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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 후의 장기 추적 결과 및 반흔 지수 

 목적: 다양한 유방줄임술의 수술방법들 중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은 수술 후 불충분한 혈액순환, 피판 괴사, 유두 감각 소실 및 비후 반흔 등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수술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는 유방의 정상적 기능을 보존하고 합병증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 기존의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을 개량시키고, 이를 신경 분포와 혈행 공급을 보존하며 철저한 피하 및 피부 봉합을 시행하면서 거대 유방증 환자에게 적용시킨 후 장기간 추적 관찰하여 그 기능적, 미용적 결과와 함께 수술 반흔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5 년 1 월부터 2010 년 12 월까지 Regnault1 grade III 또는 Freiberg & Boyd2 type II 의 진성 거대유방증 진단을 받은 환자 12 명(24 개의 유방)을 대상으로 개량된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을 정교하게 적용하였다. 모든 수술은 동일한 senior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되었고 술 전 유방의 크기, 술 전 환자의 나이, 체중, 키를 기록하고 이로부터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였고 유두의 위치, 제원, 부피 등을 기록하였다. 술 후 절제해낸 유방조직의 무게를 측정한 후 장기 추적 관찰하면서 초기 및 후기 합병증 발생 여부, 유방의 형태와 위치, 좌우 대칭성 등을 평가하였고 환자의 전체적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장기간 경과 후 병원을 다시 방문할 수 있었던 6 명의 환자에서 기존의 Vancouver Scar Scale 을 변형하여(modified VSS) 반흔의 발현정도를 1. 혈관분포정도(vascularity), 2. 색소침착정도(pi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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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성(pliability), 4. 반흔의 높이 또는 폭의 4 가지 척도에 따라 유륜 하방, 유방중앙의 수직 반흔, 유방하 주름선의 중앙쪽, 중간, 바깥쪽의 5 군데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이들 6 명의 환자에게는 유방엑스선 사진을 촬영하여 술 전 사진과 비교하였다. 결과: 12 명의 환자(24 개의 유방)의 평균 연령은 37.8±13.7 세, 평균 체질량지수(BMI) 25.4±3.5, 복장뼈패임(sternal notch)으로부터 젖꼭지까지의 거리(SN-Nipple) 30.2±3.6cm, 술 전 유방의 크기 1,123±319gm, 절제해낸 유방 조직의 양 516±244gm 이었고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47.0±21.5 개월이었다. 술 후 특별한 초기 및 후기 합병증은 없었으나 비후 반흔이 발생한 유방 1 례(4.2%)가 있었다. 술 후 유방 모양에 대한 만족도는 97±6%였고 환자의 전체적 만족도는 94±7%이었다. 12 명의 환자 중 장기간 경과 후 병원에 다시 내원할 수 있었던 6 명의 환자(12 개의 유방)에서 mVSS 를 이용해 계측한 반흔지수는 평균 0.7±0.4 로서 백분율로 환산해 정상 피부의 95%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였다. 이 중 반흔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점은 유방하 주름선의 중간과 중앙쪽이었다. 장기간 경과 후 촬영한 유방엑스선 사진들 모두에서 악성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 진성 거대유방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은 세심한 디자인과 함께 정상 신경분포와 혈행공급을 보존하고, 철저한 피하 및 피부 봉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정교하게 시행된다면 그 기능적, 미용적 결과가 탁월하고 유병율도 적은 이상적인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종양학적 측면에서도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화상 환자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Vancouver Scar Scale을 변형시킨 modified VSS는 일반 흉터나 미용 성형 수술 후의 흉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라 할 수 있겠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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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유방 줄임술 후 나타난 반흔 부위에 mVSS를 적용해 본 결과 정상 피부 상태의 평균 95%에 달하는 아주 미미한 반흔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 핵심되는 말 :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 술 후 반흔, modified Vancouver scar scale, 거대 유방, Regnault grade, keyhole patter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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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백 정 환 

 

 

 

I.I.I.I.    서론서론서론서론      거대유방증이나 지나치게 큰 유방에 대해 환자 자신이 신체적, 정서적 장애를 느끼면 이는 병적 상태가 된다. 대다수의 유방줄임술을 원하는 여성들은 미용적, 정서적인 문제보다 기능적인 불편감으로 인해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수많은 문헌들에 의해 유방줄임술로 증상이 있는 거대 유방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다.3~6  여러 종류의 유방줄임술 방법 중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은 안전하고 유방의 사분면(quadrant) 중 세 분에서 충분하고 자유로운 절제가 



