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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종양 암종(sarcomatoid carcinoma)은 편평세포암종

(squamous cell carcinoma)과 육종양 병변이 동시에 존재하

는 병리학적 특징을 지니는 종양으로, 후두의 악성 종양 중 

1~2%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이다.1)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13예

의 후두 육종양 암종이 보고되었다.2-11) 후두 육종양 암종은 

내시경상 대부분 폴립양(polypoid) 또는 유경형의(peduncu-
lated) 양상을 보이며,1) 성대 침범시 성대 폴립처럼 보일 수 있

다.4) 육종양 암종의 경우 원발 부위의 병기가 높을 경우 예후

가 나쁘며,1) 질환의 진행에 따라 급성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5,10) 성대 폴립으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지 않도

록 감별에 주의를 요한다. 저자들은 애성을 주소로 내원한 62

세 남자 환자에서 성대 폴립으로 오인된 후두 육종양 암종 1예

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62세 남자 환자가 10일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애성을 주소

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3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매주 소

주 1병의 음주력이 있었다. 후두내시경상 우측 진성대 중반 

1/3 지점에서 기원한 0.5×0.4 cm 크기의 단일 폴립 양상의 종

괴가 관찰되었다(Fig. 1A). 종괴의 표면은 매끈한 양상이었

으며 진성대와의 경계가 뚜렷하였다. 양측 성대의 움직임은 정

상이었다. 음성 검사상 F0 144.607 Hz, Jitter 9.844%, Shimmer 

23.958%, NHR(Noise-to-harmonics ratio) 0.505로 확인되

었다. Stroboscopy 상 성대 점막의 진동성은 비교적 양호하였

다. 우측 성대 폴립 진단하에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였고, 술

중 종괴가 다소 단단한 양상이었으며, 진성대의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괴를 제거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수술 8일 

뒤 후두내시경상 폴립양 종괴가 사라졌고 우측 진성대 표면

이 충혈된 소견이 있었다(Fig. 1B). 술후 조직병리검사상 방추 

세포의 이형성 증식이 관찰되었고 편평상피 분화의 소견은 

없었으며(Fig. 2A), CK에 부분적 양성(Fig. 2B), P63에 부분적 

양성으로 확인되어(Fig. 2C), 후두의 육종양 암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이후 병기 진단을 위해 양성자 방출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과 상부 위장관 내시경(esophago-gas-
trodudenal endoscopy)을 시행하였으며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의 소견은 없었다. 병기는 1기(T1aN0M0)였다. 육종양 암

증  례

논문투고일 ：2017년 5월 7일 

논문심사일 ：2017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7일

책임저자 ：손진호, 41404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807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전화 ：(053) 200-5777 ·전송 ：(053) 423-4524

E-mail ：sohnjh@knu.ac.kr

성대 폴립으로 오인된 후두의 육종양 암종 1례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김태훈·이길준·손진호

A Case of Sarcomatoid Carcinoma of the Larynx Mimicking Vocal Polyp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lgok Hospital, Daegu, Korea

Taehoon Kim, GilJoon Lee and Jin Ho Sohn

Sarcomatoid carcinomas are biphasic tumors which have surface epithelial changes and an underlying spindle-shaped neo-
plastic proliferation. A 62-year-old male with hoarseness came to our hospital for evaluation. A single smooth polypoid lesion 
was detected on his right true vocal fold by larnygoscope.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vocal polyp and treated with surgi-
cal excision. Pathology report of the excised specimen was compatible with sarcomatoid carcinoma. Therefore, further surgi-
cal resection was performed to secure safety margins. We report a case of a sarcomatoid carcinoma patient who was clinically 
diagnosed as vocal pol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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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근치를 위해 후두미세수술 시행일로부터 한달 뒤 본원

에서 III형 레이저 성대절제술(type III laser cordectomy)을 

시행하였다.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진성대 부분 절제를 시

행하였고 육안상 충분한 안전 절제연을 확보하였다(Fig. 3). 

술후 조직병리검사상 방추 세포의 이형성 증식 소견이 잔존해 

있었고, 상피 내 편평상피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in 

situ)이 동시에 관찰되어 육종양 암종 진단을 재확인하였다. 

