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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LCH) encompasses a wide range of clinical presentation
and its clinical course varies widely from spontaneous regression to severe disseminated
disease with the risk of permanent consequences. Although pathogenesis of LCH has
been a conundrum, recent advances have le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olecular
pathogenesis of the disease. Especially, advanced genomic analyses have suggested that
LCH is a disorder of MAPK pathway mutations. Optimal treatment for LCH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Histiocyte Society has launched a new international multi-center clinical
trial, LCH-IV to solve remaining major issues in the treatment of LCH.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recent understandings on the pathogenesis and treatment of L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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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LCH가 암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클

서

론성 질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3]. 치료는 기관 침범의 정도

론

에 따라 달라지는데,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2008년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분류에 의하

방침 확립을 위해서는 다기관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종설에서

면,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는 LCH의 병인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와 다기관 국제 연

LCH)은 CD1a, langerin, S-100 단백 양성이며, 전자현미경 검

구의 현황 및 국내의 치료 현황에 대해서 주로 다룰 것이다.

사에서 Birbeck 과립을 보이는 Langerhans-type 세포의 클론
성, 신생물성 증식 질환으로 정의된다[1]. LCH는 피부, 뼈, 임

역

학

파선, 폐, 간, 비장, 조혈계 등 다양한 장기를 침범하는데, 임
상적 경과는 저절로 좋아지는 단일 뼈병변에서부터 급속히 진

15세 이하의 소아에서 LCH의 발생 빈도는 연간 100만명

행하는 치명적인 다기관 질환까지 매우 다양하며, 일부 환자

당 4-5례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보고에서는 100만명

는 여러 차례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다[2].

당 8.9명으로 다소 높게 보고되기도 한다[4-6]. 일본에서는 연

LCH의 병인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으며,

간 70명 정도의 소아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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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7], 국내의 다기관 후향적 조사에 의하면 연간 40-50례 정

폐의 경우 질병의 활동도와 치료 반응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8], 전수 조사가 아니므로

때문이다[12].
위험기관의 침범은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

실제 발생률은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아에서의
발생 빈도가 1.2-2:1 정도로 여아보다 높다[2].
성인에서의 발병률은 소아의 1/3 정도로 추정되며, 노인보
다 젊은 성인에서 좀 더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Histiocyte

니며, 임상소견 및 혈액검사 소견으로 정의한다. Histiocyte
Society에서 제시한 위험기관 침범의 정의는 Table 2에 기술
되어 있다.

Society의 Adult Registry에 의하면 성인에서 진단 시의 평균

LCH-III 임상시험에서는 뼈병변 중에서 척수강 내 연부조

연령은 35세였으며, 10% 정도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다[9].

직 종괴를 형성하는 척추병변 및 ‘중추신경계 위험병변(CNS-risk
lesions)’을 ‘특수부위(special sites)’로 정의하였다. ‘중추신경

진

단

계 위험병변’은 두개안면골(orbit, temporal bone, mastoid,
sphenoid, zygomatic, ethmoid, maxilla, paranasal sinuses,

LCH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진단이

or cranial fossa)을 침범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두개골

필요하다. LCH 세포는 hematoxylin-eosin 염색에서 균질하게

병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단일 뼈병변은 전신적인

염색되는 분홍색 세포질을 가지며, 가운데를 가로지로는 홈이

항암화학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특수부위를 침범한 단일

있는 “커피콩”모양의 핵을 관찰할 수 있다. 면역조직화학 염

뼈병변의 경우에는 요붕증이나 신경퇴행성 LCH 등의 영구 후

색에서 S-100 단백 양성 세포를 찾는 것이 LCH 세포를 구별하

유증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 수술적 치료의 위험성이 높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LCH의 확진을 위해서는 면역조직

기 때문에 항암화학치료가 권장된다[13,14].

