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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G4-related disease is a fibroinflammatory condition by infiltration of IgG4-positive plasma cells 
that often presents as a tumorous lesion. This disease can affect nearly every organ system. After 
the pancreas, the head and neck region is second most common site for presentation of IgG4-
related disease such as Mikulicz’s disease, Küttner tumor. The involvement of IgG4-related dis-
ease in laryngeal lesions is extremely rare. We have experienced a case of IgG4-related disease 
with pseudotumor formation in the larynx that is suggestive of malignancy in radiologic findings. 
But the pathology findings was finally confirmed as IgG4-related disease. Oral treatment with 
prednisolone was initiated, and the edematous mass reduced in size without permanent func-
tional impairment of vocal fold mobility. We report our experience with a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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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gG4 연관 질환(IgG4-related disease)은 전신에 침범 가능하며, 면역세포의 침윤에 

의해 조직의 경화 및 염증 상태를 유발하여 종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Hamano 

등[1]은 자가면역성 췌장염(autoimmune pancreatitis)과 혈청 IgG4 수치와의 관계를 연

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IgG4 연관 질환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췌장 외에도 경화성 

담관염(sclerosing cholangitis), 후복막섬유증식증(retroperitoneal fibrosis), 폐의 염

증성 위종양(inflammatory pseudotumor) 등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침범 부위는 

췌장 다음으로 두경부 영역에서 흔하며 악하선, 눈물샘 및 이하선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 외 후두에도 발생 가능하나 그 빈도는 매우 드물며[3], 후두에

서 기원한 IgG4 연관 질환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다. 

최근 저자들은 우측 이상와(pyriform sinus)에서 기원하여 양측 피열후두개주름(ary-

epiglottic fold)까지 침범하는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환자를 경험하였고, 이에 시행한 현

수 후두경하 조직 검사상 IgG4 연관 가성 종양으로 최종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A Case of IgG4-Related Pseudotumor in Larynx

Min Hyuk Lee , Joon Pyo Hong , Tae Hwan Kim , and Sung Min Jin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Kangbuk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후두에서 기원한 IgG4 연관 가성 종양 1예

이민혁, 홍준표, 김태환, 진성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Received February 25, 2022
Revised April 3, 2022
Accepted April 11, 2022

Corresponding Author
Sung Min Jin, MD, Ph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Kangbuk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9 Saemunan-ro, Jongno-gu,  
Seoul 03181, Korea
Tel +82-2-2001-2269
Fax +82-2-2001-2273
E-mail  sm7.jin@samsung.com

ORCID iDs
Min Hyuk Lee 
https://orcid.org/0000-0002-0048-1372
Joon Pyo Hong 
https://orcid.org/0000-0002-9745-6164
Tae Hwan Kim 
https://orcid.org/0000-0003-3835-144X
Sung Min Jin 
https://orcid.org/0000-0003-0714-586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ASE REPORT

JKSLPpISSN 2508-268X / eISSN 2508-5603
https://doi.org/10.22469/jkslp.2022.33.2.110
J Korean Soc Laryngol Phoniatr Logop 2022;33(2):110-114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9/jkslp.2022.33.2.110&domain=pdf&date_stamp=2022-08-23


A Case of IgG4-RD in Larynx
Min Hyuk Lee, et al. 

https://jkslp.org   111

증      례

46세 여자 환자가 내원 2주 전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발견된 

후두의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한달 전부터 

목 이물감이 있었고 이외 호흡곤란, 인후통, 목소리 변화 등

은 없었다. 신체진찰상 비강, 경부에서는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후두내시경 상에서 우측 이상와 내측부에서 양측 

피열후두개주름에 걸쳐 미만성 후두 종대가 관찰되었고 성대

의 움직임은 정상 소견을 보였다(Fig. 1).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우측 성문부에서 시작하여 일부 하

인두 부근까지 침범하는 경계가 불명확한 약 2.3×1.0×1.5 cm 

크기의 균일하게 조영 증강되는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2). 

