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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cell mucositis is a very rare benign disease characterized by dense lymphoplasmacytic in-
filtration in the submucosa layer. It appears as a reddish ulcer on the mucous membrane or as a 
cobblestone or nodular mass on the affected mucosa. When it involves the pharynx or larynx, the 
patient presents with dysphagia, voice change and dyspnea. Clinically,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
ate with malignant diseases such as extramedullary plasmacytoma, amyloidosis and sarcodosis. 
Several cases of mucositis in the larynx have been reported in English literature, but none have been 
reported in Korea. We report a case of plasma cell mucositis in the larynx with a review of literature.

Keywords   Plasma cells; Larynx; Mucositis.

서      론

형질 세포 점막염(plasma cell mucositis)은 림프구와 형질 세포가 점막하층을 조밀

하게 침윤하여 발생하는 매우 드문 양성 질환 중의 하나로 인두나 후두에 발생할 경우

에 연하곤란, 발성장애, 호흡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1]. 해외에서는 구강부터 상기도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가 약 28예였고, 성문상부의 병변은 11예가 보고되었다[2-4]. 국내

에서는 Heo 등[5]이 구인두 후벽에서 발생한 형질 세포증을 보고한 바 있으나, 후두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표된 적이 없다. 육안 소견상 점막의 발적 및 궤양소견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조약돌 모양이나 결절이 있는 종괴 소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2,3,6].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골수외 형질 세포종(extramedullary plasmacytoma)과 편평세포

암(squamous cell carcinoma) 등의 악성 질환과 아밀로이드증(amyloidosis), 사코이드

증(sarcoidosis) 등의 양성 질환과도 감별이 필요하다[1,6,7]. 저자들은 목 불편감 및 목

소리 변화를 주소로 내원한 성인 남자 환자에게서 후두의 형질 세포 점막염을 진단하

고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4세 남자 환자가 내원 10일 전 목소리 변화 및 흡인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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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었으며, 흡연력은 30갑년이나 5

년 전부터 금연한 상태였고, 술은 평소에 거의 마시지 않았

다.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 우측 성대의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감소된 소견이 관찰되어 원인 감별을 위하여 흉부 및 경부 컴

퓨터단층촬영 및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고, 특발성 성대 마비로 진단 하에 prednisolone 

(Solondo 5 mg TabⓇ; YuHan Corp., Seoul, Korea) 60 mg을 

4일, 이후 하루 10 mg씩 감량하여 5일 투여하였고, 약 한 달 

뒤에는 성대 마비 및 목소리 변화 및 흡인 증상의 호전 소견 

보였다. 약 1년 뒤 목 불편감 및 목소리 변화가 발생하여 외

래로 내원하였고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는 양측 가성대(false 

vocal cord) 및 좌측 성문하부(subglottis)에 경계가 불분명

한 점막하(submucosal)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1A).

경부 컴퓨터단층촬영 소견에서는 양측 전연합부의 병변에

서부터 시작되어 갑상연골 및 좌측 윤상연골을 침범한 후두

암이 의심되었고(Fig. 2A and B), 양측 경부 I, II 영역의 림프

절의 비대 소견으로 전이가 의심되었다(Fig. 2C and D). 전이

가 의심되는 림프절에 세침 생검을 시행하였으나, 병리 판독에

서 악성 소견은 없었다. 환자의 후두 병변 평가 및 생검을 위해

서 전신 마취 하에 후두미세현미경수술을 계획하였다. 수술 

소견에서 좌측 성문하부에 전연합부는 침범하지 않는 종괴 

소견과 양측 가성대의 점막하 종괴 소견이 있었고, 점막하 정

상 조직과 종괴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았다. 수술 중 좌측 성문

하부 및 전연합부, 양측 가성대에서 부분적으로 검체를 채취

하여 시행한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였다. 동결절편검사에서

는 염증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암종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암종이라면 저등급의 림프종일 가능성이 높다

는 소견이었다. 림프종의 경우 항암치료가 주 치료이고, 염증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절제보다는 전신적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절제보다는 조직학적 진단을 위한 부분 절제술

을 시행하였다(Fig. 1B). 이후 병리 조직검사에서는 점막하 

염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뚜렷한 악성 종양의 소견은 없었다. 

