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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entral Diabetes Insipidus in Head and Neck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A Single Cent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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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ediatrics,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Background: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LCH) frequently involves the head and neck
and increases the risk of central nervous system (CNS) involvement of LCH, such as
central diabetes insipidus (CDI), when the craniofacial bones are involved. We analyzed
risk factors and clinical features of CDI among patients with LCH involving the head
and neck.
Methods: From January 1, 2000 to May 1, 2018, 63 patients with histologically confirmed
LCH in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Ajou University Hospital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Results: Forty eight cases (76.2%) of patients had head and neck involvement, and 9
cases (14.3%) in craniofacial bones at the time of initial diagnosis of LCH. CDI was found
in 6 cases (9.5%) among all LCH patients, 6 cases (12.2%) among patients with head
and neck involvement, and 3 cases (33.3%) among patients with craniofacial bone
involvement. Three cases of CDI occurred at the time of initial LCH diagnosis, and another 3 cases occurred at the time of 2, 4, and 8 years after initial LCH diagnosis. Of the
6 CDI patients, 3 had CNS risk lesions and 3 had no CNS risk lesions, but all had multisystem involvement of LCH.
Conclusion: CDI can occur even in patients with head and neck LCH without CNS risk
lesions, if there are multisystem involvement of LCH. Patients with head and neck LCH
may develop CDI over time, so continuous observations should be done while considering the occurrence of 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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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검사에서 Birbeck 과립을 보이는 Langerhans-type 세

서

포의 클론성, 신생물성 증식 질환으로 정의된다(2008, WHO).

론

LCH는 뼈, 피부, 림프절, 폐, 간, 비장, 조혈계, 중추신경계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등 다양한 장기를 침범할 수 있고 임상적 경과는 침범하는

LCH)은 CD1a, CD207 (langerin), S-100 단백 양성이며, 전자

장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 종종 뼈, 피부, 림프절의 단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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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호한 예후를 보이지만,

준으로 두개내 연조직 침범여부와 상관없는 두개안면골(즉,

간, 비장, 골수와 같은 위험기관(Risk organ) 침범 LCH에서는

안와, 측두골, 유양돌기, 접형골, 관골, 사골, 상악골, 부비동,

극심한 진행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1].

두개와)로 정의하였다.

전체 LCH 중에서 두경부를 침범한 LCH는 약 70-80%를 차

Histiocyte Society의 LCH-IV 임상시험에서는 Stratum I 적

지하며, 두경부 LCH 중에서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응증에 해당하는 LCH환자를 그룹 1과 그룹 2로 구분하였다.

상당수 존재한다[2-5]. LCH의 중추신경계 침범 중에서는 중추

그룹 1은 다기관 침범 LCH (Multisystem LCH, MS-LCH) 환자

성요붕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그 빈도는 약 15-25% 정도로

가 포함되고, 그룹 2는 단일기관 침범 LCH (Single-system

보고된다[6-10]. 그러나 일반적으로 LCH에서 중추성요붕증은

LCH, SS-LCH) 환자 중 중추신경계 위험병변 환자와 다초점골

영구 후유증으로 다양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변(Multifocal bone lesions) 환자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LCH의 가장 심각한 영구 후유증인 신경퇴행성질환의 위험인

는 이와 같은 LCH 환자 구분을 적용하였다.

자가 되고 뇌하수체전엽호르몬결핍(Anterior pituitary hor-

통계분석으로 두경부 LCH에서 중추신경계 위험병변 침범

mone deficiency)이 뒤따를 수 있어 LCH의 조기 진단과 치료

에 따른 중추성요붕증 발생위험도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

를 통해 중추성요붕증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6,9,11-13].

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

LCH에서 요붕증 발생 위험인자는 두개안면병변(craniofacial

단하였다.

lesion) 침범이 대표적인데 이것에는 머리덮개뼈(calvaria)가
포함되지 않는다[10]. 본 연구의 저자들은 두개안면병변 침범
없이 중추성요붕증이 발생한 두경부 LCH 환자를 통해 LCH의
중추성요붕증 발생 위험인자를 재평가하고, 중추성요붕증 발
생빈도와 임상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결

과

1) 환자군의 특성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LCH 환자 63예의 진단 시 나이는 최
소 10일에서 최대 27년 0개월로 평균연령은 6년 3개월이었고,

대상 및 방법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18예(28.6%)였다. 성별분포는 총 63예
중 남자 35예, 여자 28예로 남녀 발생비는 1.25:1였고 남자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서 발생빈도가 높았다. LCH 진단 시 대상환자를 Histiocyte

소아청소년과에서 조직학적으로 랑게르한스세포가 증식되어

Society의 LCH-IV 임상시험과 같이 구분하면, 그룹 1은 14예

있으며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CD1a 또는 CD207 (langerin)

(22.2%), 그룹 2는 중추신경계 위험병변 2예, 다초점골병변

양성이 확인되어 LCH로 확진된 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4예로 총 6예(9.5%)였고, 그 외 SS-LCH는 43예(68.2%)이었다.