화학염색에서 CD1a 또는 langerin (CD207)에 양성인 세포를

소아에서는 70%가 SS-LCH이며,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장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2,10]. Langerin은 LCH 세포에 존

기는 뼈이다. 영아기에 MS-LCH의 빈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

재하는 세포 표면 수용체로서 Birbeck 과립의 형성을 유도하

는데, 국내의 후향적 보고에서 1세 이하에서 MS-LCH의 빈도

므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langerin이 표현되는 경우 Birbeck

는 49%, 1-5세에서는 37%, 5세 이상에서는 18% 였으며, 특히

과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1]. 따라

1세 이하의 영아에서 MS-RO+의 빈도는 39%에 달했다[8].

서, 진단적 목적으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Birbeck 과립을
관찰하는 것은 임상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병인론
LCH가 신생물인지 반응성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수년간 논

임상적 분류
LCH는 기관 침범에 정도에 따라 예후와 치료 방침이 크게
달라지므로, 임상적으로 환자를 분류하여 접근하는 것이 유용
하다(Table 1). LCH는 침범된 기관의 수에 따라 single-system LCH (SS-LCH)와 multisystem LCH (MS-LCH)로 나뉜다.
SS-LCH에서 특히 뼈를 침범한 경우에는 침범된 부위의 개수
에 따라 unifocal bone 그룹과 multifocal bone 그룹으로 다시
나뉜다. 침범 여부에 따라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위험기관(risk organ, RO)으로 정의하며, MS-LCH는 위험기관
침범 여부에 따라 위험기관 침범군(MS-RO+)과 위험기관 비침
범군(MS-RO-)으로 다시 분류한다. Histiocyte Society의 다기
관 국제 임상연구인 LCH-III 임상시험에서는 조혈계, 간, 비
장, 폐를 위험기관으로 정의하였으나, 2013년에 새롭게 시작
된 LCH-IV 임상시험에서는 폐를 위험기관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폐가 다른 위험기관과 같이 동반되어 침범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변량 분석에서 폐의 위험비(hazard ratio)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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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lassification of LCH
Single-system ㆍBone: unifocal or multifocal
(SS-LCH)
- Special sites
① Vertebral lesions with intraspinal soft
tissue component
② CNS risk lesions
ㆍSkin
ㆍLymph node
ㆍLungs
ㆍHypothalamic-pituitary/CNS
ㆍOther (thyroid, thymus, etc)
Multisystem ㆍWith risk organ involvement (MS-RO+)
(MS-LCH)
- Liver
- Spleen
- Hematopoietic system
a)
- (Lung)
ㆍWithout risk organ involvement (MS-RO-)
a)

No more considered as risk organ in LCH-IV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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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 of risk organ involvement
Risk organ

Definition

Hematopoietic involvement:
(with or without bone
marrow involvement)

At least 2 of the following:
ㆍAnemia: hemoglobin ＜10.0 g/dL, infants ＜9.0 g/dL, not due to other causes e.g. iron deficiency
ㆍLeukocytopenia: leukocytes ＜4,000/L
ㆍThrombocytopenia: platelets ＜100,000/L
ㆍEnlargement >2 cm below costal margin in the midclavicular line
ㆍEnlargement >3 cm below costal margin in the midclavicular line
and/or
ㆍDysfunction (i.e. hypoproteinemia ＜5.5 g/dL, hypoalbuminemia ＜2.5 g/dL, not due to other causes
and/or
ㆍHistopathological findings of active disease

Spleen involvement
Liver involvement

서는 MAP2K1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MAP2K1
과 BRAF 돌연변이가 상호 배타적으로 발생하여 LCH의 병태
생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도 ARAF, ERBB3
돌연변이가 각각 1개의 증례에서 보고되었다. BRAF, MAP2K1,

ARAF, ERBB3은 모두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를 활성화시키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경로와 관련되는 유전자로서, LCH의 발생의 최종 단
계는 ERK의 활성화임을 시사한다(Fig. 1).

치

료

LCH의 경과와 예후는 기관 침범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
하다. SS-LCH나 MS-RO- 환자의 경우의 사망률은 1-2% 미
Fig. 1. MAPK pathway mutations in LCH.

