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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half of patients presenting with hoarseness show benign vocal cord changes. How-
ever, in rare cases with benign mucosal lesions, it can be diagnosed as a malignant disease after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A 53-year-old man with a 30-pack-year smoking history was 
admitted for the evaluation of hoarseness, and using a laryngoscope, an enclosed, sac-like cystic 
lesion was detected on the midpoint of the right true vocal cord. The cystic lesion was deemed 
to be an intracordal cyst and treated with laryngeal microsurgery. However, pathological find-
ings showed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larynx arising in the intracordal cyst, which is excep-
tionally rare. Therefore, even if a benign lesion is initially suspected, a biopsy must be performed 
on a patient with smoking history to confirm the diagnosis. In conclusion, we report a case of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larynx arising in the intracordal c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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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애성(hoarseness)을 주 호소로 내원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성대의 양성 병변으로 

진단되지만 반드시 악성 종양, 선천성 기형, 염증, 신경의 이상 등도 감별되어야 한다[1]. 

성대 폴립, 성대 결절, 라인케 부종, 성대 낭종 등의 양성 점막 질환은 병변이 작고 표면

이 매끈하며 경계가 명확한 특징이 있으며 후두경 검사와 후두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해 

악성 종양과 감별해야 한다[2]. 일반적으로 혈관구조(vasculature), 외번형(exophytic) 병

변, 궤양성(ulcerative) 병변은 악성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병리검사가 동반되어야 한다[2,3].

성대 낭종은 성대 폴립, 결절, 라인케 부종 등 다른 양성 점막 질환에 비해 그 빈도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이중음(diplophonia), 발성제한(voice limitation) 등 심한 음성 변화

를 일으킨다. 또한 다른 양성 점막 질환과 감별이 힘들어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4]. 조직병리학적으로 성대 낭종은 중층의 편평상피로 둘러싸인 유표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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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rmoid cyst)과 점액성 상피로 둘러싸인 저류낭(mu-

cous retention cyst)으로 분류하며, 저류낭이 유표피종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표피종은 이학적 

검사상 흰색을 띠고 보다 반짝거리는 양상을 보여 술 전에 성

대 폴립이나 결절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으나, 저류낭의 

경우 유표피종에 비해 색깔이나 양상이 뚜렷하지 않아 성대 

폴립, 혹은 성대 부종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5]. 형태학적 

구분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대 낭종으로 의심되었던 병

변이 조직병리검사상 다른 양성 점막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

우는 비교적 흔하나 성대 낭종을 포함한 양성 점막 질환이 악

성 종양과 함께 진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본 저자들은 

후두경 검사, 후두 스트로보스코피상 성대 낭종 소견을 보여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최종 조직병리검사상 성대 낭

종 내부에서 편평세포암종이 함께 발생한 증례를 체험하였기

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53세 남자 환자가 1달 전부터 시작된 애성을 주소로 내원하

였다. 환자는 3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음주력은 없었고 직

업상 음성 남용력이 있었다. 후두경 검사상 우측 진성대 중반 

1/2 지점에서 약 2~3 mm의 단일 낭종 형태의 종물이 관찰되

었으며(Fig. 1), 주위의 후두개(epiglottis), 양측 이상와(pyri-

form sinus), 피열연골(arytenoid cartilage) 등에서는 이상 소

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후두 스트로보스코피상 종물 부분에

서 점막의 파동이 단절되는 성대 낭종에 부합되는 소견이 나

타났다. 음성 검사상 기본주파수 118.606 Hz, 주파수 변동률 

7.77%, 진폭 변동률 13.65%, 잡음 대 조화음비 0.927이었다. 

전신마취하에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였고 병변 외측에 성대

의 자유연과 평행하게 절개를 넣어 미세피판을 들어 올린 후 

성대 점막은 보존하며 성대 내 낭종을 노출하였다. 피판을 들

어올리면서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낭종 형태의 종물을 제거하

였으며 성대 점막 피판을 보존하여 수술을 종료하였다(Fig. 2). 

