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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Vocal process granulomas (VPGs) are benign lesions of the lar-
ynx, typically contact granulomas (CG) and intubation granulomas (IG). The two diseases are 
known to have different clinical manifestations despite having the same pathological fea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atment results for CG and IG and to obtain 
clinical information.
Materials and Method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diag-
nosed with VPG between January 2015 and December 2018. The patient’s age, sex, medical 
history, lesion size, lesion type, reflux finding score, response to treatment, duration of treat-
ment, and follow-up period were compared.
Results  In total, 32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of which 18 were CG and 14 were IG. 
In the CG group, males were dominant (n=15, 83.3%), whereas in the IG group, females were 
dominant (n=11, 78.6%) (p=0.0009). The response to medical treatment using proton pump 
inhibitor and steroid inhaler was better in the IG group (11/14, 78.6%) than in the CG group 
(7/18, 38.9%) (p=0.036). Of the 14 patients who did not respond to medical treatment, 5 re-
ceived botulium toxin injections, and all 5 had complete remission. The duration of medical 
treatment was significantly longer in the IG group (p=0.0029).
Conclusion  IG was more common in female, and CG was more dominant in male. IG had bet-
ter response to medical treatment using proton pump inhibitor and steroid inhaler than CG.

Keywords   Vocal cords; Larynx; Granuloma; Proton pump inhibitors; Botulinum toxins.

서      론

성대 육아종은 후두에 생기는 양성 병변으로서[1,2], 대표적으로 삽관성 육아종, 접촉

성 육아종이 있다. 두 질환의 병리학적 차이는 없으며 임상적으로 기도 삽관 후 발생하

는 경우를 삽관성 육아종, 과도한 성문 접촉에 의해 발행하는 경우를 접촉성 육아종이라

고 한다. 성대 육아종의 주요 발생 원인은 음성 남용, 기도 삽관, 위식도 역류, 만성 기침 

등이 있으며, 관련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3-6]. 

각각의 관련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효과를 복합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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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대 육아종을 유발할 수 있다[7,8]. 삽관성 육아종의 경

우 기도 삽관 시 발생할 수 있는 피열 연골 점막의 손상이나 

튜브 유지 중 압력 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요

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접촉성 육아종과 임상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대 육아종이 흔치 않은 질환이고, 표준화

된 치료법이 없어 치료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시

행되기 때문에 삽관성 육아종과 접촉성 육아종의 임상 양상

과 치료법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삽관

성 육아종과 접촉성 육아종에 대한 치료 결과 차이점을 비

교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대 육아종

으로 진단되어 치료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

록 분석을 통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과정은 기관 임상연

구윤리센터에서 허가를 받았다(GDIRB2019-352). 후두내시

경을 통해 피열연골의 성대돌기에 육아종이 발생한 경우를 

성대돌기 육아종으로 진단하였으며, 그 중 기도삽관 이후 발

생한 경우를 삽관성 육아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접촉성 

육아종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한 명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동일한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 과정이 진행되었으

며, 이러한 환자들 중 치료 종결로 기록된 환자들만을 포함하

였다. 진료기록을 통해 나이, 성별, 과거병력, 육아종의 크기, 

형태,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반응, 추적관찰기간 등을 조사

하였으며 접촉성 육아종과 삽관성 육아종을 비교하였다. 육

아종은 크기에 따라 소형(small, 장경이 성대의 넓이보다 작

은 경우), 중형(medium, 장경이 성대의 넓이보다 크고 성대 

넓이의 두 배 보다 작은 경우), 대형(large, 장경이 성대 넓이의 

두 배 보다 큰 경우)으로 분류하였으며(Fig. 1), 양상에 따라 

육아종성(granulomatous)과 궤양성(ulcerative)으로 분류하

였다. 역류관찰지수(reflux finding score)는 첫 내원시의 후

두내시경 사진으로 평가하였으며 한 명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한 명의 4년차 전공의에 의해 각각 두 차례 맹검으로 총 4회 

시행한 결과를 평균하였다[9].

연구 방법

환자의 치료 과정은 한 명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해 동

일한 치료 패턴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환자는 일차치료로서 

양성자펌프억제제와 경구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2개월간 사용

하였으며, 이러한 복합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이차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 한해 성대 내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하였다. 보툴리눔 독소는 BotoxⓇ (Clostridium botuli-

num toxin type A; Allergen Inc., Campbell, CA, USA)를 

비인두경으로 성대를 관찰하면서 갑상설골막을 통하여 갑상

피열근에 주사하였다. 육아종이 한쪽에 있는 경우는 동측에, 

양측인 경우에는 큰 쪽에 4 IU 주사하였다. 보툴리튬 독소치

료를 원치 않는 환자는 추가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 효과의 판정은 후두경 검사를 통해 육아종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완치’(complete remission, CR), 50% 이상의 뚜

렷한 크기 감소를 보였을 때 ‘명확한 호전’(marked improve-

ment, MI), 50% 이하의 감소를 보이거나 변화가 없을 때 ‘지

속’(stationary, ST), 크기가 증가하였을 때를 ‘진행’(progres-

sion, PG)으로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치’, ‘명확한 호전’ 

은 치료에 반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응’(responsible)

으로 기록하였으며 ‘지속’과 ‘진행’은 치료에 반응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반응’(irresponsible)으로 기록하였다. 

