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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yngeal lymphoepithelial carcinoma (LEC) is a rare tumor with only 34 cases in the published 
literature. Epidemiologically, laryngeal LEC is extremely rare in Asian. Originally, LEC is a common 
type of carcinoma in nasopharynx. Laryngeal LEC resembles nasopharyngeal LEC, except that 
most cases of laryngeal LEC are not associated with Epstein-Barr virus. We present a case of 
laryngeal LEC which developed at the left false cord extending to true vocal cord, para-glottic 
space and pre-epiglottic space. Total laryngectomy with bilateral neck dissection was performed. 
LEC was reported as biopsy confirmation result. The patient underwent postoperative radio-
therapy and showed no evidence of recurrence during follow-up period of 42 months. In con-
sideration that LEC in larynx have not been reported in South Korea yet, we introduce the clini-
cal features and treatment outcomes of laryngeal LEC with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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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림프상피암종은 미분화된 비인두암종에서 가장 흔한 암종이다[1]. 이는 비인두에 발

생하는 암의 40%를 차지한다[2,3]. 이외에도 이하선을 포함한 침샘, 흉선, 폐, 위, 식도, 

자궁경부, 유방, 방광과 피부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1,4,5].

림프상피암종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데 주로 비인두에 발생하

여 비출혈, 비폐색, 전음성난청, 뇌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6]. 후두에 림

프상피암종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흔한 증상은 애성과 연하 곤란이다[7]. 제한된 증례로 

인해 아직 후두 림프상피암종의 치료 방법에 대해 확립된 바는 없지만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8].

후두 림프상피암종은 후두에서 발생하는 암종에서 비교적 드문 형태로 국내에는 후

두에 발생한 림프상피암종에 대한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증례를 소개하고, 그 임상 양상

을 살펴보고 문헌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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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72세 남자가 애성 증상이 있어 수개월간 경구 약제를 복

용하며 경과 관찰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다. 외부 병원에

서 시행한 조직검사상 상피암(carcinoma)으로 보고되어 치

료를 위해 본원으로 의뢰되었다. 과거력상 2010년 뇌졸중으

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었으며, 음주력은 없었고, 

5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다.

후두내시경상 좌측 성대를 포함한 성문상부의 종물이 관

찰되었고, 성대마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Fig. 1A), 경

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좌측 성문상부의 종양이 성문주위 공

간 및 후두덮개 앞 공간, 갑상연골 및 성문까지 침범된 소견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상연골의 침범은 내측 연골막을 침범

하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양측 경부림프절의 다발성 전이가 

확인되어 좌측은 세침흡인검사, 우측은 중심부바늘생검을 

통해 전이성 병변임을 확인하였다(Fig. 1B). 양전자방출단층

촬영상에서 대장 용종으로 확인된 병변 외에 전신 전이 소견

은 확인되지 않았다. 좌측 성문상부암(cT3N2cM0, stage IVa) 

진단하에 2017년 3월 16일 후두전절제술, 좌측 선택적 경부곽

청술(level II~V)(흉쇄유돌근 희생), 우측 선택적 경부곽청술

(level II~V) 및 인공발성관(ProvoxⓇ VegaTM, Atos Medical 

AB, Ho‥rby, Sweden) 삽입술을 시행하였다(Fig. 2).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상 2.0×1.5×1.2 cm 크기의 림프상

피암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절제변연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현미경 소견에서 암종은 세포질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난

원형의 세포가 판상으로 배열하였으며, 핵은 크고 수포성이며 

핵 안에 뚜렷한 핵소체가 관찰되었다. 종양세포의 주변에는 많

은 수의 소림프구가 보였다(Fig. 3). 45개의 적출된 림프절 중 

4개의 림프절(우측, level II 3개; 좌측, level III 1개)에서 전이

가 확인되었다. 림프절 내 종양의 최대 크기는 1.8 cm로 확인

되었으며, 림프절 외 침범 소견은 없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

Fig. 1. Preoperative laryngoscope and neck CT finding. A: Preoperative laryngoscope shows left supraglottic mass extending to true vocal 
cord with mild ulceration. B: Left supraglottic mass (arrow) and left lymph node enlargement (arrowhead) are identified in preoperative neck 
CT (axial view). C: Left supraglottic mass (arrow) is identified in preoperative neck CT (coronal view).

A B C

Fig. 3. Microscopic findings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200). 
Tumor is composed of syncytial tumor nests. Tumor cells are char-
acterized by vesicular nuclei with prominent nucleoli (arrowhead). 
Tumor cells are infiltrated by lymphocytes.