다. 진료기록지 분석을 통한 후향적 조사 방법으로 진단 시
나이, 성별, 임상양상, 요붕증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중

2) 두경부 LCH

추성요붕증을 보이는 증례에 대해서는 요붕증 발생시점, LCH

LCH 확진 환자 63예 중 진단 시 두경부 침범 LCH 환자는

침범부위, MRI 특징적 소견, 치료에 대한 반응, 다른 내분비적

48예로 LCH 전체 환자의 76.2%였다. 두경부 LCH 환자를

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LCH-IV 임상시험과 같이 구분하면 그룹 1 환자가 14예(29.2%),

LCH에서 중추신경계 침범 위험이 증가하는 병변에 대하여

그룹 2 환자가 6예(12.5%), 그 외의 SS-LCH 환자가 28예

Grois N. 등은 두개안면병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것

(58.3%)였고, 두경부 침범이 없는 LCH 환자 15예는 모두 그

은 두개내 연조직 침범(intracranial soft tissue extension)이

외의 SS-LCH이었다.

동반된 안와(orbit), 측두골(temporal bone), 유양돌기(mastoid),

LCH의 두경부 침범 양상을 보면 피부, 머리덮개뼈, 두개안

접형골(sphenoid), 관골(zygomatic bone), 사골(ethmoid bone),

면골, 하악골(mandible)을 주로 침범했고 그 외에 중추신경

상악골(maxilla), 부비동(paranasal sinuses), 두개와(cranial

계, 귀, 림프절, 눈 침범이 있었다. 두경부 LCH에서 중추신경

fossa)의 복합병변을 의미하며 LCH의 43%가 상기병변을 포함

계 위험병변인 두개안면골 침범은 9예로 18.8%였고, LCH-IV

한다고 보고하였다[10]. 그러나 Histiocyte Society는 다기관

에서 정의한 중추신경계 위험병변은 아니지만 머리덮개뼈 침

국제 임상연구인 LCH-III부터 현재 진행중인 LCH-IV까지 상

범은 흔하여 이를 하나라도 침범한 환자는 25예로 52.1%에

기 두개안면병변을 중추신경계 위험병변(CNS risk lesion)으

해당했다(Table 1).

로 지칭하였다. 본 연구는 중추신경계 위험병변을 LCH-IV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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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ad and neck manifestations of LCH
Location
Calvarium
Frontal bone
Parietal bone
Occipital bone
Craniofacial bone
Orbital bone
Temporal bone
Mastoid
Sphenoid
Zygomatic bone
Ethmoid
Maxilla
Paranasal sinuses
Cranial fossa
CNS
Pituitary gland
Other CNS
Ear
Eye
Oral
Skin
Lymphadenopathy

Table 2 Grouping of head and neck involved LCH extension

N

Percent of total

25
12
13
6
9
5
4
2
2
2
1
0
0
1
3
3
1
3
2
6
28
3

52.1
25.0
27.1
12.5
18.8
10.4
8.3
4.2
4.2
4.2
2.1
0
0
2.1
6.3
6.3
2.1
6.3
4.2
12.5
58.3
6.3

This table lists the number of patients for each manifestation
independently. Thus, patients are counted in multiple rows if
they had multiple locations of head.
LCH,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CNS, Central Nervous System.

Group 1 (MS-LCH)
Group 2 (SS-LCH)

CNS risk (＋)
CNS risk (−)
CNS risk lesion
MFB

Other SS-LCH
Total

N

CDI

7
7 (8)
2
4
28
48 (49)

3
2 (3)
0
0
0
5 (6)

In parentheses, number of patients included until reactivation.
One patient involved in head and neck and MS-LCH during
LCH reactivation.
LCH,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MS-LCH, Multisystem LCH;
SS-LCH, Single-system LCH; CNS, Central Nervous System;
CDI, Central Diabetes Insipidus; MFB, Multifocal bone lesion.