만이지만, MS-RO+ 환자의 사망률은 10-30%까지 보고된다
[8,17-21]. 따라서, LCH의 치료는 임상 증상 및 기관 침범의

쟁이 있어왔다. LCH가 반응성 질환임을 시사하는 증거는 다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음과 같다. LCH의 기원으로 추측되는 랑게르한스세포가 염증

일반적으로 단일 뼈병변의 경우에는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성 자극에 반응하여 증식하고 활성화되는 면역세포라는 점,

소파술(curettage)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경피적 생검 후

LCH 병변에 염증 반응이 관찰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 세포

국소 스테로이드 주입도 고려할 수 있다. Indomethacin과 같

의 현미경적 형태가 양성에 가깝고, 핵형이 대부분 정상이며,

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치료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반복 유전자 이상(recurrent genetic abnormal-

[22], 실제로 치료 또는 재발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단순

ities)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LCH가 자연 퇴화하는 경

히 통증 조절에만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단일

우도 드물지 않다는 점 등이다.

뼈병변인 경우에도 ‘중추신경계 위험병변’을 침범한 경우에는

그러나, 다수의 LCH 환자에서 암유전자인 BRAF에서 V600E

영구 후유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신적인 항암화학치

돌연변이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으로써, LCH가 단클론성의 신

료를 시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vinca alkaloids (vincristine,

생물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15]. 최근의 유전자 연

vinblastine)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병합요법이 사용된다.

구에 의하면 BRAF V600E 돌연변이 외에도 다양한 돌연변이

피부 병변의 경우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가 효과적이

가 보고되고 있다. 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whole exome se-

다. 다만, 영아의 경우에는 피부 병변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quencing을 시행한 Chakraborty 등의 연구에 의하면[16], BRAF

추후 다기관 침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은

가 정상인 환자 21명 중 7명(33%)에서 MAP2K1 돌연변이가

관찰이 요구된다.

발견되었으며, BRAF V600E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 20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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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리고 MS-LCH는 전신 항암화학치료가 필요하다. 일반

합 요법을 무작위 배정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etoposide를

적으로 vinca alkaloids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전신 항암화

추가한 경우에 유의한 성적의 차이가 없어, 치료관련 급성골

학치료의 기본 골격이 되며, 기관 침범의 정도와 연구 그룹의

수성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etoposide의 이득이 없다고

방침에 따라 methotrexate, 6-mercaptopurine (6-MP), etopo-

결론을 내렸다[25].

side, cytarabine,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등이 추가

LCH-III 연구는 MS-RO+, MS-RO-, 다발성 뼈병변 또는 특

된다. Etoposide의 경우에는 추가했을 때 이득이 뚜렷하지 않

수부위 침범군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26]. MS-RO+

고, 치료관련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

그룹에서는 vinblastine/prednisone/6-MP 병합 요법을 12개

근에는 추천되지 않는다.

월간 시행했으며, 여기에 무작위로 methotrexate를 추가했을

MS-LCH의 항암화학치료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본격

때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평가했는데, methotrexate

적으로 시작되었다. AIEOP-CNR-H.X ’83 연구는 이탈리아에

추가 시에 생존율의 이득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MS-RO-

서 시행된 다기관연구로, 예후양호군에 대해서는 치료 반응에

그룹에서는 vinblastine/prednisone을 6개월과 12개월로 무작

따라 vinblastine, doxorubicin, etoposide를 순차적으로 사용

위 배정하여 비교하였는데, 12개월 동안 치료했을 때 재발률

하였으며, 예후불량군에 대해서는 vincristine, prednisone,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뼈병변 또는

doxorubicin, cyclophosphamide의 병합 요법을 사용하였다.

특수부위 침범군에서는 재발률과 영구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예후양호군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적을 보였지만, 예후

vinblastine/prednisone을 6개월간 사용하였다.

불량군에서는 완전 반응을 보인 환자가 18.2%로 저조한 성적

2013년에 시작된 LCH-IV 연구에서는 연구범위가 확장되어

을 보고하였다[23]. DAL-HX-83/90 연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MS-LCH와 다발성뼈병변 외에도, 구제 요법, 조혈모세포이식,

등에서 시행된 다기관연구로, 다기관 침범 환자 및 다발성 뼈

신경퇴행성 LCH, SS-LCH의 자연 경과, 장기추적관찰 등 7개

병변 환자들에 대해서 vinblastine, prednisone, etoposide,

의 stratum으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Table 3).

