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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접촉성 육아종은 성문 후방 피열연골의 성대돌기(Vocal pro-
cess of arytenoid cartilage)에 발생하는 육아종 혹은 궤양

성 병변으로 주요 원인 인자로 음성 남용이나 기관 삽관, 위

산 역류 등이 있다.1,2) 접촉성 육아종의 치료 방법은 음성 치

료, proton pump inhibitor(PPI), 스테로이드 흡입법, 보툴리늄

톡신(Botulinum toxin) 주사법, 수술적 제거 등 다양하며 특

히 기관 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종의 경우 이러한 치료

에 반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1990년대 이후 접촉성 육아종의 초치료로서 약물 치료가 

수술적 치료에 비해 선호되기 시작하였고 PPI 제재와 스테로

이드 흡입 요법이 효과적인 내과적 치료로 인정받고 있다.5,6) 

실제 임상 진료에서 접촉성 육아종에 대한 치료로 PPI 제재

와 스테로이드 흡입 치료를 적용하고 있으나 PPI와 같은 경구 

복용제재와 달리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환자 순응도가 저하됨

을 경험한다. 흡입제의 사용방법이 어려운 점과 주로 천식 환

자들에게 쓰인다는 인식이 강한 점이 낮은 순응도의 주된 이

유이다. 흡입형 스테로이드 제재에 비해 비강 분무형 스테로

이드 제재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익숙하며 환자들도 사

용하기 어렵지 않아 순응도 또한 높다. 이에 저자들은 비강 분

무형 스테로이드 제재의 접촉성 육아종 치료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2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 육안 상 접촉성 육아종으로 진단된 환자 중 본

원에서 치료를 완료하고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하여 평가가 가

능하였던 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별한 치료 없이 병변의 

자연 소실이 가능한 삽관형 접촉성 육아종과 편평상피세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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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촉성 육아종으로 오인된 1례를 제외하였고 비강 스테로

이드 분무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내시경 소견 상 비강 

점막의 부종이 확인된 비염 환자 또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산 역류가 주요 원인인 만큼 인후두 역류(Laryngopha-
ryngeal reflux, LPR) 여부를 조사하였고 인후두 역류 소견은 

후두 내시경 소견 상 Belafsky 등7)이 제시한 Reflux finding 

score(RFS)를 기준으로 7점 이상 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치료 

방법 별로 PPI 제재를 단독 사용, PPI 제재와 비강 스테로이

드 분무 병용 요법,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 단독 요법, 내과적 치

료 없이 경과 관찰한 경우,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PPI 

제재는 24시간 당 1회, 20 mg 용량으로 3개월 간 복용하게 

하였고 비강 스테로이드 제재는 Mometasone Furoate 0.517 

mg/mL, 24시간 당 1회, 회당 비강 내 2회씩(1일 총 용량 0.2 

mg) 6주 간 분무하도록 하였다. 그 외 흡연력, 음주력 및 주

요 호소 증상을 조사하였고 치료 시작 후 6개월째 시점에서 

치료 효과 여부를 평가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 9.2(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피어슨 카이 제곱 검정, 일반선형모

델(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값의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

로 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 51명의 평균 연령은 47.4세(22~72)이었으며 성비

는 남성 27명(51.9%), 여성 25명(48.1%)으로 조사되었다. 병변

의 위치는 우측 31명(59.6%), 좌측 19명(36.5%), 양측 2명(3.9%)

이었다. 인후두 역류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는 15명(28.8%)으

로 이들의 RFS 평균값은 12.4였으며 인후두 역류를 동반하지 

않은 37명(71.2%)의 평균값은 3.0으로 나타났다. 외래로 내원

하였을 때 주로 호소한 증상으로 인후의 이물감(Globus sen-
sation) 26명(50%), 목소리 변성(Voice chane) 5명(9.6%), 기침 

25명(48.1%), 후비루 17명(32.7%), 연하곤란 5명(9.6%), 인후통 

12명(23.1%) 등이 있었으며 7명(13.5%)은 무증상으로 조사되

었다. 흡연력 상 흡연자 18명(34.6%), 현재 금연 중이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7명(13.5%), 5년 이상 금연자 3명(5.7%), 비흡

연자 24명(46.1%)으로 나타났고 음주력 상 주 1회 이상 음주

자는 13명(25%), 1달에 1회 정도의 음주를 한 경우 15명(28.8%), 

현재 금주자 6명(11.5%), 비음주자 18 (34.6%)명으로 조사되

었다(Table 1).