종괴를 형성하고 있는 염증은 대부분 형질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작은 림프구들이 섞여 있었다. 면역조직

화학염색에서 형질 세포 표지자인 CD138 (syndecan-1)에 광

범위하게 양성을 보였고, B-림프구 표지자인 CD20에 부분적으

로 양성을 보였다. 작은 림프구들은 T-세포 표지자인 CD45RO

에 양성을 보였다(Fig. 3). 비정상적인 혈관 증식이나 비정형 

Fig. 1. Laryngoscopic findings. A: The ligid laryngoscopy finding before the surgery. It shows submucosal masses in both false vocal cord 
(arrowheads) and subglottis (arrow). B: The ligid laryngoscopy finding 1 week after the surgery. It shows partially resected mass in the both 
false vocal cord (arrowheads) and subglottic mass (arrow). C: The ligid laryngoscopy finding 1 month after the surgery. It shows diffuse fo-
cal remnant mass on the false vocal cord (arrowheads) and subglottis (arrow). D: The ligid laryngoscopy finding 11 months after surgery. It 
shows diffuse focal remnant mass on the false vocal cord (arrowheads) and subglottis (arrow). E: The ligid laryngoscopy finding 19 months 
after surgery. It shows slightly increased masses on the both vocal cord (arrowheads) and left subglottis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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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구가 관찰되지 않고, NK cell 표지자인 CD56에도 음성

을 보여 extranodal NK/T-cell lymphoma는 배제할 수 있

었다. 또한 혈액종양내과에 B세포 기원의 림프종 또는 형질 세

포 질환(plasma cell disorder)의 감별을 위해서 협진을 의뢰

하였다. 무작위 소변 단백뇨(random urine protein) 검사는 

14 mg/dL (정상치 0-20), free κ light chain (S)는 27.61 mg/L 

(3.30-19.40), free λ light chain (S)는 21.56 mg/L (5.71-26.30)

로 다발성 골수종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혈청 및 소변 

면역고정전기영동(serum and urine immunofixation electro-

phoreses) 및 면역글로불린 G 아형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 없

었다. 형질 세포 점막염과 골수외 형질 세포종을 감별하기 위

해서 병리과 자문 및 환자 동의 하에 immunoglobulin heavy 

chain gene rearrangement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

과는 음성으로 종양 소견이 아니고 염증이라는 것이 입증되

어 악성 종양인 형질 세포종을 배제할 수 있었다. 환자는 최

종적으로 형질 세포 점막염으로 진단하여 주기적으로 종괴의 

크기 및 상태를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수술 한 달 후, 후두 내시경에서 양측 가성대와 성문하 병변

의 잔여 종괴는 남아 있었으나 크기 변화는 없었다(Fig. 1C). 

추적 관찰을 위해 시행한 경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흉부 컴

퓨터단층촬영에서도 진행된 병변이나 특이 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수술 후 한 달마다 외래에서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후

Fig. 2. Axial neck CT findings. A: Axial scans of computed tomography shows hypodense laryngeal mass involving the left subglottis (arrow-
heads). B: Both supraglottis (arrows). C and D: Axial scans of computed tomography shows multiple small lymph nodes in neck level I and II 
areas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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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의 종괴는 조금씩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 10개월째부터 prednisolone을 40 mg/일 3주, 30 

mg/일 5주, 20 mg/일 2주, 10 mg/일 3주, 5 mg/일 3주로 감

량하면서 후두 내시경 검사를 통해 크기 변화를 한 달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다. 스테로이드 치료 1개월째, 종

괴의 크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고, 목소리 변화는 이전보

다 호전되는 양상이었다(Fig. 1D).

환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동안 혈당이 233-564 mg/dL

으로 증가하였고, 당뇨 약 조절과 혈당 관리 교육을 시행하였

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3개월 동안 사용 후에 종결하였으며, 주

기적으로 2개월마다 관찰하였다. 종괴의 크기는 스테로이드

를 쓰면 천천히 감소하고, 약을 끊으면 천천히 증가하는 양상

이었다. 스테로이드 치료 종결 9개월째 종괴의 크기가 서서히 

증가하여 다시 류마티스내과 협진으로 Solondo보다는 혈당 

상승 작용이 적은 deflazacort 18 mg (Calcort TabⓇ, Handok 

Pharmaceutical Co., Ltd., Seoul, Korea)을 2달여간 복용하

였다(Fig. 1E). 종괴의 크기는 다시 조금씩 작아지는 양상이

며, 지속적으로 본과 외래에서 종괴의 양상을 주기적으로 추

적 관찰 중이다.

고      찰

형질 세포 점막염은 림프구와 형질 세포가 점막하층을 조밀

하게 침윤하여 발생하는 드문 비종양성 질환 중의 하나로, 입

술, 잇몸, 혀, 협부, 후두, 후두개, 성기 등의 점막 부위에서 주

로 발병하며 코점막, 하기도 등에서도 발생한다[1,3,8]. 발병 

부위 따라서 치은구내염(ginivostomatitis), 구인두점막 형질 

세포 증가증(oropharyngeal mucosal plasmacytosis), 형질 

세포 치은염(plasma cell gingivitis), 점막세포형질구증가증

(mucous membrane plasmacytosis) 등으로 명명된다[9-11]. 

1952년 Zoon[12]이 조밀한 형질 세포가 귀두의 점막에 침윤

해 있는 것을 관찰하여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Ferreiro 등[4]

은 상기도에 국한된 형질 세포 점막염을 8예 보고하였다. 국

내문헌에서는 Heo 등[5]이 구인두 후벽에 발생한 점막 형질 

세포증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사례를 1예 보고한 바 있으나, 

후두에 국한되어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보고된 

바가 없다.