추성요붕증 발생시점은 3예가 초기 LCH 진단 시 발생했고,
또 다른 3예가 초기 LCH 진단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
했는데 각각 초기 LCH 진단 시로부터 2년, 4년, 8년 후 발생
하였다. 중추성요붕증 진단 시 중추신경계 위험병변의 침범이
있던 환자들에서는 안와골 3예, 측두골 및 접형골 각각 2예,
관골, 사골 침범이 각각 1예 있었다. 중추성요붕증 진단 시
중추신경계 위험병변의 침범이 없었던 3예에서 두경부 침범
은 두정골 1예, 전두골 1예였으며, 외이도협착으로 증상이 나
타난 귀 침범 1예가 있었다(Table 3).
중추성요붕증 환자 MRI 상에서는 3예에서 뇌하수체의 누

3) 중추성요붕증

두부경(Infundibular stalk) 비후를 보였고 2예에서 T1 강조영
상에서 뇌하수체 후엽의 밝은 신호(Hot signal)의 소실을 보였

전체 LCH 환자 63예 중 중추성요붕증 발생은 6예(9.5%)였

다. 누두부경의 비후를 보인 3예에서는 전신화학요법 및

고, 재활성화를 포함한 두경부 침범 LCH 환자 중에서 중추성

DDAVP (Desmopressin) 투여 후 추적 관찰한 MRI에서 상기

요붕증 발생도 6예(12.2%)로 중추성요붕증을 동반한 LCH 환

이상소견의 소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T1 강조영상에서 뇌

자는 모두 뇌하수체 이외 두경부 침범된 병변이 1개 이상이었

하수체 후엽의 밝은 신호의 소실 소견을 보인 2예에서는 치료

다. 두경부 침범 LCH 환자 중에서 중추성요붕증 발생은 중추

후 영상학적 호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먼저 기술한 3예의

신경계 위험병변 침범이 있는 환자 9예 중에서 3예로 33.3%

MRI상의 호전이 요붕증 증상의 호전을 의미하지는 않아 임상

에 해당했으며, 중추신경계 위험병변 침범이 없는 환자 40예

적으로 요붕증이 치료된 환자는 없었고 요붕증 환자 6예 모두

중에서는 3예로 7.5%에 해당했다. 또한 중추성요붕증은 다기

지속적으로 DDAVP 투여가 필요했다. 대상 환자의 추적관찰

관 침범 LCH 환자 15예 중 6예(40%)에서 발생했으나, 단일기

기간은 최소 4년 6개월에서 최고 16년 10개월까지로 중앙값

관 침범 LCH 환자 48예 중에는 없었다. 본 연구의 중추성요붕

은 8년 2개월이었다(Table 3).

증 환자 6예는 모두 다기관 침범 LCH에 속했고, 이 중 3예

그 밖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붕증 외 내분비적 문제로 저신

(50%)는 요붕증 발생 전 중추신경계 위험병변 침범이 있었으

장이 2예, 무월경이 1예, 저안드로겐증이 1예 있었고 증례 3은

나 나머지 3예는 중추신경계 위험병변 침범 없이 중추성요붕

병력상 요붕증과 저신장에 대한 평가 중 LCH가 진단된 사례

증이 발생했다(Table 2).

였다. 증례 2는 발달장애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중추성요붕증이 합병된 LCH 환자 6예를 살펴보면, LCH 진

뇌하수체 이외의 중추신경계 침범 소견이 있었다. 증례 6은

단 시 나이는 2년 4개월에서 24년 1개월이었고 중앙값은 3년

LCH 진단 당시에는 폐만 침범한 SS-LCH였으나 치료 중 LCH

8개월이었으며 성별분포는 남자 3예, 여자 3예로 같았다. 중

의 진행으로 피부와 림프절이 추가 침범되어 다기관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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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clinical details of 6 patients with LCH-induced CDI
Case Age
Clinical
Involvement
Gender
No. (yr)
classification
site
1

2.75

F

MS-LCH

MFB

2

3.8

M

MS-LCH

MFB, LN

3

5.7

F

MS-LCH

MFB

4

2.3

F

5

3.7

M

6

24.1

M

CNS risk

Non-CNS risk
in head and
neck

CDI diagnostic MRI findings
Other
time compared
at onset
endocrinologic
to LCH
of CDI
problem

Temporal, orbital, Mandible,
Simultasphenoid bone
frontal,
neously
parietal,
occipital bone
(−)
Parietal bone
Simultaneously

Temporal, orbital, Mandible,
Simultasphenoid,
frontal,
neously
zygomatic,
parietal,
ethmoid bone
occipital bone
MS-LCH
Eye, MFB
Orbital bone
Frontal bone
Posteriorly
(2 yr)
MS-LCH
Skin, MFB
(−)
Frontal bone
Posteriorly
(4 yr)
Other
Lung, skin,
(−)
Ear
Posteriorly
SS-LCH
LN, ear, oral
(8 yr)
→MS-LCH mucosa

Loss of hot
signal

Short stature,
amenorrhea

Thickened
stalk,
white-matter
lesions with
enhancement
No abnormal

None

Thickened
stalk
Loss of hot
signal
Thickened
stalk

None

Short stature

None
Hypoandrogenism

LCH,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MS-LCH, Multisystem LCH; SS-LCH, Single-system LCH; CNS, Central Nervous System; CDI,
Central Diabetes Insipidus; MFB, Multifocal bone lesion; LN, Lymph Node.

