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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에 의해 발생한 안면 통증을 동반한

Numb Chin Syndrome 증례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정재광․허윤경․최재갑

Numb chin syndrome (NCS)은 드문 신경병증으로 이신경이 지배하는 구강안면 영역의 감각둔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

한 신경병증은 비록 드물지만 악성종양과의 관련성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심지어 이러한 구강안면의

증상이 악성종양의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악성종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치과의사의 특별한 관심

이 요구된다. 따라서 특별한 원인 없이 이부의 감각마비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진단되지 않은 악성종양의 존재 가능성을 염

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구강안면부에서 갑자기 발생한 찌르는 것 같은 통증과 하악 이부

부위의 감각마비를 주소로 경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가 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된 사례를 보고하

는 바이며, 이를 통해서 NCS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감각마비, 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 안면 통증, Numb chin syndrome

1)Ⅰ. 서 론

Numb chin syndrome(NCS)은 이신경(mental

nerve) 지배 영역인 이부(chin)와 하순(lower lip)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감각 마비가 특징인 드문 형태

의 구강안면부 신경병증이다
1)
. NCS는 치성 혹은 외

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나 전신적인

질환이나 악성 종양과 연관되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
2)
. 치성이나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NCS의

유발 원인을 치과의사가 잘 찾아 낼 수 있으나 전신

질환 혹은 악성 종양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악성종양과 관

련된 NCS은 종양과 관련된 전문의에게는 비교적 알

려져 있으나 치과 분야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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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따라서 악성종양과 관련된 NCS의 경우에 치과의

사가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악성

종양과 관련된 NCS 환자가 가끔 치아나 구강안면 영

역에서 통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치성

원인의 통증과 혼동되기 쉽고, 또한 치성 원인이 없으

면서 뚜렷한 전신적인 신경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안

면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삼차신경통과 같은 신경병

성 질환으로 오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통증 증

상을 동반한 NCS를 접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의 규

명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더 나아가 악성종양과의 관

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증성 NCS에 대한 적

절한 감별 진단의 실패는 환자가 가진 중대한 기저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환자의 예후 및 잔존 수명에 결정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NCS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

단은 치료예후의 결정에 매우 중대한 요소가 된다.

이에 저자들은 전신적인 증상이 없는 미만성 큰 B-

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의 첫 번

째 증상으로 나타난 안면부의 통증과 하악 이부의 감

각마비를 호소한 환자의 증례를 통해 악성 종양에 의

해 발생한 NCS의 임상적인 양상과 그 진단과정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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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함으로써 NCS 진단의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지견을 나누고자 한다.

Ⅱ. 증례보고

1. 경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 초진 (2011년 2월 9일)

1) 환자: 40세 여성

2) 주소

① 입안 전체(특히 양측 상악 견치 및 소구치 부위)가

시리고 아프다

② 통증 때문에 식사하기가 힘들다

③ 하악 이부(chin)의 감각이 둔하다. 특히 하악 좌측

이부가 좀 더 심하다

3) 현증

환자는 구강내과를 방문하기 약 1개월 전부터 상·

하악 치아 및 양측 관골궁 부위, 하악부위에서 강하게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가끔 있었다. 통증은 약 1-2시

간정도 지속되었으며 밤에 더욱 심해진다고 하였다.

개인치과의원에서 치석제거술 및 하악 우측 제 3대구

치를 발치술을 받았으나 일시적인 통증 감소가 있었

을 뿐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치과의

원은 삼차신경통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이 환자를 본

원으로 의뢰하였다.

4) 전신병력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

으며 현재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다. 약

2개월 전에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고 하였다.

5) 구강검사

구강 파노라마사진 및 치근단 방사선사진에서 특

이 소견은 없었으며 치아타진검사 및 전기치수검사

(EPT)상에서도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Fig. 1).

안면부에 대한 육안검사와 촉진에서 종창이나 발통

점은 없었다.