6-MP 병합 요법을 사용하였다. DAL-HX 연구의 전체 생존율

Stratum I은 MS-LCH와 SS-LCH(다발성 뼈병변 또는 중추신경

은 81%, 재발률은 27%로 적극적인 병합 요법을 통해 재발률

계 위험병변)의 1차 치료에 관한 임상시험이다. MS-LCH에 대

을 낮출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9].

해서는 vinblastine/prednisone을 이용한 초기 치료 후에, vin-

LCH의 항암화학치료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blastine/prednisone 유지 요법의 기간을 12개월과 24개월로

Histiocyte Society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기관 임상시험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각각의 arm에 6-MP를 무작위 배정으로 추

1991년에 LCH-I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LCH-I 연구는

가하여 총 4개의 arm으로 나누어서 치료하게 된다. 유지 요법

MS-LCH 환자를 대상으로 vinblastine/steroid 병합 요법과

의 기간을 연장하고 6-MP를 추가했을 때 재발률을 줄일 수

etoposide/steroid 병합 요법을 무작위 배정으로 비교하였으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SS-LCH 환자에 대해서는

며, 두 군간에 유의한 성적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24].

vinblastine/prednisone 유지 요법의 기간을 6개월과 12개월

LCH-II 연구는 MS-LCH 환자를 대상으로, 위험기관 침범이

로 무작위 배정하여 치료한다. Stratum II는 저위험군 LCH의

없는 경우에는 vinblastine/prednisone/6-MP 병합 요법을 사

2차 치료에 관한 것으로, Stratum I에서 치료 받은 환자 중에

용하였고, 위험기관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vinblastine/pred-

서 1차 치료에 실패하거나 치료 완료 후에 재발하고 위험기관

nisone/6-MP 병합 요법과 여기에 etoposide를 추가한 4제 병

침범이 없는 저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Prednisone/cy-

Table 3. Overall treatment concept of LCH-IV trial
Stratum
I
II
III
IV
V
VI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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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First-line therapy for patients with MS-LCH (Group 1) and patients with SS-LCH (isolated CNS-risk or multifocal bone
lesions) (Group 2)
Second-line treatment for non-risk LCH
Salvage treatment for risk LCH
Reduced-intensity conditioning HSCT for risk LCH
Monitoring and treatment of isolated tumorous and neurodegenerative CNS-LCH
Natural history and management of “other” SS-LCH not eligible for stratum I group 2
Long-term follow-up

Vol. 22, No. 1, April 2015

Recent Updates in LCH

tarabine/vincristine을 이용한 초기 치료 후에 indomethacin

은 37-54%였다[26].

과 6-MP/methotrexate의 2개의 arm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치

국내의 후향적 보고에 의하면 SS-LCH 환자의 생존율은

료 효과를 비교할 계획이다. Stratum III는 고위험군 LCH의

99.8%, 재발률은 17.9%, MS-RO- 환자의 생존율은 98.4%, 재

구제요법에 관한 것으로, Stratum I에서 치료 실패한 환자 중

발률은 33.5%, MS-RO+의 환자의 생존율은 77.0%, 재발률은

에서 위험기관 침범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cla-

34.3%였다[8].

dribine (2-CdA)과 고용량 cytarabine의 병합요법을 사용한
다. Stratum IV는 고위험군 LCH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에 관

영구 후유증

한 것으로, alemtuzumab/fludarabine/melphalan를 병합한
저강도 전처치를 사용한다. Stratum V는 중추신경계의 종양

LCH와 관련된 합병증은 후기에 나타나는 경우보다 진단

성 병변과 신경퇴행성 LCH의 치료와 경과 추적에 관한 것으

시부터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

로, 중추신경계의 종양성 병변에 대해서는 2-CdA를 사용하고,

문에 ‘후기 합병증’이라는 용어보다는 ‘영구 후유증(permanent

신경퇴행성 LCH에 대해서는 cytarabine 또는 정주용 면역글

consequences)’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로불린을 사용한다. Stratum VI은 상술한 stratum에 포함되지

