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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 4형 새열낭종(Fourth branchial cleft cyst)은 1형, 2형에 

비해 드물게 발생하는 선천성 경부 낭종이다. 발생율이 낮고 

소아에서 호발하는 관계로 소아과에서 화농성 갑상선염이나 

경부 농양 등으로 진단되었다가 재발되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첫 증상 발현 후 진단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1,2) 

또한 그 과정에서 수 차례 경부 절개 및 배농(Incision and 

drainage, I&D)을 시행하기도 한다. 제 4형 새열낭종의 누공 경

로는 주변의 주요 혈관, 신경 등과 인접하여 복잡하게 얽혀 있

어 수술적 치료를 통한 완전 절제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완전 

절제를 하더라고 합병증을 유발한 가능성이 높아진다.3) 이러

한 수술적 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수술을 통한 완

전 절제보다는 현수후두경(Suspension laryngoscope)을 통

해 이상와 누공(Pyriform sinus fistula)을 확인하고 누공의 입

구를 폐쇄하는 수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다.4-6) 누

공의 폐쇄 방법은 크게 화학 소작술(Chemical cauterization)

과 전기 소작술(Electrocauterization)이 있으며 화학 소작술

은 주로 산성 물질인 Trichloroacetic acid(TCA)를 사용하여 

시행하며 전기 소작술은 전기 소작기(Bovie) 를 이용하여 이루

어진다. 화학 소작술의 장점은 누공 입구에 TCA를 점적하였

을 때 누공의 경로를 따라 약물이 이동하므로 단순히 누공 입

구를 폐쇄하는 방법보다는 효과적이다.7) 전기 소작술은 누공

의 경로를 따라 폐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화학 소작술에 비

해 누공 입구를 폐쇄하는 효과는 크다. 본 저자들은 제 4형 새

열낭종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치료로 화학 소작술과 전기 소작

술을 동시에 적용하였으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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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저자들의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제 4

형 새열낭종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이상와 누공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수후두경을 통해 화학 소작술 및 전기 소작술을 

동시에 시행 받은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양상, 진단 과

정, 재발 여부 등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10명의 환자 모두 전신마취 하에 현수후두경을 거치하여 

이상와 누공의 입구를 확인하고 30% TCA를 누공 입구의 크

기에 맞춘 cotton ball에 적셔 입구에 점적하였고 이후 Bovie 

를 이용하여 입구를 포함하여 주변 점막에 소작술을 가하여 

누공 입구를 폐쇄하였다(Fig. 1). 

술 후 1주일 이후부터 경부의 통증이나 종창 등의 제 4형 새

열낭종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여부 및 신체 검진 상 염증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고 굴곡형 후두내시경을 통해 이상와를 확인

하여 누공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 여부를 판단하였다.

결      과

10명의 환자의 평균 연령은 32.6세(5~73)였으며 성비는 남성 

7명, 여성 3명으로 나타났다. 누공의 방향은 좌측이 7명, 우측

이 3명이었고 증상 발현 시점은 10세 이전이 7명, 10~15세 2

명 그리고 45세에 발생한 경우가 1명으로 조사되었다. 본원 내

원 당시 주 증상은 경부의 종창 및 통증이 7명으로 가장 많았

고 2명은 I&D를 시행 받았던 부위에 발생한 인두-피부 누공

(Pharyngo-cutaneous fistula)을 통해 분비물이 나오는 양상

이었다. 1명은 좌측 인후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편도염 소

견이 없어 시행한 Computed tomography(CT) 상 제 4형 새열

낭종으로 진단되었다(Fig. 2). 10명 환자 모두 CT로 제 4형 새

Figure 1. Laryngoscopic findings. A : Internal opening of pyriform 
sinus cauterized by 30% trichloroacetic acid (TCA). B : Closure 
of internal opening by electrocauterization.

A

B
Figure 2. Abscess formation of Left fourth branchial cleft cyst 
around left thyroid (arrow) on computed tomographic scan. A : 
Coronal view. B : Axi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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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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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낭종을 진단 받았다. 일반적으로 제 4형 새열낭종은 좌측

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측에 발생하였던 9세 남

아는 식도조영술을 추가로 시행하여 누공을 확인하였다. 10명

의 환자 중 5명에서 1회 이상의 I&D 시행 병력이 있었고 증상 

발현 이후 최종적으로 진단되기 까지 소요된 시간은 1주에

서 70년까지 다양하였다. 내원 당시 염증이 심하지 않았던 1명

을 제외하고 9명에서 급성 염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

한 후 소작술 치료를 시행 받았다. 전신마취 하에 현수후두

경을 거치하여 이상와 누공 입구를 확인한 후 누공 경로를 협

착시키기 위해 30% TCA를 점적하였고 이후 전기 소작술을 

통해 누공 입구를 폐쇄하였다(Fig. 1).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36.1개월(3~63)이었으며 시술 후 1주째부터 첫 1년 간은 3개월 

간격으로, 그 이후에는 6~12개월 간격으로 경부의 통증, 인

후통, 연하곤란 등의 증상 유무, 신체검진 상 경부 종창 및 압

통 여부, 인두-피부 누공의 염증 유무, 굴곡형 내시경 상 이상

와 입구의 폐쇄 유무를 확인하여 재발의 여부를 판단하였고 

추적 관찰 기간 중 재발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Table 1).

