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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칸디다(candida)는 정상인의 약 7%에서 구강에 존재하며, 

스테로이드 흡인제의 장기간 사용에 의한 국소적인 면역억제 

또는 당뇨, 호중구감소증, 광범위 항생제, 두경부의 방사선 치

료 등이 인후두부 칸디다증(candidiasis)의 위험요인이 된다.1) 

임상적 소견은 특이적이지는 않지만 후두내시경상 점막의 

부종 및 충혈 소견이 보이며, 점막 위에 다발성의 흰색의 위막

이 관찰된다. 후두에 국소적인 단일 병변으로 발견되는 칸디

다증은 매우 드물며 원인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2) 국내에서

는 성대, 전연합부 및 성문하부에 분포한 칸디다증의 1예만이 

보고되었으며 추후 편평상피암이 속발한 경우였다.3,4) 이러한 

희귀성 때문에 술전 진단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조직검사가 

시행된다. 저자들은 흡연력이 있는 61세 남자환자에서 진성대

에만 국한되어 후두백반증의 양상으로 발현된 원발성 후두 

칸디다증을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1세 남자가 후두 내시경상 우연히 발견된 후두의 백반증

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우측 중이염으로 1991년에 

수술을 시행 받았고, 좌측 중이염으로 1999년과 2003년에 

수술을 시행 받았다. 이 후 중이염으로 개인병원에서 다니던 

중 한달 전부터 지속된 인후부의 경미한 통증으로 후두경검

사상 상기 소견이 발견되어 본원으로 의뢰되었다. 음주는 하

지 않았으며 흡연력은 약 60갑년(하루 1.5갑, 40년)이었다. 환

자의 생체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흉부촬영상 양측 폐 상엽

에 섬유화 및 결절성 음영이 관찰되어 이전에 결핵을 앓은 소

견을 보였지만, 혈액학적 검사상 백혈구 6.78×103/mm3, 호중

구 45.6%로 정상이었으며 혈당 및 HIV를 포함한 혈청검사

도 정상 소견이었다. 기타 동반된 전신질환이나 면역저하를 의

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이학적 검사상 좌측 진성대의 중간

부위에 직경이 4 mm정도의 판 모양의 백반증이 관찰되었다

(Fig. 1A). 성대 운동성은 정상이었으며 주위의 피열연골, 후

두개, 이상와의 백반증 등을 포함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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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Laryngeal Candidiasis Presented as Laryngeal Leukopla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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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 exists in the oral cavity as normal flora, which is cultured in 7% of the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andidia-
sis is usually related to the systemic or local immunosuppressed status such as diabetes, long-term antibiotics, steroid, radia-
tion therapy or chemotherapy. However, isolated laryngeal candidiasis in immunocompetent patients is a rare entity with fewer 
than 40 cases reported in the world. Symptoms of laryngeal candidiasis are variable such as hoarseness, dysphagia, or odyno-
phagia according to its extent, but it has clinical importance because of its resemblance with laryngeal premalignant or malig-
nant lesions. Diagnosis is made by biopsy under direct laryngoscopy with special staining to identify the hyphae. In this arti-
cle, we report a case of laryngeal candidiasis presented as leukoplakia localized on vocal fold with literature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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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신마취 하에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였으며 CO2 레이

저를 이용하여 2W의 세기, 슈퍼 펄스(super pulse) 방식을 사

용하여 성대의 고유층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백반증 주변

을 표시한 후 상피하층(subepithelial layer)으로 절제하였다

(Fig. 1B, C). 술 후 조직검사상 과각화증(hyperkeratosis)과 

이상각화증(parakeratosis)이 동반된 극세포성(acantotic) 상

피증식을 보였으며, 세포 이형성증(cytologic atypia) 및 진균사

(fungal hyphae)가 관찰되었다. Periodic acid-Schiff(PAS) 

염색에서도 형태학상 칸디다증(candidiasis)에 합당한 진균

사가 확인되었다(Fig. 2). 술후 1일째 퇴원하였고 술 후 2년 6

개월째 관찰한 후두내시경 소견상에도 병변의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D). 

