermoid cyst: A case
report. J Clin Otolaryngol 2006;17:273-6.
9. Smirniotopoulos JG, Chiechi MV. Teratomas, dermoids, and epidermoids of the

REFERENCES

head and neck. Radiographics 1995;15:1437-55.
10. New GB, Erich JB. Dermoid cyst of the head and neck. Surg Gynecol Obstet

1. Pryor SG, Lewis JE, Weaver AL, Orvidas LJ. Pediatric dermoid cysts of the
head and neck.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5;132:938-42.
2. Park JH, Shin JM, Lee JD, Koh YW. Two cases of dermoid cyst of mouth floor.
Korean J Otolaryngol-Head Neck Surg 2004;47:376-9.

1937;65:48-56.
11. Ikeda M, Muto J, Omachi S. Dermoid cyst of the auricle: Report of two cases.
Auris Nasus Larynx 1990;16:193-7.
12. Lev S, Lev MH. Imaging of cystic lesions. Radiol Clin North Am
2000;38:1013-27.

후이개 상부의 유피낭종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