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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 cell tumor is rare tumor origination from Schwann cell. It occurs extremely rarely in 
pediatric age. Treatment is complete resection, but this may not always be possible because of 
the risk of airway stenosis or vocal cord paralysis. Six year-old male patient visited otolaryngol-
ogy clinic due to dyspnea and stridor. Posterior glottis mass was indentified and was partially 
resected to confirm histology and resolve airway obstruction. One year after operation, the 
patient was living well without re-growing of tumor. We report a case of granular cell tumor in 
pediatric larynx with a review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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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립 세포 종양(granular cell tumor)은 유병률 0.017~0.029%의 드문 종양으로, 소아

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최근까지 10예가 보고되었다.1) 두경부에서 가장 흔

히 발생하며 후두 부위에 발생한 과립 세포 종양은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2) 치료로

서는 종양의 수술적 완전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3) 드문 증례로 인하여 치료

방법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에서 발생한 후두에서 발

생한 과립세포종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6세 남아가 발열, 기침, 천명음, 호흡곤란, 음성 변화를 주소로 본원 소아청소년과로 

내원하였다. 과거 병력, 가족력 또는 출생시 특별한 증상력은 없었다. 소아과에서 크룹 

진단 하 3주간의 보존적 치료 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천명음, 호흡곤

란, 음성 변화 등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이비인후과로 의뢰되었다. 후두경 검사에서 

성문후방에서 발생하여 성문 내경의 절반 정도를 막고 있는 가피양 표면의 점막 하 종

물이 관찰되었다(Fig. 1A).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이질성으로 조영 증

강되는 9×9×21 mm의 윤상 연골과 경계가 불명확한 종물이 관찰되었다(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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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계획은 종물을 부분 절제하여 후두 폐쇄를 해결하고 

동시에 조직학적 확진을 얻고자 하였다. 전신마취를 시행 후 

성문 바로 상부에 현수후두경을 거치하였으며 이후 현수후두

경을 통해 4.5 Fr 삽관 튜브를 삽입하여 충분한 환기 이후 튜

브를 제거하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Fig. 2A). 이러한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하여 종물에 의한 후

두 폐쇄 부위를 절제할 수 있었다.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문후부 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점막을 보존하면서 쐐

기모양으로 종물을 절제하였다(Fig. 2B). 수술 1일 후 호흡곤

란과 천명음은 소실 되었으며, 성대 움직임은 양호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병리 검사 보고에서 다각형 모양의 핵과 함께 호

산구성 과립을 지닌 세포질의 모습을 보였으며(Fig. 3A), 면역

화학염색에서 S-100 Protein 양성으로 나타나(Fig. 3B) 과립

세포종으로 진단되었다. 

A B
Fig. 1. Preoperative finding. Endoscopic view shows the whitish mass at the posterior glottis (A). Computed tomography showed about 1.5 
cm length, hetergenously enhancing mass with ill-defined margin from the cricoid cartilage (B).

Fig. 2. Suspension laryngoscopic view. Submucosal mass with whitish necrotic surface was identified (A). The mass was partially resected 
with a wedge shape using CO2 laser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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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12개월 째 후두내시경 검사에서 재발소견 없으며(Fig. 

4A), 경부 외측 단순 촬영에서 후두강 내로 돌출된 부분이 감

소된 상태로 기도가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4B). 환자

는 호흡곤란이나 다른 증상 없는 상태로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이 증례는 소아 후두에서 발생한 과립세포 종양에 관한 

보고이다. 과립 세포 종양은 양성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국소 

침윤이 발생한다.1) 하지만 소아에서 악성화로 진행된 보고는 

없다.1,4) 인후두에서 발생한 과립 세포 종양은 목소리 변화, 

삼킴 곤란, 이물감을 유발한다.5) 양성종양의 특성상 점진적

으로 자라기 때문에 국소 조직 파괴 혹은 기도 폐쇄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기 전까지 진단이 늦춰질 수 있다.2) 

추천되는 치료는 수술에 의한 완전 절제이며 완전 절제가 

시행된 경우 재발율은 2~3%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 완전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발율은 8~21% 

로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2,6) Daniel 등7)은 종물의 크기가 

1 cm보다 큰 경우 기관 벽을 따라 기관 벽 전층이 포함될 수 

있어 기관내 절제로는 종물의 완전 절제가 어렵다고 보고하

Fig. 3. Pathologic report. Eosinophilic granules in cytoplasm and polygonal nucleus  in  the cell were found (H&E stain. ×400) (A). S-100 
protein was positive in immucohistochemistry (×400) (B). 

Fig. 4. Postoperative 1 year following up finding. Laryngoscope did not show re-growing of tumor (A). Lateral neck X-ray shows a little wid-
ening of airway at glottis leve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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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7)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없고 악성 형질 변환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 치료는 추천되지 않는다.8)

본 환자의 경우 1 cm 이상의 크기를 지닌 후두와 기관에 

걸친 과립 세포 종양이 확인되었다. 유사한 증례에 대한 기

존의 증례보고에서는 후두와 기관절개를 통해 점막하 종양

의 완전절제를 시행하였다.2) 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 이미 점

막 손상이 와 있는 상태이며 윤상연골과의 박리가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었다. 완전절제를 계획한다면 과도한 점막손상과 

윤상연골 후벽의 손상으로 인한 기도협착이 발생할 위험성

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증상의 경감과 조직학적 확진을 위해 

부분절제를 계획하였다. 정상점막은 보존하고 괴사된 점막

을 포함한 쇄기형태의 절제가 시행되었으며 환자는 수술 이

후 호흡곤란 없어졌고 1년의 추적관찰 결과 종물 크기 증가

는 없었다. 저자들은 본 증례를 통해 소아의 후두에서 발생

한 과립세포종양을 치료할 때 기존의 보고들과 달리 침습적

인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부분절제를 통해서도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제한 된 증례로 인해 종물의 재발 또는 크

기 증가의 시기 등에 대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장기간 추적

관찰을 통해 재발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심 단어: 과립 세포 종양, 후두,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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