LCH가 되었고, 이후 두경부의 외이도 침범 후 중추성요붕증

LCH)는 64%에 해당했으며, 두경부 LCH 환자의 35.5-50%는

이 발생했고 요붕증 진단 3개월 후 저안드로겐증이 확인되었

단일 두경부 LCH로 이것은 두경부 병변으로부터 진단되는

다(Table 3).

LCH 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2,3,21]. Nicollas R. 등의
연구에서 두경부 LCH 환자 중 다기관 침범 LCH는 25%로 나

고

찰

타났다[2]. 본 연구결과에서도 두경부 LCH 환자 중 다기관 침
범 LCH는 29.2%였으나 두경부 침범이 없는 LCH 환자 중에서

LCH는 지속적인 면역 촉진의 결과로 CD1a 또는 CD207

다기관 침범 환자는 없었다.

양성의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s)의 조절되지 않는 증식 및

LCH의 중추신경계 침범은 흔하지는 않으나 발생한 후에는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단구 대식세포 시스템의 희귀한 클론성

영구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LCH의 중추신경계

질병이다[14]. LCH는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침범으로 가장 흔한 소견은 시상하부-뇌하수체 영역에 영향을

1-4세 사이의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고 소아에서 LCH 발생빈

미치는 것으로 이는 전체 LCH환자의 10-15%에 해당한다

도는 연간 100만명당 2-9명으로 보고되며 남아에서 빌생빈도

[5-7,10,22-24]. 두번째로 흔한 중추신경계 침범 소견은 신경퇴

가 1.2-1.4 정도로 여아보다 높다[15-19]. LCH는 뼈, 피부, 림

행성 LCH로 전체 LCH의 약 4%로 보고한 연구가 있다[24].

프절, 폐, 간, 비장, 조혈계,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장기를 침

LCH에서 중추성요붕증은 가장 흔한 중추신경계 침범소견이

범할 수 있고 다기관 침범시에는 단일기관 침범시보다 예후가

면서 다른 중추신경계 침범의 위험인자가 된다. 앞선 연구에

좋지 않다[20].

의하면 LCH로 인한 요붕증 환자의 60%에서 저신장, 성조숙

LCH는 약 69-82%정도에서 흔히 두경부를 침범하는 것으로

증, 사춘기지연, 갑상샘저하증, 무월경, 고프로락틴혈증 등의

보고되고 본 연구에서도 두경부 침범 LCH는 전체 LCH 환자

뇌하수체전엽호르몬부족이 발생했고, 중추성요붕증 진단 5년

의 76.2%로 상기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2-4]. 앞선

이상 경과 후 시행한 뇌 MRI 상 76%에서 뇌실질의 신경퇴행

연구에 따르면 일차적 두경부 LCH (Primary head and neck

성변화를 보였다고 한다[12,13,23]. 본 연구에서도 중추성요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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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진단과 동시에 저신장을 보인 경우가 2예 있었고, 중추성

요가 있다[1].

요붕증 진단 이후 무월경 및 저안드로겐증이 각각 1예 추가로

LCH 환자에서 중추성요붕증의 예후는 일반적으로 MRI상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뇌하수체 이외 중추신경계 침범은

호전이 있을지라도 증상은 어떤 치료로도 호전되기 어렵다고

1예에서 있었다. LCH의 중추성요붕증 환자를 지속적으로 추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요붕증 환자 6예 모두 LCH 치

적관찰 시 신경퇴행성질환의 발생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

료로 요붕증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DDAVP 투여가

로 중추성요붕증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MRI 추적 관찰이 필

필요했다[3,25].

요하다.

결론적으로, LCH에서 중추성요붕증은 LCH-IV에서 정의한

LCH에서 중추성요붕증 발생빈도는 최근 연구에서 15-25%

중추신경계 위험병변인 두개안면골을 침범할 경우 잘 생기며,

로 보고되었으나, 2014년 발표된 한국 다기관 연구에서는 8%

두개안면골을 침범하지 않은 두경부 LCH라도 다기관 침범

이며 본 연구에서도 9.5%로 한국에서 LCH 유발 요붕증의 발

LCH인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진행되었

병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6-10]. 그러나 한국 연구의 관찰기

으며 연구 대상의 수가 적은 제한점이 있어 보다 더 적절한

간이 외국의 앞선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으므로 결과해

평가를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CH에서 중추성요붕증의 발생시기에 대한 연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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