6) 진단

안면통증의 소견이 삼차신경통과는 다르다는 판단

은 하였으나 진단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7) 처방

일단 삼차신경통과의 보다 명확한 감별진단을 위

해 TrileptalⓇ 150 mg을 bid로 2일간 처방하였으며

아울러 신경과적인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2. 구강내과 두 번째 진료 (2011년 2월 11일)

치아가 시린 것 같은 불편감은 Trileptal
Ⓡ
복약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약 1시간 동안 사라졌지만 턱이

마비되는 느낌과 안면부 통증은 지속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찌릿찌릿한 통증이 수면 중에 발생하여

약 30분 정도 지속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Trileptal
Ⓡ
150 mg을 1주일간 추가로 처

방하였다.

3. 개인내과내원 진료 (2011년 2월 11-15일)

구강내과 두 번째 방문 바로 다음날 환자는 입술

아래쪽에 생긴 조그만 발진 때문에 개인내과의원을

방문하였으며 그 곳에서 대상포진으로 진단받고 약

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대상포진 치료제 복용 3일

후에 복부의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개인내과의

원을 다시 방문해서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여

기서 문맥 주위에서 초음파선명도(echogenecity)의

증가, 담낭 벽의 비후, 경미한 복수가 관찰되어 경북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다.

4.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산부인과, 혈액종양내과

진료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검사에서

골반부위에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또한 양전자방출단

층촬영검사(PET)에서 신체 전반에서 18F-Fluoro-2-

Fig. 1. panora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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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T/CT torso scan using F-18 FDG 13.1mCi. FDG uptake on right neck, both axillary, left internal

mammary, subdiaphragmatic, aortocaval & abdominal paraaortic lymph nodes.(AP view, PA view, LR

view, RL view, respectively)

Fig. 3. transverse view of PET/CT

deoxy-d-glucose (FDG) uptake의 소견이 관찰되었

다(Fig. 2, 3). 그러나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두

개내부의 종양은 관찰되지 않았다.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질내 초음파검사(Trans-

vaginal ultrasonogram)에서 난소부위의 종괴가 관찰

되었으며 그 외 혈액검사, 조직학적 검사(골수, 및 좌

측 유방부위의 림프절)등을 통해 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으로 진단되

어 혈액종양내과에서 화학적 항암치료를 실시하였다.

5. 구강내과 세 번째 방문 (2011년 10월 20일)

항암치료 후 안면부의 통증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하악 전치부의 통증은 다소 남아 있었으며, 하악전치

부가 마취된 느낌과 찌릿찌릿한 느낌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였다.

Ⅲ. 토론 및 고찰

NCS는 1930년 Charles Bell
3)
이 하악부위의 외상병

력이나 하악대구치 후방부위에 종양을 가진 환자들

중에서 이부의 마비가 나타난 증례를 보고한 이래로

이와 유사한 증례가 많이 보고되었으며, 주로 삼차신

경의 하악분지의 감각영역 말단에서 발생하는 신경기

능의 이상에 의해 감각마비와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이부의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국소적 원인: 치성 감염, 국소 마취, 안면부의 외

상, 치아의 외상, 골수염, 악골 및 안면부에 발생

한 양성 종양

(2) 전신적 원인: 다발성 경화증, HIV
4)
, 당뇨, 매독, 겸

상 적혈구 빈혈증, 혈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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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성 종양: 림프종
5)
, 백혈병

6)
, 선암종, 그 외에도

두경부나 다른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
7)

이상 세 가지 가능한 원인 중에서 이부의 마비 증

상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원인은 치아문제 및 외상과

같은 국소적 원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소적 원인을

제외하고는 악성 종양이 두 번째로 흔하다
2)
. Roger와

Pillas
7,8)

는 NCS의 국소적 원인이 배제되었다면 내장

부위의 신생물이나 악성 혈액종양의 가능성을 반드

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NCS에서 발견된 기저 악성종양의 예후가 대체로 나

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NCS의 증상이 대체

로 악성종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악성종양의 발견 후 NCS 증상이 나타

나는 시기가 평균 4년 이상이며, 림프증식성 신생물

의 경우에는 진단 후 2.5년에 NCS가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1)
. 따라서 악성종양의 전이에 의해

NCS가 발생한 환자 중 15%만이 9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NCS을 유발한 악성종양의 경

우에는 그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9,10)
.