경부 자기공명영상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T1 강조영상에서 고

신호 강도를 보이는 종괴가 관찰됐으며, 우측 피열후두개주름

에서 하인두후벽(posterior hypopharyngeal wall)을 통해 좌

측 피열후두개주름까지 연장하는 소견이 보였다(Fig. 3). 이외 

경부에서 병적 림프절 비대는 관찰되지 않았고 악하선, 이하

선에서 조영 증강되는 종괴의 소견은 없었다. 이에 성문부를 

침범한 하인두암, 자가면역질환의 후두 침범, 아밀로이드증

(amyloidosis) 등의 감별을 위해 현수 후두경하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측 이상와, 우측피열연골(arytenoids carti-

lage) 부위의 여러 곳에서 동결절편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다

수의 염증세포만 관찰되었고 악성세포는 보이지 않았다. 이

후 병변으로부터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충분한 절제 연을 

확보하여 종괴 절제를 시행하였고 지혈 후 수술을 마무리 하

였다. 

술 후 병리조직검사상 광범위한 림프형질세포 침윤(lym-

phoplasmacystic infiltration)이 관찰됐으며(Fig. 4A), IgG4 

Fig. 1. Laryngoscope findings. Diffuse laryngeal swelling mimick-
ing hypopharyngeal cancer formed primarily in the right arytenoid 
region (astrix).

Fig. 2. Preoperative axial (A) and coronal (B) CT image. A mass like lesion measuring 2.3×1.0×1.5 cm with contrast enhancing in the periph-
ery of the right arytenoid region (blue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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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에서 양성소견을 보였다(Fig. 4B). 면역조직화학검사상 

IgG 및 IgG4에서 양성을 보이는 형질세포(plasma cell)가 고

배율 시야에서 300개 이상 관찰되었으며 IgG4/IgG의 비율이 

0.5 이상 소견을 보여 IgG4 연관 가성종양으로 진단되었다. 추

가로 시행한 복부 및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다른 장기로

의 침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술 후 1주일째 시행한 후두

내시경상 성대 움직임에 이상없이 수술부위는 잘 회복되고 

있었고, 술 후 한달 째 시행한 후두내시경 상에서도 재발의 증

거 없이 잘 회복된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5). IgG4 연관 가

성종양에 대하여 3주간의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Prednis-

olone 40 mg QD) 후 스테로이드 용량을 점진적으로 감량하

여 지속 복용 중이며, 술 후 6개월 뒤 시행한 경부자기공명영

상에서 스테로이드 복용 전 관찰됐던 고신호 강도를 보이는 

종괴는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고, 1년 이상 재발의 증거 없이 

본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Fig. 6).

고      찰

Hamano 등[1]이 자가면역 췌장염 환자의 혈청 내 고농도

의 IgG4 및 췌장의 면역조직화학검사상 IgG4 양성의 형질세

포 침윤이 관찰된다고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그 후로 여러 연

구들에서 췌장 외에도 후복막강, 폐, 눈물샘, 침샘, 대동맥 등

에서도 광범위한 IgG4 양성의 형질세포들의 침윤 및 염증성 

가성종양을 특징으로 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침범된 기

Fig. 3. Preoperative axial (A) and coronal (B) MRI image. T1-weighted image shows high signal intensity mass occupying from right pyriform 
sinus to left aryepiglottic fold through posterior hypopharyngeal wall (white arrow).

A B

Fig. 4. Pathologic findings.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shows diffuse lymphoplasmacystic infiltration (H&E, ×400) (A). Immunoglobulin 
G4 (IgG4)-positive plasma cells, measuring up to 20/HPF. The black arrow indicates a plasma cell (IgG4, ×40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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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관계없이 조직의 림프형질세포 침윤 및 경화, 환자의 혈

청 IgG4 증가 등의 특징들을 보이는 질환들을 IgG4 연관 질

환의 하나로 생각하는 증후군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IgG4 

연관 질환은 전신에 침범 가능하나 췌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며 다음으로 두경부 영역이 흔하며, IgG4 연관 질환 중 하

나인 Küttner 종양은 주로 악하선에서, Mikulicz 병은 눈물샘 

및 이하선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 외 인후두에도 발생 가능하

나 그 빈도는 매우 드물며,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가 소수에 불

과하다[2,4-6].