변연 침범 소견은 없었다. 림프혈관계 침범(lymphovascular 

invasion) 및 신경주위 침범(perineural invasion)의 소견도 

없었다. 레이저 성대절제술 10일 뒤 후두내시경상 우측 진성

대의 체적이 감소하고 점막이 재생되어 수술 부위를 덮은 소

견이 확인되었으며(Fig. 4), 이후 외래 통해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육종양 암종은 후두의 악성 종양 중 1~2%를 차지하는 드

문 종양이다. 남성, 60대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는 전형적인 편

평세포암종과 동일하다.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의 강한 연

관성이 밝혀져 있으며, 유력한 발병 인자로 알려져 있다.1,3,12) 

방사선 치료 이후 육종양 암종이 발생했다는 보고들도 있으

나,1,13) 후두 육종양 암종의 주된 원인 인자로 고려되지는 않는

다.1,12) 후두 육종양 암종의 증상으로는 1년 미만의 애성이 흔

히 확인되며, 그 외 급성 호흡곤란, 연하통, 연하곤란, 인후통, 

기침, 천명 등을 보일 수 있다.5)

육종양 암종은 이상성의(biphasic) 악성 종양으로, 표면에서

는 상피 세포의 악성 분화를 보이고 그 심층에서는 방추 세포

의 악성 분화를 보인다.1,6,12) 병리학적으로 광학 현미경(light 

microscopy) 소견상 방추 세포의 악성 분화는 관찰되나 상피 

세포의 악성 분화의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면역조직화학검사(immunohistochemistry)가 감별 진단

에 유용하다.1,12) 면역조직화학검사상 CK, EMA, HMWCK, 

Figure 1. Laryngoscopic findings. A : 
Initial laryngoscopy showed a sin-
gle smooth-surfaced polypoid le-
sion of right vocal fold. B : The pol-
ypoid lesion disappeared and there 
was hyperemia on the surface of 
the right vocal fold on 8 days after 
operation.

A B

A

B

C

Figure 2. Histopathologic findings. A : Microscopic finding shows 
proliferation of dysplastic spindle cells and there is no definite 
sign of squamoid differentiation (H&E stain, ×200). B and C : Im-
munohistochemical finding shows focal positive staining of CK 
(×200) (B) and focal positive staining of P63 (×200) (C).

Figure 3. Intra operative microscopic finding. Type III laser cor-
dectomy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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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3, CK5/6, AE1/AE3에서 양성일 경우 광학 현미경 소견상 

명백하지 않았던 상피 세포의 악성 분화를 확인할 수 있다.12)

Viswanathan 등의 연구에 따르면, 두경부에 발생한 육종

양 암종은 구강에서 발생한 경우가 63.8%로 가장 흔하였고, 

후두에서 발생한 경우는 17.5%로 2번째였다.12) 후두에서 육종

양 암종이 발생한 경우, 질환의 초기에 후두의 폐쇄로 인한 증

상이 발생하여 T1 또는 T2 병기에서 조기 발견된 경우가 많

았다.1,3,4)

Thomps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후두에 발생하는 육종양 

암종의 98.9%가 폴립양 또는 유경형으로 점막 밖으로 자라

나는 내시경적 또는 육안적 소견을 보인다.1) 특히 성대에 발

생한 육종양 암종은 성대 폴립과 임상 양상과 내시경 소견이 

유사하며,2,4,6) 따라서 임상 양상이나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진

단이 어렵다.6) 실제로 국내에서도 성대 폴립으로 오인된 사례

가 3예 보고되었고,2,10,11) 그 중 1예에서는 후두미세수술 시행 

18일 후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응급기관절개술을 필요로 하였

다.10) Hong 등의 증례에 따르면, 후두 내시경상 성대의 폴립

양 양성 종양으로 생각되었던 육종양 암종에서 성대 폴립 절

제술 시행시 본 증례처럼 병변이 일반적인 폴립보다 단단한 양

상이 확인된 바 있어,6) 감별 진단시 고려할 점으로 사료된다.