치료 에 따른 반응은 후두 내시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치료 

이전과 비교하여 크기가 감소하거나 병변이 소실되었을 때 효

과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치료 방법 상 PPI 제재를 단독 사용

한 환자는 총 24명(46.1%)으로 이 중 13명이 호전(54.2%), 5명 

(20.1%)에서 병변의 소실을 보여 18명(74.3%)이 치료에 반응하

였으며 6명(25.7%)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다. PPI 제재와 비

강 스테로이드 분무를 병용한 환자는 16명(30.1%)으로 이 중 7

명(43.75%)은 호전, 7명(43.75%)은 병변이 소실되어 14명(87.5%)

에서 치료에 반응을 보였고 반응이 없는 경우는 2명(12.5%)

이었다.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 단독 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8명

(15.4%)으로 4명(50%)에서 병변의 호전, 1명(12.5%)에서 병변 

소실을 보여 5명(62.5%)이 치료에 반응을 보였고 3명(37.5%)

은 치료에 반응이 없었다.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한 환자는 총 4명(7.7%)이었고 이 중 2명(50%)은 호전

되었으나 완전 소실된 환자는 없었으며 2명(50%)은 병변의 변

화가 없었다.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는 PPI 제재 단독 사용(p= 

0.03)과 PPI 제재와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 병용 요법(p＜0.01)

이 접촉성 육아종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성별, 연령, 흡연, 음주, 인후두 역류 여부, 치료 방법 등의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nrolled patients

Clinical features (n=52)

Age (years) 47.4 (22-72)

Sex
Male
Female

27 (51.9%)

25 (48.1%)

Location

Right
Left
Bilateral

31 (59.6%)

19 (36.5%)

2 (3.9%)

Laryngopharyngeal reflux
Yes (mean RFS)
No (mean RFS)

15 (12.4)

37 (3.0)

Smoking
Yes
Stop smoking ＜5 years
Stop smoking ＞5 years
No

18 (34.6%)

7 (13.5%)

3 (5.7%)

24 (46.1%)

Alcohol intake
＞1 per week
＞1 per month
Stop drinking
No

13 (25.0%)

15 (28.8%)

6 (11.5%)

18(34.6%)

Symptoms
Globus sensation
Voice change
Cough
Postnasal drip
Dysphagia
Sore throat
No

26 (50.0%)

5 (9.6%)

25 (48.1%)

17 (32.7%)

5 (9.6%)

12 (23.1%)

7 (13.5%)

RSF : Reflux finding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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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 중 변수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 흡연(p=0.08), 인후두 역류 유무(p=0.04), 치료

방법(p=0.03)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흡연의 경우 5년 이상 금연을 한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병변

이 호전될 확률이 0.46배, 5년 미만 금연한 경우는 0.98배, 흡

연자는 0.39배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

었다(p=0.18). 인후두 역류가 없는 환자가 역류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에 비해 1.59배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

는 PPI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

한 것에 비해 2.45배 높았으며 PPI와 비강 스테로이드를 병용

한 경우는 2.88배, 비강 스테로이드 단독 사용은 1.37배의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였다(p=0.02)(Table 3).

고      찰

접촉성 육아종은 해부학적으로 주변에 비해 돌출된 피열

연골에의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에서 발생하며 기관 

삽관, 후두경을 통한 후두미세수술 중 자극, 비위관 삽입, 음

성 남용, 만성 기침 등 물리적인 자극과 반복적인 위산 역류, 

후비루 등으로 인한 자극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며 

초치료로 성대의 과도한 물리적 자극을 억제하는 음성치료

와 PPI 제재 사용을 표준치료로 권장한다.8,9) 1990년대 이후 

스테로이드 흡입 치료가 접촉성 육아종에 효과가 있다는 보

고들이 제시되었고 현재는 PPI 제재와 더불어 효과적인 내과

적 치료제로 병용되고 있다. 음성치료와 내과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보툴리늄톡신 주사 요법 혹은 후두미세수