술 후 조직병리검사상 성대 낭종 내부에 케라틴을 형성하는 

비정형 편평상피세포들이 관찰되어 고분화형 편평세포암종

(well-differentiated 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진단되

었다(Fig. 3A). 이후 병기 진단을 위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과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경부 임파선 및 다른 

장기로의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아 병기는 1기(T1aN0M0)였

다. 잔여 편평세포암종의 근치를 위해 2주 뒤 이산화탄소 레

이저를 이용한 성대절제술(laser cordectomy type III)을 시

행하였으며 술 후 조직병리검사상 절제 변연의 침범은 없었으

며 절제 조직에서는 상피 내 편평상피암종(squamous cell car-

cinoma in situ)이 관찰되었다(Fig. 3B). 술 후 6개월간 외래 

통해 재발 소견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

고      찰

애성의 원인은 감기부터 악성 종양까지 매우 다양하다[6]. 

임상에서 시행되는 후두경 검사는 진단에 큰 도움을 주며 일

반적으로 종물의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끈하고 경계가 명확하

면 양성 점막 질환을 의심해야 하며 혈관구조, 외번형 병변, 

궤양성 병변이 보이면 악성 종양을 의심해야 한다[2,3]. 또한 

백반증(leukoplakia), 각화증(keratosis), 유두종증(papillo-

matosis)은 대표적인 전암성 병소이며 각각 형태학적 특징이 

있어 다른 병변과 육안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6]. 성대 종물의 

Fig. 1. Laryngoscopic finding. A Initial laryngoscopy showed single 
smooth-surfaced lesion of right vocal cord.

Fig. 2. Intraoperative finding. The mucous membrane of right true 
vocal cord is preserved and the cyst in the vocal cord was removed. 
Laryngoscopic microsurgery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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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은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성대의 양성 

점막 질환과 악성 종양은 일차적으로 후두경 검사, 후두 스트

로보스코피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후두경 검사, 후두 스트로보스코피상 성대 양성 

점막 질환이 의심되었는데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악성 종양으

로 진단된 예는 드물다. 특히 성대 낭종에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한 증례는 국내외에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악성 종양 중 

후두 육종양 상피암(sarcomatoid carcinoma)은 대부분 폴립

양(polypoid) 또는 유경형(pendunculated) 양상을 보이며 

성대 침범 시 성대 폴립처럼 보일 수 있어 성대 폴립으로 오인

된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7].

본 증례에서 환자는 30갑년의 흡연력과 음성의 과도한 사

용 과거력이 있었으며 진성대에서 단일 낭종 형태의 종물이 

관찰되었다. 형태학적으로 성대에서의 돌출이 미미하고 후두 

스트로보스코피상 낭의 형태를 뚜렷하게 보이며 환자가 음성 

남용력이 있어 성대 낭종으로 판단하고 후두미세수술을 시행

하였다. 하지만 조직병리검사상 성대 낭종 내부에 고분화형 

편평세포암종이 관찰되었다. 본 증례는 성대 낭종으로 보이

는 양성 병변 내부에서 고분화형 편평세포암종인 악성 종양

이 동반된 임상적으로 중요한 보고로 사료된다. 본 증례를 토

대로 흡연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성대 종물 발생 시 단일 종물

로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끈하며 경계가 명확하더라도 편평세

포암종 등의 후두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되며 생검 및 조직병리학적 특징에 따른 면밀한 진단이 필요

할 것이다.

중심 단어: 편평세포암종, 후두, 성대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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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pathologic findings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400). A: Microscopically, keratinizing atypical squamous cells with nuclear 
pleomorphism, hyperchromasia and high nucleus/cytoplasm ratio are scattered in necrotic background. Arrows indicate dysplastic squamous 
epithelial cells. B: In cordectomy specimen, the hyperplasic epithelium shows disordered stratification and polarity. The dysplastic squamous 
epithelial cells are occupying entire thickness of epit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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