영구후유증은 대부분 질병 자체의 침습적인 성격에 의한 것으

않은 SS-LCH 환자에 대해서 경과 관찰 또는 국소 치료 후의

로, 조직의 파괴와 육아종성 섬유화 또는 교세포증(gliosis)으

자연 경과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Stratum VII은 영구 후유

로 인해 발생한다. 영구 후유증의 빈도는 보고에 따라 20-70%

증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로 차이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의 환자가 다양한 정

국내의 경우, 조직구증식증 연구회의 후향적 보고에 의하

도의 영구 후유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8,14,32,33].

면, 주로 Histiocyte Society의 LCH 연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Histiocyte Society의 연구에 의하면 MS-LCH 환자의 71%,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8]. 일부 기관에서는 prednisone/vin-

SS-LCH 환자의 24%에서 하나 이상의 영구 후유증이 발생했

blastine/methotrexate/cyclophosphamide (PVMC) 병합 요법

으며, 중추성 요붕증과 정형외과적 문제가 가장 흔한 문제였

으로 양호한 성적을 보고하기도 하였다[21].

다[14]. 다기관 침범 환자나 재발의 횟수가 많은 환자에서 영

불응성 환자의 구제요법으로는 2-CdA 단독[27] 또는, 고용
량 cytarabine과의 병합 요법[28], clofarabine 단독 요법[29] 등

구 후유증의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특히 주의 깊은 추적 관찰
이 필요하다.

이 시도되고 있다. 2-CdA와 고용량 cytarabine의 병합 요법은

SS-LCH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영구 후유증은 주

심한 골수억제가 동반되므로,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

로 골격과 관련된 정형외과적 문제인데, 대표적인 것이 편평

요하다. 최근에는 BRAF V600E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척추이며, 그 외에도 척추측만증, 치아 소실, 안면골 변형 등

BRAF inhibitor인 vemurafenib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추성 요붕증은 가장 흔하게 발생

보고가 있다[30].

하는 내분비적 합병증으로, 일반적으로 비가역적이며 거의 모

위험기관을 침범한 불응성 환자의 경우 동종 조혈모세포이

든 경우에 평생 바소프레신 투여가 필요하다. 요붕증은 진단

식을 고려할 수 있다. Steiner 등은 구제화학요법에도 불구하

시, 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 후 어느 시점에서도 발생할 수

고 위험기관에 활동성 질병이 지속되고 있는 환자 9명에 대해

있으므로 주의 깊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요붕증 발생의 위

서 저강도 전처치를 이용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여,

험인자로는 다기관 침범과 두개안면골 침범이 있다.

7명이 생존하는 양호한 결과를 보고하였다[31].

신경퇴행성 질환은 드물지만, 가장 심각한 영구 후유증이
다. 소뇌와 기저핵에 특징적인 MRI 이상 소견이 나타나며 소

예

후

뇌실조 증상이 특징적인데,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은 알려
져 있지 않다.

LCH의 예후와 관련된 두 가지 지표는 재발률과 생존율이
다. SS-LCH 또는 MR-RO- 환자는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결

론

적지 않은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게 된다. MS-RO+ 환자는 유
의하게 예후가 불량하며, 사망률은 10-30%까지 보고된다

LCH의 병인론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으나, 최

[8,17-21]. LCH-III 연구에서 MS-RO+ 환자의 생존율은 82-87%,

근 LCH의 병태생리와 관련된 유전적 이상에 대한 이해가 급

재발률은 25-29%, MS-RO- 환자의 생존율은 99-100%, 재발률

속히 발전하고 있다. LCH의 병태생리와 관련된 분자유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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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표적치료제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불응성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istiocyte Society의
다기관연구가 LCH의 항암화학치료법의 최적화에 많은 기여
를 하였으나, 재발률의 감소, 불응성 환자에 대한 새로운 치료

11.

법의 개발, 영구 후유증의 감소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
전향적 다기관 임상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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