술로 병변을 절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10-14) 접촉성 육아종

의 치료는 앞서 언급한 순서에 의해 진행되지만 실제 임상 진

료에서 PPI 제재 치료를 제외한 스테로이드 흡입, 보튤리늄

톡신 주사, 수술치료는 적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스테

로이드 흡입제는 많은 환자들이 사용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여 순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도 스테로

이드 흡입제 처방에 대한 환자 순응도가 낮아 비강 분무형 스

테로이드 제재를 적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보툴리늄톡신 주

사는 인위적으로 성대마비를 일으켜 양측 피열연골 사이의 

접촉을 줄여줌으로써 병변이 회복되는 원리로, 치료 효과와 

별개로 회복 과정에서 애성(Hoarseness)이 심해지거나 흡인

의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부담이 된다. 본 

연구에서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13명 중 3명에서 보툴리늄

톡신 주사 요법을 시행하였고 이 중 1명은 일상 생활에 지장

이 있을 정도의 발성 장애가 약 6주 정도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수술적 절제는 병변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지만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내과

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보툴리늄톡신 주사를 거부하고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진 환자 7명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

였으나 5명이 수술을 거부하였다. 

스테로이드 흡입 요법은 1999년 Roh 등5)이 스테로이드 분

무 단독 치료로 12개월 후 95%에서 호전을 보인 결과를 발표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treatment modalities and outcomes

No. of patients
Outcome (%)

p value
Resolved Improved No interval change

Treatment modalities
PPI only 24 5 (20.1%) 13 (54.2%) 6 (25.7%) 0.03*
PPI+SPR 16 7 (43.7%) 7 (43.7%) 2 (12.5%) ＜0.01*
SPR only 8 1 (12.5%) 4 (50.0%) 3 (37.5%) 0.26
Observation 4 0 2 (50.0%) 2 (50.0%) 0.93
Total 52 13 (25.0%) 26 (50.0%) 13 (25.0%)

* ： p＜0.05, compared between improved group (resolved and improved) and no interval change group by Pearson chi square 
test. PPI : Proton pump inhibitor, SPR : Steroid nasal spray

Table 3. Logistic analysis of treatment outcome in patients with 
contact granuloma

Variable Odds ratio 95% CI p value

Smoking
No
Stop ＞5 years
Stop ＜5 years
Smoking

Ref
0.46
0.98
0.39

0.87-2.63
0.62-2.27
0.66-2.89

0.18

LPR
Yes
No

1
1.59 1.31-2.76 0.04*

Treatment modality
Observation
PPI only
PPI+SPR
SPR only

Ref
2.45
2.88
1.37

1.42-3.89
1.44-5.63
1.79-3.45

*

0.02*

* ： p＜0.05. PPI : Proton pump inhibitor, SPR : Nasal steroid spray,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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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Hillel 등15)은 기존 

치료 방법에 triamcinolone acetonide(300 μg 3 times a day) 

흡입 치료를 병행하여 69%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

였다. 기존의 스테로이드 흡입 치료의 대부분은 경구를 통한 

흡입으로 이루어졌고 저자들도 초기에는 경구 요법을 처방하

였으나 환자 순응도가 저하됨을 확인하고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로 변경하였다. 많은 환자들이 사용법의 어려움과 흡

입 시 인후두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점, 경구 흡입제는 천식 환

자들이 사용한다는 인식 등의 이유가 순응도 저하로 나타나

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비강 스테로이드 제재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널리 쓰이는 관계로 환자들에게 익숙하고 사용

법이 쉽다는 점이 높은 순응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나 

순응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구를 통한 스테로이드 흡입 치료는 충분한 

환자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흡입 

요법과 비강 요법간의 효과 비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스테로이드 치료제의 약물 약동학적 분

석, 후두까지 도달하는 스테로이드 양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가 필요하며 Randomized control study를 통한 치료법의 효

용성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 시 용량에 따른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용량 변화에 따른 효과 비교 분석

도 이루어지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접촉성 육아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 만

큼 치료 역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

해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 요법을 PPI에 병용 투여하였을 때 

접촉성 육아종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지적한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접촉

성 육아종 치료에 대한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 요법의 치료 효

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 : 접촉성 육아종ㆍ후두ㆍ비강 스테로이드 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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