NCS가 악성종양의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인 경

우도 있는데, NCS의 발생이 미발견된 악성종양의 발

견보다 앞선 경우가 전체 NCS증례 중 47%였다
6,10)
.

아마도 이것은 악성종양의 증상 중 피로감이나 무력

감, 근육통 등의 증상들은 환자나 임상가 모두에게 간

과되기 쉬운 증상인데 반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작된

안면부의 감각소실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NCS가 흔한 신경병변은 아니지만 악성 종

양을 가진 환자가 처음으로 호소하는 증상의 하나일

수 있고 이들 환자가 구강안면부에 증상이 있음으로

인해 치과를 최초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NCS는 치과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증

후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NCS 환자들이 호

소하는 증상이 초기에는 경미하거나 뚜렷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증상의 심각성이 간과되

기 쉽다
9)
. 이번 증례에서도 환자에게 처음 나타난 증

상들은 상·하악 치아 및 양측 관골궁 부위, 하악부위

에서 강하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으며 림프종의 특

징적인 증상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2개월 전에 시행

한 혈액 검사 상 특이소견이 없었다는 환자의 진술도

또한 혈액암의 가능성을 섣부르게 배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방문한

개인치과의원에서 치과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증

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전악치석제거와

제3대구치 발치와 같은 치과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NCS와 관련되는 악성종양의 종류로 성인에

서는 유방암(64%)과 림프종(14%)이 많았으나, 어린

이에서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높다

고 보고되었다
1)
. NCS의 임상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편측성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약 10%정도에

는 양측성으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주

로 감각마비를 호소하나 통증이나 종창 또한 기저원

인의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기저질환이 치료

되지 않으면 증상이 점점 심화된다. 온도와 통증에 대

한 감각저하나 이상감각이 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심

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11,12)
. 이번 증

례에서는 비록 환자가 좌측 이부에서 더 강한 감각이

상을 호소하였으나 양측 모두에서 감각 저하를 호소

하였으며 입안 전체(특히 양측 상악 견치 및 소구치

부위)가 시린 느낌과 함께 찌릿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앞서 언급한 증상 이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간혹 가돌림신경(제6뇌신경)과 안면신경

(제7뇌신경)이 함께 이환되어 무반사증(areflexia)이

일어나거나 일시적인 마비가 뺨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13)
.

NCS는 양성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보다 흔

하다. 그러나 치성원인이나 외상의 병력이 없이 하순

이나 이부의 피부 혹은 해당 치은의 감각마비를 호소

하는 경우, 악성종양과 같은 심각한 기저질환의 가능

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감각마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하

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우선적으로 치성 혹은

외상성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외상, 치과치료, 약물복

용에 대한 병력 검사 및 구강내 임상검사, 파노라마사

진촬영 및 전산화단층사진촬영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혈액종양과 관련된 경우 일반 혈액검사를 통

해서도 원인에 대한 초기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하악의 골내 병소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골

주사 사진(bone scan)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두개내

로의 악성종양 침범이나 수막전이를 진단하기 위해

가돌리늄(gadolinium)을 이용한 자기공명영상검사가

추천되어 지고 있다. 실제로 악성 종양과 연관된

NCS의 경우, 두개저와 하악에 대한 전산화 단층검사

와 뇌척수액의 세포분석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89%의

경우에서 NCS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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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혈액종양과 관련된 신경림프종증(neuro-

lymphomatosis)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을 이용하면 자기공명영상에 비해 약

7%정도 더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사용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14)
. 실제로 본 증례의 양전자방출 단층

촬영상에서 좌측 유방 및 난소부위를 포함한 신체 여

러 부위의 FDG uptakes가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뿐

만 아니라 안면부에서는 상·하악 특히 좌측 부위에서

FDG uptakes가 증가된 소견이 나타났다(Fig. 2. 3).