Fig. 2. Gross tissue specimen of total laryngectomy. Mass locat-
ed at left false cord with extension to left true vocal cord (arrow) is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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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병리적 병기는 pT3N2cM0로 확인되었다. 수술 

1주일 후 식도조영술상 누출 등 특이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

고 경구 식이를 시작했으며, 수술 후 14일째 특이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양측 경부 림프절 전이로 수술 후 항암방사선 병합 치료를 

고려하였으나 만성신부전으로 콩팥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항

암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5040 cGy(180 cGy/일, 28회) 방

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환자는 수술 후 3년 6개월 동

안 재발 소견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

고      찰

림프상피암종은 후두에서 발생하는 암종에서 비교적 드문 

형태의 암종으로, 현재까지 약 34건이 문헌 보고되어 있다[8]. 

이는 후두에 발생한 악성 종양의 약 0.2%을 차지한다[1,3,9]. 

지금까지 보고된 후두의 림프상피암종은 대부분 성문상부에

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9]. 종양의 위치에 따라 

대부분의 환자는 하나 이상의 주소가 있었으며, 그 중 가장 

흔한 증상은 애성과 연하 곤란이었다[7]. 본 증례에서는 종양

이 성문상부를 침범하여 애성 증상이 있었다. 역학적으로 아

시아인에 비해 백인에 더 흔하고, 남성에게서 더 흔하고, 평균 

발병 연령은 60대이다[10].

문헌에 보고된 30예 중 23예는 경부곽청술 시행 후 림프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5]. MacMillan 등[8]에 의하면 8예

의 경부곽청술 후 7예가 림프절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고, 그 

중 1예가 양측 경부림프절 전이가 있었다. 본 증례의 경우 우

측에 3개, 좌측에 1개의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

림프상피암종의 병리학적 특징은 세포질의 경계가 명확하

지 않은 난원형의 세포가 판상으로 배열되고, 핵은 크고 수포

성이며 핵 안에 뚜렷한 핵소체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또한 주

변의 림프구가 관찰되는 점도 특징적인데, 본 증례에서도 큰 

수포성 핵과 핵소체와 함께 분명한 이형성을 보였고 종양세

포의 주변에는 많은 수의 소림프구가 관찰되어 림프상피암종

으로 진단될 수 있었다. 편평상피암종과의 감별이 필요한데, 

편평상피암종에서 보이는 다각형의 세포와 각질화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통해 감별할 수 있다. 본 증례도 다

각형 세포와 각질화 소견은 보이지 않아 편평세포암종은 배

제할 수 있었다. 현미경 소견은 비인두에서 발생하는 림프상

피암종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후두의 림프상피암종은 비인두

에서 기원한 종양과 다르게 Epstein-Barr virus(EBV)와의 연

관성이 드물다[2,5,8]. 후두의 림프상피암종에서 EBV와 관련

된 명확한 기전과 EBV의 유무가 예후나 치료에 어떤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7,8]. 현재까지 보고된 

후두의 림프상피암종 증례 중 EBV 관련 검사를 시행한 17예 

중 5예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1].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EBV 

관련 검사는 시행하지 못했다. 주요 감별 진단으로는 비호지

킨 림프종과 편평상피세포암이 있다[7]. 정확한 병리학적 소

견과 임상 양상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 것이 치료

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증례가 적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7].

후두의 림프상피암종은 매우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경부 림프절 전이는 75%에서, 전신 전이는 29%에서 관찰

되었으며, 5년 생존율은 63%로 보고된다[10]. 대부분의 환자

는 원격 전이로 인해 사망을 한다[8].

후두의 림프상피암종은 공격적이나 방사선 치료에 효과적

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5,6,8]. Marioni 등[7]에 의하

면 현재까지 보고된 34건의 후두 림프상피암종의 치료 방법

으로서 방사선 치료 단독 7예, 수술적 치료 단독 8예,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 13예, 치료의 언급이 없는 것

을 포함하여 기타 6예가 있었다. 치료 결과는 방사선 치료는 

5예가 재발의 증거가 없었다. 수술만 시행한 경우 5예가 재발

의 증거가 없었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함께 시행한 경우 8예

가 재발의 증거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제한된 증례로 인해 

현재까지는 여러 치료 방법들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진행된 후두의 림프상피암종에 있어서 수술적 절제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전의 

문헌 보고에서 단일 치료(수술 또는 방사선)와 복합 치료의 비

교는 일반적으로 진행된 병기에서 복합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

에 병기가 교란 변수가 될 수 있다[4]. 대부분의 환자가 원격 

전이로 인해 사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격 전이가 있을 경

우 적절한 항암 치료를 통해 원격 전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

야 하는데[8] 본 증례에서는 종양 회의를 통해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격 전이 소견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

후두에서 발생한 림프상피암종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보

고가 된 적 없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향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증례와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과 병인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중심 단어: 림프상피암종, 후두, 후두절제술, 방사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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