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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ted papilloma is a rare benign tumor which usually arises from sinonasal mucosa. We ex-
perienced a case of 62-year-old male who presented with foreign body sensation in throat. A 
round mass was found at right false vocal cord in laryngoscopic examination. It was excised in 
laryngeal microsurgery. The pathologic diagnosis was inverted papilloma of false vocal cord. Re-
currence or complication did not occur during the follow up period of three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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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반전성 유두종은 드물게 나타나는 비강의 양성 종양으로 전체 비강 종양의 0.5~4%를 

차지한다. 주로 비강의 측벽이나 부비동에서 증식된 상피세포가 반전성으로 기질 내로 

성장하여 발생한다.1) 이러한 반전성 유두종은 주로 40~70세에 발생하며 소아나 청소년

기에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녀 비는 4:1로 보고된다.2)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

이지만 재발률이 높고 골 및 주위 조직을 파괴할 수 있으며, 악성 종양과의 연관성이 최

대 15%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상적으로는 악성 종양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수술적 제거 및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3)

비강 이외에서의 발생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문헌에서 비강 외 발생이 보

고된 바 있다. Swaid와 Alsaied4)는 성문상에서 발생한 반전성 유두종 1예를 최초로 보

고한 바 있으나, 이후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증례보고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성문상의 반전성 유두종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62세 남자 환자가 내원 2개월 전부터 발생한 경부 이물감을 주소로 본원 외래에 내원

하였다. 외래에서 시행한 후두내시경검사상 우측 가성대에 직경 2 cm가량의 종물이 확

인되었다(Fig. 1).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상 경계 부위에 조영이 증강되고 내부에 격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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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된 소엽상의(lobulated) 낭성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2). 

이후, 경부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고 T2 강조영상에서 중

등도의 신호를 보였다(Fig. 3). 임상 및 영상검사상 후두낭종

(laryngocele)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어, 조직검사 및 치료 

목적으로 후두미세현미경하 레이저 절제술을 전신마취하에 

시행하였다. 양성 종양의 수술에 준하여 종양의 경계를 따라 

절제하였으며,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종

물 절제 이후, 절제연이 일부분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수술 후 최종 병리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

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수술 후 hematoxylin and eosin 염색을 통한 병리검사 결

과, 과형성된 편평상피세포가 기질 내로 내번하는 양상이 확

인되어 반전성 유두종으로 진단되었다(Fig. 4). 현재 수술 후 

약 3개월 경과한 상태로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및 후두내시경

검사상 재발 및 합병증 없이 잘 치유된 소견을 보였다(Fig. 5).

고      찰

반전성 유두종은 외배엽 기원의 섬모호흡상피인 schnei-

derian 상피에서 발생하며 주로 비부비강 내에 발생한다.5) 

Schneiderian 상피에서 발생한 유두종은 그 성장 양식에 따

라 반전성(inverted), 버섯 모양(fungiform), 원통형(cylindri-

cal) 유두종으로 나뉜다.5)

반전성 유두종의 병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반

전성 유두종 검체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파포바바이러스(papovavirus)와 같은 바이러스 

Fig. 1. Preoperative laryngoscopy image of a 2 cm sized, protruding mass on the right false vocal cord. A: Abduction. B: Adduction.
A B

Fig. 2. CT findings. A 2 cm sized mass with thick wall enhancement on the right false vocal cord. A: Axial. B: Coronal. C: Sagittal.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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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이 보고된 바 있다.6) 특히, 반전성 유두종의 형성, 재발, 악

성 변화와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다.7) Ca-

ruana 등8)은 반전성 유두종의 38%, 이형성을 보이는 반전성 

유두종의 50%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HPV type은 종양원성(oncogenicity)을 기준으로 저위

험도와 고위험도로 구분하는데, 저위험도의 HPV 6과 HPV 11 

초회감염이 반전성 유두종의 발생과 연관이 있고 이후 고위험

도의 HPV 16과 HPV 18 감염이 악성 변화(편평이형성 또는 편

Fig. 3. MR findings. Right supraglottic mass with intermediate signal intensity on T2-weighted image. A: T2-weighted image. B: T1-weighted 
image. C: enhanced T1-weighted image.