통계 분석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

성 육아종 군과 삽입성 육아종 군의 나이, 성별, 육아종 크기, 

육아종 양상, 역류관찰지수, 약물치료 기간, 약물치료 결과, 

최종치료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카이 제곱 검정 및 Mann-

Whitney 검사를 통해 두 군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p＜0.05

를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역류관찰지

Fig. 1. Classification of granuloma. A: Small size granuloma on left vocal process. B: Medium size granuloma on right vocal process. C: Large 
size granuloma on right vocal proces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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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두 명의 의사에 의해 각각 두 차례 시행된 결과의 평균

값으로 하였으며, 검사자 내부, 검사자간 관찰지수의 일치성과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Spearman 상관 계수 검사를 시행

하였다. 

결      과

환자 정보 분석 결과

연구 기간 중 총 61명의 환자가 성대 육아종으로 진단되었

으며, 접촉성 육아종은 37명, 삽관성 육아종은 24명이었다. 

이들 중 치료 종결 전 추적관찰이 중단된 28명과 결핵성으로 

진단된 1명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18명의 접촉

성 육아종 환자와 14명의 삽관성 육아종 환자가 연구에 포함

되었다(Table 1). 접촉성 육아종 군과 삽관성 육아종 군의 평

균나이는 각각 평균 53.9±12.5세, 평균 44.1±16.4세로 삽관

성 육아종 환자의 연령이 어렸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2089). 18명의 접촉성 육아종 군 중 남자는 15명(83.3%), 

여자는 3명(16.7%)이었으며 삽관성 육아종 군 중 남자는 3명 

(21.4%), 여자는 11명 (78.6%)이었다. 두 질환에 대한 성별 분

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9). 접촉성 육아종은 18

명 모두 일측성이었으며 삽관성 육아종은 14명 중 4 명은 일

측성, 1명은 후연합부에 발생하였으며 9명은 양측성 이었다.

크기로 분류하였을 때 접촉성 육아종 군은 소형이 8예, 중

형이 5예, 대형이 5예였으며, 삽관성 육아종 군은 소형이 5예, 

중형이 2예, 대형이 7예였다. 두 군에서 육아종의 크기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148). 육아종의 양상은 접촉성 육

아종 군에서 육아종성이 13예, 궤양성이 3예였으며, 삽관성 육

아종 군에서는 12예 모두 육아종성이었다. 두 군의 통계적 차

이는 없었다(p=0.2379). 역류관찰지수는 접촉성 육아종 군에

서 평균 9.4±2.2이었으며 삽관성 육아종 군에서 평균 8.1±

1.6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311). 각각의 검사자가 두 

차례 시행한 역류관찰지수의 Spearman 상관 계수는 각각 r= 

0.7629 (95% confidence interval, 0.5570-0.8825; p＜0.0001), 

r=0.593 (95% confidence interval, 0.2982-0.7845; p=0.0003)

로 두 차례의 독립된 검사가 양의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두 평가자 사이의 역류관찰지수의 Spearman 상관 계수 

r=0.6478 (95% confidence interval, 0.3722-0.8165; p＜ 

0.0001)로 뚜렷한 양의 선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료 결과

양성자펌프억제제와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이용한 약물치료

에서 접촉성 육아종 군 18명의 환자 중 7명(38.9%)에서 약물

치료에 반응을 보였다. 이 중 4명은 완치 되었으며, 3명은 명

확한 호전을 보였다. 11명은 무반응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0

명은 지속, 1명은 진행으로 관찰되었다. 삽관성 육아종 군의 

14명의 환자 중 11명(78.6%)에서 치료에 반응을 보였으며 11

명 모두 완치되었다. 3명은 무반응으로 나타났으며 3명 모두 

지속으로 관찰되었다. 약물치료 기간은 접촉성 육아종 군에

서 평균 3.31±1.7개월, 삽관성 육아종 군에서 2.0±0.8개월

로 접촉성 육아종 군에서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p=0.0029) 

(Table 2).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 중 동의를 얻은 5명의 환

자에서 성대 내 보톡스 주사가 시행되었다. 접촉성 육아종 군

에서 3명, 삽관성 육아종 군에서 2명의 환자에서 시행되었으

며 주사 이후 5명 모두 완치를 보였다(Fig. 2). 최종적으로 치료 

반응이 있는 환자는 접촉성 육아종 군에서 10명(10/18, 55.6%), 

삽관성 육아종 군에서 13명(13/14, 92.9%)을 보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443)(Fig. 3). 