5  

가능한 시술 방법이다. 그러나 장기적 합병증으로 지방 괴사, 유두의 감각 손상, 비후성 반흔과 비대칭 유방 등이 있다.3,7~9 약 50%의 환자에게서 지방괴사 소견과 22%의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문헌이 보고 된 바도 있다.3,4 미용적으로 상당한 장애를 나타낼 수 있는 술 후 반흔, 특히 inverted T 부위의 반흔이 약 4%에서 18%까지 나타났다는 보고도 발표된 바 있다.3,4~7 연구자는 유방의 정상적 기능을 보존하고 합병증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 기존의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을 개량시키고 이를 세심한 디자인과 함께 유두유륜의 신경분포와 혈행공급을 보존하면서 철저한 피하 및 피부 봉합을 통해 안전하고 정교하게 진성거대유방 환자에게 적용시킨 후 장기간 추적 관찰하여 그 기능적, 미용적 결과와 함께 수술 반흔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술 반흔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화상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Vancouver Scar Scale(VSS)을 변형하여 modified VSS(mVSS)를 고안하였다.  
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Regnault1 grade III 또는 Freiberg & Boyd2 type II의 진성거대유방증 진단을 받은 환자 12명(24개의 유방)을 대상으로 기존의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을 개량시키고 이를 세심한 디자인과 함께 유두유륜의 신경분포와 혈행공급을 보존하면서 철저한 피하 및 피부 봉합을 통해 안전하고 정교하게 적용하였다. 수술 결과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 모든 수술은 동일한 senior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술전 환자의 나이, 체중, 키를 기록하고 이로부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 체중(Kg)/키(m)2) 를 환산하였다. BMI<23은 정상, 23<BMI<25는 과체중, 25<BMI인 경우는 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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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술 전 복장뼈패임(sternal notch)으로부터 젖꼭지까지의 거리(SN-Nipple), 유방의 용적, 유방하 주름선(inframammary fold)으로부터 처져있는 유두까지의 수직거리, 유륜의 직경도 측정하였다. 12명의 환자 모두에서 술전 유방엑스선 사진을 촬영하여 비정상적 신생물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술 후 절제해낸 유방조직의 무게를 측정한 후 장기 추적 관찰하면서 초기 및 후기 합병증 발생 여부, 유방이 형태와 모양, 위치, 좌우 대칭성 등을 평가하였고 환자 자신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표 1. Modified Vancouver Scar Scale (mVSS) Index  

 2. 2. 2. 2. 반흔지수반흔지수반흔지수반흔지수    측정측정측정측정        장기간 경과후 수술반흔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에 화상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Vancouver Scar Scale(VSS)을 변형하여 modified VSS(mVSS)를 고안하였다. 이 mVSS에서는 반흔의 발현 정도를 1. 피부표면 혈관분포정도(vascularity), 2. 색소침착정도 