임상증상으로는 염증 부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

두나 후두에 발생 시 연하곤란, 발성장애, 호흡장애 등을 동

반할 수 있다[3]. 형질 세포 점막염의 정확한 기전이나 원인은 

Fig. 3. Histopathologic findings. A: Dense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is observed at the submucosal connective tissue. No mucosal ulcer-
ation or vascular proliferation is noted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ing, ×100 magnification). B: There are numerous plasma cells with 
abundant basophilic cytoplasm and eccentric nucleus (HE staining, ×400 magnification). C: CD138 (syndecan-1) reactivity was observed for 
nonneoplastic plasma cells (CD138, ×400 magnification). D: Some scattered small lymphocytes show positive immunoreactivity for pan T-cell 
marker; CD45RO (CD45RO, ×4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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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Solomon 등[2]은 기저질환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높다고 하였으며, Lee 등[13]

은 전신홍반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같은 질환에서 동반되기

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치약이나 츄잉검(chewing gum)의 성

분 또는 외부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보고도 있다[8].

병리조직 소견상 다수의 성숙한 형질 세포로 구성된 염증

세포의 침윤이 점막하층을 침범하는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

타나며 일부 다핵형 백혈구나 림프구가 동반되어 있기도 하

다[14]. 이는 아밀로이드증이나 사르코이드증, 형질 세포종과 

유사하기도 하여 감별이 필요하다. 침윤된 형질 세포의 세포

질 내에는 때때로 면역글로불린이 축척되어 나타나는 소견인 

Russell body가 관찰되기도 한다. 면역조직화학염색 시에는 

κ, λ light chain과 여러 종류의 heavy chain이 혼합된 다클

론형이 나타난다[4]. Aiba와 Tagami[15]는 IgG와 IgA 및 

kappa chains의 생성이 lambda chain보다 우세하게 나타난

다고 보고하였다. 

형질 세포 점막염의 가장 흔한 치료는 경구 스테로이드이다

[16]. 복용 이후에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효과

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17]. 구강에서 후두 

영역까지 발생한 형질 세포 점막염을 조사하였을 때 국외 보

고 28예 중 후두에서 발생한 경우는 14예이다. 14예 중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8예에서 시행하였으며, 그중 5예에서 병변

의 호전 소견을 보였다. 후두 외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14예

이며, 스테로이드는 9예에서 사용하였고, 그중에 6예의 환자

에서 호전 소견을 보였다[2-4].

본 증례의 환자도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함으로써 

재발하는 종양의 크기를 다소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

었으나 크기 감소가 느렸고 종괴를 확연히 줄일 수는 없었다. 

전신적으로 스테로이드를 50 mg/일 정주하는 것이 증상을 줄

이는데 도움이 되며, 추가로 혈소판풍부피브린(platelet rich 

fibrin) 주사를 같이 병변에 시행하는 것이 병변의 염증 침윤

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18]. 또한 베타메

타손(betamethasone) 가글과 크림이 구강 병변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며 피하에는 종양괴사인자 억제제(tumor ne-

crosis factor inhibitor)인 아달리무맙(adalimumab)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19]. 당뇨나 간염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형질 세포 점막염 

환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 증례에서도 prednisolone을 복용한 후 환자의 혈당

이 233-564 mg/dL으로 증가하여 조절이 힘든 면이 있어서 

이후, 인슐린 내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prednisolone 유도체인 

deflazacort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혈당이 150-230 mg/dL

대로 이전보다 양호하게 조절되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prednisolone을 먼저 복용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스

테로이드 치료 금기증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prednisolone 유도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술적 치료로는 단순 절제나 CO2 레이저를 이용한 절제

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1,20]. 그러나 단순 절제는 증상의 개

선을 가져올지라도 병의 진행을 막지는 못하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병변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4].

기도의 병변으로 인한 성문상부의 협착 또는 기도 협착증

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기도 확보를 위해서 풍선확장술을 시

행하거나[21] 기관지 절제술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다[15]. 다

른 치료로는 병변에 0.03%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또는 

사이크로스포린(cyclosporine)을 국소 도포를 시행하거나

[17,22], 냉동치료(cryotherapy)를 시행할 수 있다[23]. 면역억

제제인 마이코페놀릭산(mycophenolic acid), 클로람부실

(chlorambucil),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등을 쓰는 

것이 장기간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16,24,25]. 

본 증례에서는 아직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있어 스테로

이드 치료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의 기왕력으로 당

뇨가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앞의 

면역억제제 치료도 고려하고 있다.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서 

면역억제제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형질 세포 점막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 시에는 아직까지 

정립된 치료 방법은 없으나, 악성질환 및 다른 질환을 배제하

기 위해서 적극적인 검사 및 진단을 시행하고 환자의 다양한 

증상 및 병변의 위치에 맞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질 세포 점막염이 편평세포암으로 

진행되었다는 보고도 있어서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16].

중심 단어: 형질 세포; 후두; 점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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