고      찰

본 연구는 삽관성 육아종과 접촉성 육아종의 임상 양상과 

치료반응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임상적으로 

삽관성 육아종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이러

한 이유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후두와 얇은 점막층으로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with vocal process gran-
ulomas

Factors
Contact 
(n=18)

Intubation
(n=14)

p-value

Age (yr) 0.2089
Mean±SD 53.9±12.5 44.1±16.4
Median (range) 54 (27–72) 43 (21–72)

Sex 0.0009*
Male 15   3
Female   3 11

Granuloma size 0.5148
Small   8   5
Medium   5   2
Large   5   7

Granuloma type 0.2379
Granulomatous 13 12
Ulcerative   3   0

Voice abuse >0.999
Yes   6   0
No 12   0

Reflux finding score 0.1311
Mean±SD 9.4±2.2 8.1±1.6
Median (range) 8.5 (5.75–13.25) 7.75 (5–10.25)

*p<0.05 in chi-squared test.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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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삽관성 육아종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10].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성대 육아종의 1차 치료법으로 음성

치료와 양성자펌프억제제를 권장하였으며, 수술적 치료와 보

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도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3,9,11]. 삽

관성 육아종에 대한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치료방법으로 

항역류치료, 언어치료, 항염증치료, 스테로이드, 항생제, 황산

아연 및 수술적 치료 등이 모두 시행되고 있으며, 삽관성 육

아종과 접촉성 육아종의 치료 방법은 유사하다고 알려져 왔

다[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삽관성 육아종과 접촉

성 육아종 그룹 간의 복합적인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은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삽관성 육아종이 접촉성 육아종보다 양

성자펌프억제제 및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에

서 더 우수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식도 역류는 성대 육아종에서 중요한 원인 인자로 알려

져 있으며, 위산 역류로 인한 성대의 점막 손상을 억제하기 위

해 성대 육아종의 치료로 양성자펌프억제제 용법이 널리 사

용된다[7,8,12,13].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성대의 국소염증을 줄

일 수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삽관성 육아종이 

부데소나이드 흡입제 단독치료만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14]. 따라서, 양성자펌프억제제 및 스테로이드 흡입

제를 이용한 병용 치료는 두가지 다른 기전을 통해 성대 육아

종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에 근

거하여 Hillel 등[7]은 양성자펌프억제제와 스테로이드 흡입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300 mcg 1일 3회) 병용 치료로 성

대 육아종 환자군을 치료하였으며, 54명의 환자에서 62개의 

육아종 중 57개(69%)가 치유되었다고 보고했다. 54명의 환자 

중 19명(24%)에서 기도 삽관의 이력이 있었지만 삽관성 육아

종과 접촉성 육아종을 비교하는 별도의 분석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펌프억제제 및 스테로이드 흡입제 병

용 치료를 모든 성대 육아종 환자군의 초기 치료로 사용되었

으며, 병합치료의 효과는 삽관성 육아종(11/14, 78.6%)군과 

접촉성 육아종(7/18, 38.9%)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

다. 접촉성 육아종에 비하여 삽관성 육아종의 경우 물리적 자

극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였던 기도 내 삽관이 일시적이고, 원

인 인자가 치료 중 제거되었기 때문에 삽관성 육아종에서 더

욱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접촉성 육아종의 

경우 기도 삽관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으며, 음성 남용 등의 주요 요인이 통제되지 않고 치

료에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단점으로는 후향적인 연구로 약물치료 기간 및 

추적관찰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다만 치료 기간이 길

다고 해서 치료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앞서 언급한 Hillel 등[7]의 연구에서는 평균 11개월의 치료

기간(1개월 미만-48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을 진행하였는데, 

초기에는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성대 육아종이 1년 이상

의 치료 이후 감소한 것은 약물치료 이외의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Wang 등[15]의 연구에 따르면, 성대 육아종 환자 53명

이 특별한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진행하였을 때 평균 7.5개월 

만에 44명(81%)에서 완치되었다. 53명의 환자 중 삽관성 육아

종은 15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삽관성 육아종 환자군의 완

치 기간은 평균 6개월로 접촉성 육아종(평균 8.5개월)보다 유

의하게 짧았다. 즉, 장기간의 치료 기간 진행 시 약물치료에 의

한 효과인지, 자연적인 치유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삽관성 육아종의 경우 접촉성 육아종 환자군