A B C

Fig. 4. Postoperative surgical specimen finding showing mucosa with features of a Schneiderian membrane. A: Low-power (H&E staining, 
×40) magnification of inverted papilloma. It shows prominent downward endophytic growth of round to elongated epithelial nests with smooth 
outer contour. B: High-power (H&E staining, ×100) magnification of inverted papilloma. It shows no evidence of dysplasia. H&E: hematoxylin 
and eosin.

A B

Fig. 5. Postoperative laryngoscopy image. A: Abduction. B: Adduc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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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세포암)를 일으킬 수 있다.7)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중이, 유양동, 측두골, 눈물주머니,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 구강, 기관, 폐 등에 이소성 반전성 유

두종 발생이 보고되었다. 비강 이외에서 발생한 반전성 유두

종의 병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비부비강 내 반전성 유

두종의 직접 침범(direct extension)에 의해 중이, 비인두, 구

인두의 반전성 유두종이 발생할 수 있다.9) 직접 침범의 증거

가 없는 비강 이외의 반전성 유두종의 병인으로는 이소성 표

현(ectopic expression)을 고려할 수 있다.9) 또한, 비부비강 내 

반전성 유두종의 수술 과정에서, 반전성 유두종이 전파될 수

도 있다.10) 본 증례에서는 비부비강 내 반전성 유두종의 임상

적 증거는 없었으며, 후두의 반전성 유두종의 명확한 병인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후두의 반전성 유두종의 발생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ddawi-Konefka 등11)에 따르면, 음성 변화를 주소로 

내원한 59세 여성 환자에서 1.5 cm 크기의 좌측 가성대 종물

이 확인되어 시행한 조직검사상 성문상 반전성 유두종이 최

초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Swaid와 Alsaied4)는 천명음을 주

소로 내원한 4세 남자 환자에서 기관지내시경상 내경의 약 

50%를 차지하는 성문하부 종양이 확인되어 절제 후 시행한 

조직검사상 성문하 반전성 유두종 1예를 최초로 보고하였다. 

비강 이외에 발생하는 반전성 유두종이 비강 내 반전성 유두

종과는 구별되는 질병인지는 불분명하다. 현재까지 비강 이외

에서 발생한 반전성 유두종에 대한 치료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11)

영상의학적으로, 반전성 유두종은 주로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진단되지만, 종종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비용종과 

반전성 유두종을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T2 강

조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더욱 정확히 반전성 유두종을 감별

할 수 있다.12) 반전성 유두종은 장기간의 임상 경과를 보이며, 

비용종으로 오인될 경우 제거 후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13)

반전성 유두종의 악성화율은 5~15%로 알려져 있다.14) 비부

비강 내의 반전성 유두종의 치료법으로 과거에는 측비절개술

을 통한 상악동절제술(lateral rhinotomy and maxillecto-

my), 안면중앙접근법(midfacial degloving approach), 두개안

면접근법(craniofacial approach)과 같은 광범위한 근치적 수

술이 선호되었다.15) 이러한 광범위한 근치적 수술은 많은 기능

적, 미용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내시경

적 치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Karkos 등13)은 근치적 치료와 

내시경적 치료를 비교하였고 두 군 간에 재발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반전성 유두종은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

의 다중심성(multicentricity) 및 불완전한 절제가 높은 재발

률의 주요 원인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5년 이내 재발하

지만, 10년 이후에도 재발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7) 현재까지의 소수의 증례보고에 따르면, 후두의 반

전성 유두종에서 단기간에 재발은 확인된 바 없다.4,11) 후두의 

반전성 유두종에 대한 경과 관찰 기간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

나 비강 내 반전성 유두종에 준하여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증례를 통하여, 후두 종양의 감별 진단에 반전성 유두종

의 가능성도 드물지만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중심 단어: 반전성 유두종, 후두 종양,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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