치료는 전형적인 편평세포암종에 준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14) 그러나 육종양암종은 전형적인 편평세포암종보다 더 

침습적이고 재발을 잘 하는 특성이 있어, 조기 병변에서 방사

선 치료만 시행할 경우 재발율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4,15)

본 증례에서 진성대에서 기원한 단일 폴립 양상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종괴의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끈하며 진성대와의 

경계가 뚜렷하여 성대 폴립으로 판단하고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조직병리검사상 육종양 암종으로 진단되

어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국내에서 후두의 

거대한 단일 폴립 양상의 병변에서 육종양 암종이 발견된 다

른 증례 보고가 있었으나,4) 0.5×0.4 cm 수준으로 크기가 작은 

단일 폴립 양상의 종괴에서 육종양 암종이 진단된 것은 최초

의 사례이다. 흡연, 음주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성대의 

종괴가 발생시 단일 폴립양 종괴로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끈

하며 경계가 명확하더라도 육종양 암종 등의 드문 후두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육종양 암종ㆍ후두ㆍ성대 폴립.

REFERENCES
1) Thompson LD, Wieneke JA, Miettinen M, Heffner DK. Spindle 

cell (Sarcomatoid) carcinomas of the larynx: A clinicopathologic 
study of 187 cases. Am J Surg Pathol. 2002;26(2):153-70.

2) Hong SM, Byun JY, Yu YI, Ahn HY. A case of spindle cell carcino-
ma of larynx.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04; 
47:380-2.

3) Cho HS, Lee KH, Hwang JY, Lee SY. A case of sarcomatoid carci-
noma of larynx.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08; 
51(6):585-8.

4) Jeong JH, Lim BJ, Ro JY, Choi HS. A case of recurred sarcomatoid 
carcinoma of larynx after postoperative radiotherapy. Korean J 
Head Neck Oncol 2010;26(2):236-9.

5) Bae CH, Choi SJ, Kim YD, Song SY. Four cases of pseudosarco-
matous carcinoma of the larynx.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2;55:440-3.

6) Hong KM, Jung GH, Lim JY, Choi JS. Spindle cell (sarcomatoid) car-
cinoma of the larynx: A Case Report. J Korean Soc Laryngol Pho-
niatr Logoped 2014;25(1):39-41.

7) Song KW, Park MH, Suh JS, Choi BH, Lee TS, Choi WH. A case of 
pseudosarcoma of the larynx.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1985;28(4):503-7.

8) Ahn HK, Park HR, Park YE. Spindle cell carcinoma in larynx: a 
case showing bone formation. Korean J Pathol 1993;27:293-5.

9) Lee MH, Paeck SS, Kim BK, Park CI. A case of pseudosarcoma of 
the larynx.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1996;39(6): 
1071-6.

10) Cho SH, Kim HT, Kim MS, Sun DI, Lee DH, Jung MK, et al. The 
non-squamous cell tumors of the larynx. Korean J Otorhinolaryn-
gol-Head Neck Surg 1998;41(7):918-24.

11) Joo JB, Yoo SJ, Nam SY, Kim SY. The non-squamous cell cancers 
of the larynx.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01;44: 
1199-205.

12) Viswanathan S, Rahman K, Pallavi S, Sachin J, Patil A, Chaturve-
di P, et al. Sarcomatoid (spindle cell) carcinoma of the head and 
neck mucosal region: a clinicopathologic review of 103 cases from 
a tertiary referral cancer centre. Head Neck Pathol 2010;4(4):265-75.

13) Lewis JE, Olsen KD, Sebo TJ. Spindle cell carcinoma of the lar-
ynx: review of 26 cases including DNA content and immunohisto-
chemistry. Hum Pathol. 1997;28:664-73.

14) Olsen KD, Lewis JE, Suman VJ. Spindle cell carcinoma of the lar-
ynx and hypopharynx. Otolaryngol Head Neck Surg 1997;116(1): 
47-52.

15) Benninger MS, Kraus D, Sebek B, Tucker HM, Laverter P. Head 
and neck spindle carcinoma: an evaluation of current management. 
Cleve Clin J Med 1992;59(5):479-82.

Figure 4. Post-laser cordectomy laryngoscopic findngs on 10 
days after operation. The volume of the operated right vocal 
fold was reduced and the mucosa overlying the wound was re-
gener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