고      찰

후두의 진균증은 일반적으로 전신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되

어 있을 때 주로 발생하지만, 인후두역류증으로 인한 점막손

상, 장기간의 항생제 사용에 의한 정상 상재균의 변화도 진균

의 과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5) 후두에 국소적으로 발생한 진

균증에 관한 국내 보고로는 성대에 발생한 국균증(asperogil-
losis)이 2예, 칸디다증이 1예가 있다.3,6,7) 형태학적으로 국균증

은 성대에 돌출형 종괴의 양상이었으며 칸디다증은 점막의 백

색의 판 모양(plague)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칸디다증의 유발 요인은 크게 전신적인 요인과 

국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신적인 요인으로는 

항암치료, 스테로이드의 사용 등에 의한 전신적인 면역기능

의 저하, 골수 병변이나 백혈병 등에 의한 호중구 감소증, 당

뇨, 장기간의 항생제의 사용에 의한 정상 상재균의 변화 등

이 있으며, 국소적인 요인으로는 방사선 치료에 의한 점막의 

염증, 국소 또는 흡인성 스테로이드제의 장기간 사용, 흡연, 

구강 건조증 등이 있다.8) 후두 칸디다증의 임상 양상은 크게 

급성후두개염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인후두 점막에 미만성 

백반증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성대에 증식성 백색병변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9) 후두 칸디다증은 식도나 폐의 칸

디다증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 흡

인성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음성장애를 가진 만

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약 10~15% 정도에서 후두의 칸디다

증이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다.10) 후두 칸디다증의 증상으로

는 음성변화가 가장 흔하며, 연하곤란이나 연하통이 동반될 수

도 있으며 드물게는 천명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도 있다.11)

칸디다증의 유발요인은 위에 기술한 것처럼 잘 알려져 있

지만 후두에 국한된 국소감염은 매우 드물며 원인도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후두백반증을 보이는 환자에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한

다. 후두백반증의 악성변이의 가능성은 조직검사상 이형성증

(dysplasia)이 없는 경우 3.8%, 경도나 중등도의 이형성증은 

10.1%, 중증 또는 상피내암은 18.1%로 보고된다.12) 또한 첫번

째 조직검사부터 침윤성 암까지의 기간은 3~4년 정도 걸리는 

Figure 1. Gross findings. About 4 mm 
sized leukoplakia was identified on 
left vocal fold (A). Using CO2 laser, 
lesion was outlined (B). After micro-
flap was elevated, leukoplakia was 
completely removed at subepithe-
lial layer while minimizing the dam-
age of lamina propria (C). Left vo-
cal fold was well healed without 
recurrence on 30 months after sur-
ger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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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흥미롭게도 문헌고찰상 성대 칸디다증

으로 국내에 보고된 증례는 경과관찰 중 42개월 이후 같은 

부위에 재발성 병변이 나타났고 조직검사상 편평상피암으로 

확인되어 방사선 치료가 시행된 예였다.3,4) 발암에 있어서 칸디

다의 역할은 가능성이 이전부터 고려되었는데 구강 칸디다증

이 점막의 이형성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부 칸디

다에서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nitrosamine)이 생성되어 전

암유전자를(proto-oncogene) 활성화 하거나, 다른 발암물질

과 함께 작용하여 점막에서 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14)

본 증례의 경우 전신적인 면역저하나 호중구 감소증, 스테로

이드 흡입제의 사용 등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흡연이 칸디다증

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증례에서

는 조직검사상 후두상피에 비정형세포 이외에 유의한 이형성

증은 없었지만 후두 칸디다증 환자에서 후두암이 속발된 예

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두 칸디다증의 치료로는 일차적으로 가능한 선행요인을 

제거하고, 음성 위생, 충분한 수분섭취를 하도록 교육해야 한

다. 전신적인 면역저하가 없는 환자에서는 침윤성 병변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상피에 국한하여 집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

신적인 항진균제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수술적 제거나 ny-
statin 가글을 3주 정도 사용하면 충분하다. 증상이 심하거

나 면역저하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fluconazole 같

은 경구용 항진균제를 3~4주 정도 사용해야 한다. 치료에 반

응을 잘 하지 않는 경우 amphotericin B의 정맥주사가 사용

될 수 있다.15) 본 증례는 진성대 부위에만 국한하여 후두백반

증의 형태로 발현한 경우로 후두미세수술로 쉽게 제거되었

고, 항진균제 투여 없이 무병 관찰 중이다. 하지만 병변의 범

위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성문하부나 전연합부의 침범 등 넓

게 분포한 경우 조직검사 후 항진균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칸디다증ㆍ후두ㆍ백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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