Umehara 등[7]에 의해 제시된 IgG4 연관 질환에 대한 진

단 기준을 살펴 보면 1) 하나 이상의 장기에 광범위한 또는 

국소적인 종창 및 종물이 임상적으로 관찰되며, 2) 혈청 내 

IgG4 농도가 증가해 있으며(≥135 mg/dL), 3) 뚜렷한 림프구

와 형질세포의 침윤과 섬유화가 관찰되고 IgG4+와 IgG+의 

비가 40% 이상이거나 IgG4+ plasma cells/HPF가 10 이상이

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확진(defi-

nite)할 수 있으며, 1)과 3) 조건을 만족시킬 때 추정(proba-

ble), 1)과 2)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의심(possible)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본 증례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여 

IgG4 연관 질환을 추정진단 할 수 있다. 

IgG4 연관 질환은 스테로이드가 1차 치료이나 재발하는 경

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 리툭시맙(ritux-

imab),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 메토트렉세이트(metho-

trexate) 등의 면역억제제도 쓸 수 있다[8,9]. 하지만 IgG4 연

관 질환의 침범 범위, 재발 여부, 유지 용법과 관련하여 정립

된 치료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치료제의 

선택 및 스테로이드 복용법에 대하여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

에 따라 치료제를 선택하며 용량 및 복용 기간을 정하게 된다

[10]. 또한 IgG4 연관 질환은 재발이 흔하며 다른 부위로 침

범할 수 있어 치료 중단 후에도 주기적인 영상검사와 함께 장

기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다. 

본 증례의 경우 성문상부에 침범한 경우로 후두내시경상에

서 성대 움직임의 제한이나 기도 폐색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지만 Matsushima 등[4]은 성문부 및 성분하부까지 침범하여 

기도 폐색을 유발한 IgG4 연관 후두 가성 종양 사례에 대해 

보고한 바 있으며, Shaib 등[6]은 후두에서 기원한 IgG4 연관 

Fig. 5. Postoperative laryngoscope findings. The pseudotumor was 
reduced in size after administration of prednisolone compared to 
preoperative laryngoscope findings (astrix).

Fig. 6. Post-treatment axial (A) and coronal (B) MRI. The high signal intensity mass seen in the preoperative MRI was improved after admin-
istration of prednisolone (white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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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으로 발생한 영구적인 성대의 마비에 대해 보고한 바 있

다. 일반적으로 IgG4 연관 질환의 예후는 양호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나 Shaib 등[6]은 발병 초기 스테로이드와 같은 적

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 염증과 섬유화의 진

행으로 인해 성대 마비와 같은 기관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추가적인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가역적 손상

을 유발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6,11]. 따라서 후두에서 발

생한 IgG4 연관 질환은 진단과 함께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보고된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고 Behzadi 등[2]이 보

고한 두경부 영역의 IgG4 연관 질환에 대한 영상적 특징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 따르면, 후두에서 발생한 경우 경부 전산

화단층촬영상 균일한 조영 증강을 보이는 점막하 종괴를 특

징으로 하지만, 증례의 수가 충분치 않아 진단적 검사로는 제

한적으로 후두의 종물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IgG4 연관 

질환을 의심하고 진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2,3]. 본 증례

에서도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상에서 하인

두암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후두내시경 및 임상적으로

는 아밀로이드증 또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systemic lupus er-

ythematous)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의 후두 침범 등의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진행하였으

며,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에서 IgG4 양성인 형질세포의 조

직 침착 소견이 보여 IgG4 연관 후두 가성 종양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본 증례는 후두의 종양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등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뿐만 아니라 임상적 판단 및 후두내시경 소견 역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발병률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IgG4 연관 질환 역시 가성 종양의 형태로 후두에서 발생 할 

수 있음을 숙지하여 조직검사 및 조기 치료를 통해 IgG4 연관 

질환으로 인한 만성 염증 및 섬유화로 발생할 수 있는 비가역

적인 성대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에 저자들

은 조기에 후두에서 발생한 가성 종양을 진단하고 성공적으

로 치료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면역글로불린 G4 연관 질환; 후두;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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