고      찰

발생학적으로 태생 7주에 제 2~4 새열(Branchial cleft)과 

경부동이 폐쇄되지 않으면서 새기형(Branchial anomaly)이 

발생하는 되고 제 2 새열이 존재 기간이 가장 길고 깊게 위치

하여 새기형 중 가장 흔하며 제 3, 4 새기형은 1% 미만으로 매

우 드물다.8,9) 제 4형 새열낭종은 주로 좌측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제 4 인두낭(Fourth branchial pouch)

에서 기원하는 최종새체(Ultimobranchial body)의 우측 발달

결여가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10,11) 제 4형 새열낭종은 주

로 10세 미만의 소아에서 좌측 경부 종창이나 화농성 갑상

선염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후두내시경후두 관찰하였을 때 이

상와의 내공(Internal opening)을 동반한다.12) 따라서 후두

내시경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나 이비인후과가 아닌 다른 진

료과에서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이 늦어지거나 오인되는 경

우가 흔하여 재발성 경부 농양에 대한 치료를 반복하다가 이

비인후과로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원에서 분석한 10

명의 환자 중에서도 수십년에 걸쳐 진단이 되었으며 그 과정

에서 수 차례 I&D 를 비롯한 염증 치료를 반복하고 인두-피

부 누공이 발생한 후에야 진단이 된 증례도 있었다. 

4형 새열낭종은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위치 상 기관, 

후두, 대혈관 등 주요 장기와 인접한 관계로 염증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4

형 새열낭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완전 절제이다. 하지만 

대동맥궁(Aortic arch)의 후하방을 돌아 총경동맥(Common 

carotid artery)의 후방으로 올라가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 상부를 감아 아래로 진행하는 주행 경로 상 수술적 완

전 절제는 어렵거나 대혈관 출혈,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13,14)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이상와 

누공 입구를 폐쇄하는 소작술이 대두되었고 국내에서도 1990

년대 이후 TCA를 이용한 화학 소작술의 효과가 보고되면서 

현재 제 4형 새열낭종의 표준치료로 소작술이 활용되고 있다. 

소작술은 TCA를 이용한 화학 소작술, 전기소작기(Bovie)를 

이용한 전기 소작술, CO2 laser 등을 이용한 Laser 소작술 등

이 있으며 TCA는 액체 성분인 까닭에 이상와 누공 입구를 

통해 경로 전반적으로 화학 소작을 통한 누공 협착을 기대할 

수 있고 전기 소작이나 Laser 소작은 입구 폐쇄에 용이한 장점

이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소작술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화학

적 소작술과 전기 소작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문헌고

찰 상 화학 소작과 전기 소작을 동시에 시행하여 결과를 보

고한 연구가 없었던 바 비록 10명의 작은 환자군이지만 재발 

없이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Table 1. Clinical characterisitics of patients 

Patient 
number

Age
(year) Sex Location Chief complaint Interval time  

(symptom-diagnosis)
I&D 

history
Diasgnositc 

tool Recurrence Follow up 
(month)

1 5 M Left Neck swelling, pain 1 week No CT No 10

2 11 M Left Sore throat 2 days Yes CT No 13

3 29 M Right Neck swelling, pain 4 days Yes CT No 24

4 52 M Left P-C fistula 50 years Yes CT No 44

5 14 F Left Neck swelling 4 months Yes CT No 35

6 72 F Left Neck swelling, pain 70 years No CT No 62

7 9 M Right Neck swelling, pain 2 months No CT No 56

8 73 M Left P-C fistula 70 years Yes CT No 63

9 45 F Left Neck swelling, pain 2 weeks No CT No 51

10 16 M Right Neck swelling, pain 5 months No CT No 3
I&D : Incision and drainage, P-C : Pharyngo-Cutaneous, CT :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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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추후 환자수가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기존의 방법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Kim 등6)에 따르면 

TCA 소작 후 최소 9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

고하였으며 본 저자들도 소작술이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닌 

이유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재발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결      론

제 4형 새열낭종은 감별진단이 많고 드물어 진단이 용이하

지 않고 완전 절제를통한 치료가 힘들다. 경부 개방술을 통한 

완전 절제술은 대혈관이나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TCA를 통한 화학 소작이나 전기 소작을 통한 

치료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화학 소작술

과 전기 소작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단독 소작술보다 재

발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중심 단어 : 4형 새열낭종ㆍTrichloroacetic acidㆍ화학 소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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