보다 더 우수한 치료 반응과 짧은 치료 기간을 보였다. 이 데

이터를 이전 연구의 결과들과 통합해보면, 삽관성 육아종의 

경우 접촉성 육아종보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우수하므로 치

료율이 더 높고 치료 기간이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하며, 삽관

성 육아종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율이 접촉

성 육아종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sri 등[16]은 1995년 접촉성 육아종의 치료에 보툴리눔 

주사를 도입시켰으며, Damrose와 Damrose[17]는 경피적 보

툴리눔 독소 치료가 불응성 성대 육아종의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보툴리눔 독소 치료의 원리는 보

툴리눔 독소를 주입하여 일시적 성대 마비를 유발시킴으로써 

성문의 조임을 줄이고 육아종과 반대측 피열 연골과의 접촉

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Table 2. Treatment results of the patients with vocal process gran-
ulomas

Results
Contact 
(n=18)

Intubation
(n=14)

p-value

Medication result 0.0360*
Responsive (CR/MI) 7 (4/3) 11 (11/0)
Unresponsive (ST/PG) 11 (10/1) 3 (3/0)

Duration of medication (month) 0.0029†

Mean±SD 3.3±1.7 2.0±0.8
Median (range) 3 (2–9) 2 (1–3)

Cases of Botox injection 3 2
Final result of treatment 0.0443*

Responsive (CR/MI) 10 (7/3) 13 (13/0)
Unresponsive (ST/PG) 8 (7/1) 1 (1/0)

Follow-up period (month) 0.0259*
Mean±SD 4.5±2.5 2.9±1.8
Median (range) 4 (2–12) 2.5 (1–6)

*p<0.05 in chi-squared test; †p<0.05 in Mann–Whitney U test. CR, 
complete remission; MI, marked improvement; ST, stationary; PG, 
progressio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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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wenty one-year-old female patient who complained voice change after plastic surgery underwent botulinum toxin injection on right 
vocal fold via trans-cricothyroid membrane. A: Before botulinum toxin injection. B: Three months after botulinum toxin injection. 

A B

Responsive

CG IG

CR 4 11

MI 3    0

Total n=7, 38.9% n=11, 78.6%

Unresponsive

CG IG

ST 10 3

PG   1 0

Total n=11, 61.1% n=3, 21.4%

Final unresponsive

CG IG

ST 7 1

PG 1 0

Total n=8, 44.4% n=1, 7.1%

Final responsive

CG IG

CR 7 13

MI 3   0

Total n=10, 55.6% n=13, 92.9%

Eligibility for accessed
(n=61)

Exclusion (n=29)
  - Tuberculous granuloma (n=1)
  - Follow-up loss (n=28)

Botulium toxin injection
  - CG (n=3)
  - IG (n=2)
      : All CR

PPI and steroid inhaler
  - CG (n=18)
  - IG (n=14)

Fig. 3. Participants flow diagram with treatment result. PPI, proton pump inhibitor; CG, contact granuloma; IG, intubation granuloma; CR, com-
plete remission; MI, marked improvement; ST, stationary; PG,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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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환자 중 5명의 환자(삽관성 육아종 환자 2명, 접촉성 

육아종 환자 3명)는 보툴리눔 독소 치료 시행 후 완전히 완치

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성대 육아종에 대한 치료로 보툴

리눔 독소치료가 음성치료, 수술적 절제, 양성자펌프억제제 

및 스테로이드 흡입제와 같은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 되어왔다[9,18,19]. 그러나 보툴리눔 독

소 치료 이후 쉰 목소리나, 연하곤란의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진행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언어 변화 또는 연

하곤란의 정도와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합병증

은 환자의 사회적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적인 음성사용인에게 보툴리눔 독소치료를 기피하

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시작 전 모든 

환자들에게 보툴리눔 주사의 효과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 14명

(삽관성 육아종 환자 3명, 접촉성 육아종 환자 11명) 중 5명만

이 보툴리눔 독소 치료에 동의하였다. 보툴리눔 독소치료를 

거부한 9명의 환자 중 4명은 전문적인 음성사용인이기 때문

에 목소리가 악화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고, 5명은 육아종

에 의한 큰 불편함이 없어 보툴리눔 독소치료를 거부했다. 따

라서, 보툴리눔 독소치료는 접촉성 육아종의 치료제로 가장 효

과적인 치료법일 수 있으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며 약물 투여기간이나 추적관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삽관성 육아종과 접

촉성 육아종 그룹간의 치료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저 음성습관, 발성 시 기본 주파수 등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추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향적인 연구

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이번 연구는 성대돌기 육아종의 임상적 양상을 분석한 것

으로 삽관성 육아종은 여성에 호발하는 반면 접촉성 육아종

은 남성에 호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자펌프억제제와 스

테로이드 흡입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은 삽관성 

육아종이 접촉성 육아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성대 내 보툴리눔 독소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치료 효과와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선택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심 단어: 성대; 후두; 육아종; 양성자펌프억제제; 보툴리

눔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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