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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원발기관암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호흡기 계통의 암 중 0.2%를 차지하며 모든 암 중 0.03%를 

차지한다.1) Grillo 등은 기관에서 발생한 편평세포암 중 40%

는 구인두암, 후두암, 혹은 폐암의 진단 전후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2) 두경부암에서 이차원발암은 연간 3~7%의 빈

도로 발생하며 두경부암 조기 진단 및 치료 방법의 발전에 

따라 생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차원발암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3) 514명의 후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에서 8.17%에 해당하는 42명의 환자에서 이차원발암이 발생

하였으며 폐와 식도에 각각 31.0%, 28.6%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4) 저자들은 후두암에 대하여 방사선치료 후 추적

관찰 중 기관암이 발견되어 치료한 환자를 경험하여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64세 남자 환자가 2개월간 지속되는 애성을 주소로 본원

에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고혈압 있었으며 40갑년의 흡연력, 

50년간 매일 소주 1병의 음주력 있었다. 후두내시경상 우측 

진성대 및 좌측 가성대에 불규칙한 표면을 갖고 있는 궤양성 

종물 보였다(Fig. 1). 해당 병변에 대하여 후두미세수술 하 

조직검사 시행하였으며 좌측 성문상부 및 양측 성문부에서 

편평세포암종이 확인되었다. 이후 병기설정을 위해 시행한 

검사상 원발암은 후두 내에 국한되어 있었고 경부 림프절 전

이 및 전신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다

학제 진료상 T2N0M0의 후두암이나 원발부위가 성문인지 성

문상부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으며 방사선 치료를 시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성문상부암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사선 조사부위에 경부도 함께 추가하여 7,000 cGy의 방사

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추적진료 시 후두내시경상 후두

암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에서도 잔존암 및 재발암 소견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사선치료 3년 후 정기적으로 시행한 경부 컴퓨터

단층촬영상 기관 전방부에 조영증강을 보이는 연조직 병변

이 확인되었으며 이 부위는 이전의 방사선 치료 영역에 포함되

지 않은 부위로, 병변은 상하 장경 2.6 cm로 측정되었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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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에서도 해당 부위의 18F-fludeox-

yglucose 섭취 증가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그 외 경부 림프절

이나 전신으로의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ig. 3). 기관지내

시경 통한 조직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다학제 진료 시 영

상의학적 및 핵의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악성 병변

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결론지었다. 이에 기관암에 준하여 

기관절제 및 단단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시 기관 외벽에 

림프절로 생각되는 연조직이 유착되어 있었고 외벽이 푸른 색

으로 변화되어 있었으며(Fig. 4A) 종양은 제5기관륜 하부에

서 제7기관륜까지 침범하고 있었다. 동결절편검사상 기관 내 

종양에서 편평상피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안전역 확보를 위하

여 제4기관륜에서 제9기관륜까지 3.6 cm 절제하였으며 특별

한 문제 없이 단단 문합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Fig. 4B). 조직

병리검사상 편평상피세포암이 확인되었으며 절제연에서 암조

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갑상선 하부의 일부 경부 구역 VI 및 

VII에 선택적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경부 구역 VI에

서는 총 4개, 경부 구역 VII에서는 총 5개의 림프절이 확인되

었으나 림프절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ig. 5A and B). 수

술 종료 후 마취 회복 시 기관 발관을 시행하였으며 술 후 1

일째부터 산소 공급 중단하여도 호흡곤란 없었으며 산소포

화도 역시 양호하였다.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술 후 7일째 퇴원

Figure 1. Endoscopic finding showing mucosa lesion with irregu-
lar surface on both true vocal cord and left false vocal cord.

Figure 2. Axial (A) and sagittal (B) images of neck CT with contrast enhancement. Enhancing irregular soft tissue lesion at tracheal 
area with focal airway involvement (arrow).

BA

Figure 3. PET-CT scan. Increased FDG uptake at the irregular soft 
tissue lesion at trache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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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다학제 진료 후 술 후 1달부터 방사선 치료 3,000 

cGy를 기관 부위에 추가하였다. 방사선 치료 중 호흡 곤란 

없었으며 구강건조증 및 가래 외 합병증 동반되지 않았다. 현

재 술 후 2년째 추적관찰 중으로 잔존암 및 재발암은 발견되

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추적관찰 예정이다.

고      찰

기관암은 드문 질환으로 기도를 상당 부분 감소시키기 전

까지는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

까지 진단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호흡곤란, 

기침, 객혈, 음성변화 등의 증상을 일으키지만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종종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갑상선이나 

폐의 종양으로 오진될 수 있다.5,6) 본 증례의 경우 환자는 증

상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하

여 기관암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었다.

Horings 등이 13년간의 암환자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

구에 따르면, 기관암 환자 293명 중 29%인 85명에서 101례의 

다른 원발암이 발견되었다.7) 이 중 56%는 편평세포암이었으

며, 12%는 선암종이었다. 101례 중 73례는 기존암이 진단된 이

후에 이차원발암으로 기관암이 발견되었다.

두경부암에서 이차원발암은 암의 재발, 잔존, 원발전이와 

더불어 환자의 생존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차원발

암의 개념은 1932년 Warren과 Gates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

차원발암의 기준은 첫째, 두 종양 모두 조직병리학적으로 악

성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둘째, 두 암병변은 해부학적으로 정

상 점막에 의해 분리되어야 하고, 셋째, 두번째 암이 처음 진

단된 기준암(index tumor)의 전이일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

다. 다른 두 암의 진단 시기에 따라 동시성(synchronous) 및 이

시성(metasynchronous)으로 나뉜다. 동시성 이차암은 기준

암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두번째 암이 진단된 경우에 해당하

며, 이시성 이차암은 기준암이 진단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Figure 4. Intraoperative fidings. A : Discoloration of tracheal wall on left side (arrow). B : Intraluminal lesion with irregular surface (ar-
row). C : After end-to-end anastomosis.

B CA

Figure 5. Histopathologic findings. A : Tumor cells in tracheal lumen (arrow). Tumor cells invading beyond tracheal wall (arrowhead) 
between tracheal cartilages (asterisks) (H&E, ×40). B : Tumor nest (arrow) with intercellular bridge indicating squamous cell carcino-
ma (H&E, ×4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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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진단된 경우에 해당한다.8)

본 증례에서 기관암을 이차원발암으로 볼 것인지 기관주

위림프절 전이로 인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볼 것인지 혹은 후

두암이 점막하 침윤을 통하여 퍼져 국소 재발암의 형태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후두암의 진단으로

부터 3년이 지난 시기에 발견되었고, 수술 시 절제한 기관주

위 및 경부 구역 VI, VII의 림프절에서 전이가 없었고, 기관

의 병변이 기준암인 후두암에서부터 5 cm 떨어져 있으며 정

상 점막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기관암의 상부 경계가 제5

기관륜이면서 조직병리검사상 절제연에서 암조직이 발견되

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시성 원발암으로 분류해야 한

다고 판단하였다.

기관암의 치료로는 수술적 절제, 수술 및 방사선치료, 내

시경적 중재술 후 근치적 방사선치료, 단독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치료 방법에 따른 5년 생존율은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

서 51%,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받은 환자군은 11%, 치료를 받

지 않거나 다른 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5%였다.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후향적 연구에서도 수술적 절제 이후에 방

사선치료를 추가한 군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5) 본 

증례에서도 기관 구획절제술 후 단단문합술 통한 수술적 치

료 후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술 후 2

년간 재발 및 잔존 없이 추적관찰 중이다.

중심 단어 : 기관암ㆍ이차원발암ㆍ후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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