상기 환자는 여러 과에서 시행한 영상 검사 및 혈

액 검사, 조직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호지킨” 림

프종의 일종인 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으로 진단되었다. 림프종

(lymphoma)은 B-림프구, T-림프구, 조직구

(histiocyte), NK(natural killer)세포 등과 같은 다양

한 세포에서 기원할 수 있는 림프세포 증식성 질환들

의 집합적인 질환명이다. 림프종은 크게 비호지킨 림

프종과 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비호지

킨 림프종이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림프종 중에 약

93%가량을 차지한다
15)
.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는

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이 약 43%를 차지하여 전체

림프종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이다16). 이들 림프종 중에

서도 호지킨 림프종은 비교적 악성도가 높은 림프종

에 속하는 반면에 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은 비교적

악성도가 낮은 림프종에 속한다.

림프종은 주로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 치료하며 특

히, 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의 치료 시에는 기존의

다약제 항암화학요법(CHOP chemotherapy)에 리툭시

맙(Rituximab)을 같이 사용하며(R-CHOP regimen)

치료예후도 비교적 좋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
17)
.

NCS 증상의 악화 정도는 기저질환의 예후에 달려있

으며 따라서 악성질환이 NCS의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NCS가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증례

의 경우 다행히 악성도가 비교적 낮은 미만성 큰 B-세

포 림프종이 기저질환이었으므로 화학치료에 비교적

반응을 잘하였다. 그리고 전신적인 림프종이 많이 해

소됨에 따라 NCS의 증상이 호전되어 구강안면부의

통증은 거의 해소되었다. 하지만 하악 이부의 감각소

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비가역적

인 신경학적 변화가 삼차신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

각되어지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부 감각소실의 해소

여부를 관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악성 종양이 NCS을 발생하는 기전으로는 세 가지

가 제시되었는데 첫째, 하악으로 전이가 발생되어 이

부 혹은 하악신경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 둘

째, 두개골 기저부 전이에 의해 삼차 신경절이 압박받

는 경우, 셋째, 연수막부위의 전이에 의해 삼차 신경절

이 압박받는 경우1), 그 외에 악성 종양에 의해 하악신

경의 신경조직 자체가 이환되거나
18,19)

중추신경계가

이환된 경우를
10)

들 수 있다. 악성종양과 관련된 NCS

환자 중에서 삼차신경이 지나가는 골부위의 전이에

의한 신경 압박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64%였

으며 그중 하악골로의 전이가 전체의 50%를, 두개골

기저부로의 전이가 전체의 14%를 차지하였다. 반면

연수막으로의 전이(leptomeningeal metastasis)가

22%에서 관찰되었으며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11%를 차지하였다1).

상기 환자에서는 대뇌 부위의 자기공명영상 및 전

산화 단층촬영시에도 삼차신경 경로부위에 명확한

종괴가 관찰되지 않았음에 비해 양전자방출 단층촬

영(PET)시에는 양측 하악 후방 및 안면부위에서

FDG uptakes관찰된 것으로 보아 환자가 호소한 구강

안면부위의 통증 및 감각저하와 같은 신경학적인 증

상은 종괴에 의한 직접적인 압박이 아닌 림프종의 삼

차 신경조직으로의 침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Fig. 2, 3).

결론적으로 명확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삼차신

경영역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둔화의 경우, 악성 종양

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삼차신경 및 관련

중추신경계 부위에 종괴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

을 수 있으므로 비록 대뇌 자기공명영상 등의 영상검

사 상에서 악성 종양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악성 종양

및 기저 질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양과 관

련된 추가적인 의과적인 검진이 필요함을 환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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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Report of Numb Chin Syndrome with Facial Pain Caused

by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Jae-Kwang Jung, D.D.S.,M.S.D., Yun-Kyung Hur, D.D.S.,M.S.D,,Ph.D.,

Jae-Kap Choi,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Numb chin syndrome, is a rare neuropathy, characterized by facial and oral numbness restricted to the distribution of

the mental nerve. Even though this neuropathy is uncommon, but this still has an important clinical meaning because

it can be related with a malignancy. Because orofacial symptoms can even present the first clinical feature of a

malignancy, dentists should pay careful attention to their meaning and importance to detect the malignant tumor early.

Moreover, patients who present with a sudden numbness on chin should be investigated for the undiagnosed malignancy.

In this report, we described a patient with stabbing orofacial pain and numbness of chin who was diagnosed with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and placed the importance on the diagnosis of NCS

Key words: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Numb chin syndrome, numbness, orofacial p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