Scar Characteristics Score Description  

Vascularity 

0 Normal color   

1 Pink  

2 Red  

3 Purple  

Pigmentation 

0 Normal color  

1 Hypopigmentation  

2 Mixed type  

3 Hyperpigmentation  

Pliability 

0 Normal  

1 Supple 

2 Yielding 

3 Firm 

4 Banding  

5 Contracture 

Height or Width 

0 Normal: flat or fine linear  

1 <2mm  

2 2-5mm  

3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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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mentation), 3. 유연성(pliability), 4. 반흔의 높이 또는 폭(height or width)의 4가지 척도에 따라 유륜 하방, 유방 중앙의 수직 반흔, 유방하 주름선의 중앙쪽, 중간, 바깥쪽의 5군데에서 2명의 성형외과 의사가 육안적으로 판정하였다(표1, 그림1).  유방줄임술을 받은 12명의 환자 중 장기간 경과 후 다시 내원할 수 있었던 환자는 6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mVSS를 이용한 반흔지수를 계측하였고 좌우측 Medio-Lateral-Oblique(MLO), Cranio-Caudal(CC) view의 유방엑스선 사진을 찍어 술 전 사진과 비교하였다.  병원을 재방문하지 못한 6명에 대해서는 수술 후 3개월까지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전화 통화 또는 설문지를 통해서 유방의 모양에 대한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그림 1. Modified Vancouver Scar Scale (mVSS) 을 이용한 반흔 평가. 유륜 하방, 유방 중앙의 수직 반흔, 유방하 주름선의 중앙쪽, 중간, 바깥쪽의 5 군데에서 mVSS에 근거하여 2명의 성형외과 의사가 육안적으로 판정하고 이를 평균하여 측정치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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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수술수술수술수술    방법방법방법방법    연구자는 Ribeiro10, Robbins11, Courtiss와 Goldwyn12 그리고 Georgiade 등13에 의해 발표되고 변형되어온 하방줄기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환자가 기립한 상태에서 Wise14,15의 모형과 유사한 Duke keyhole 철사끈을 이용하여 절개선 표시를 하였고 봉합후 dog ear를 최소화 하기 위해 누운 자세에서 절개선을 조정하고 유방후 주름선이 될 전개선을 lazy-S 모양으로 조정하였다. 이 때에 새로운 유두유륜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빗장뼈 중앙점으로부터 유두를 잇는 수직선을 유방하 주름선까지 긋고 그 수직선상 위에 빗장뼈 패임으로부터 약 20 cm 되는 곳에 keyhole pattern의 윗쪽 변연이 놓이도록 하여 keyhole pattern을 도안한다. 유방 하수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유방줄임술 후 유방이 가벼워짐으로해서 더 많이 제 위치로 돌아오는 spring 효과를 감안, 빗장뼈패임으로부터 유륜 상연까지의 거리를 21~22cm로 정한다. 새로운 유륜의 직경은 약 4cm이 되게 도안한다. 유륜 밑의 수직 반흔으로 남게 될 keyhole pattern의 양쪽 limb 길이는 기존의 도안보다 1~2cm 더 길게, 즉 약 6~7cm로 도안하여 술 후 유방이 약간 처지게됨으로써 자연스러운 외형을 갖게 하고 유방하 주름살이 가려지게 도안한다.   하방 줄기의 폭은 약 7~10cm 으로 도안하고 그 기저부는 역 “V”자 모양이 되게 도안하여 내외측 유방피판 봉합시 긴장도를 줄일 수 있게 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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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새로운 유륜의 위치 결정과 하방줄기(inferior pedicle) 작성을 위한 디자인. (왼쪽) 새로 위치할 유륜 상연이 빗장뼈 패임으로부터 약 20cm에 놓이게 하고, (가운데, 오른쪽) keyhole pattern의 양쪽 limb 길이는 약 6cm되게 한다. 하방줄기의 폭은 약 7~10cm 되게 하고 하방줄기 박리시 신경분포와 혈행을 유지하기 위해 가슴근막을 반드시 하방줄기 바닥에 붙여 보존시켜야 한다.   이후 유륜 주위에 약 2cm 폭의 원주를 포함시켜 하방 줄기를 탈표피화(deepithelization)시키고 도안해 놓은 절개선에 따라 유방 외측, 상방, 내측 하방의 조직을 절제해 낸다. 이 때에 하방 줄기의 혈행과 신경분포를 보존하기 위해 하방 줄기로부터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향하게 유방조직절개가 이루어져야하고 하방줄기 피판 바닥에 대흉근막(pectoral fascia)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유두, 유륜에 분포하는 신경은 제 3, 4, 5, 6 anterolateral intercostal nerve와 제 3, 4, 5, anteromedial intercostal nerve이고 이들이 대흉근막을 뚫고 유두, 유륜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두 직하방에 있어서의 하방줄기 두께는 5cm, 하방줄기 기저부에 있어서는 10~12cm 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유방의 모양과 충만감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측 상부의 유방조직은 어느 정도 남겨 놓아야 한다.  양측 유방에서의 유방조직 절제 이후 절제해 낸 유방조직의 무게를 측정하고 임시적으로 stapler로서 유방을 봉합한 다음 환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 양측 유방의 대칭 여부를 관찰한 다음 필요하면 추가적인 절제를 시행한다.  Bovie와 bipolar coagulator로서 충분한 지혈을 시행하고 충분한 양의 생리 식염수로서 창상을 세척한다. 400cc HemoVac을 양측 겨드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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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좌우측 유방 밑에 각기 하나씩 삽입하고 이를 3-0 나일론 봉합사로 피부에 고정한다. 이 후 유륜을 keyhole pattern의 구멍(hole) 위치에 4-0 Vicryl 봉합사로서 정교하고 철저하게 피하 봉합하고 유륜 하방의 수직절개선도 같은 방법으로 피하 봉합한다. 다음에 중앙 측에 있는 유방하 주름선 밑의 피판을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잉여피부를 절제하고 바깥쪽의 유방하 주름선 밑 피판도 중앙쪽으로 당기면서 잉여 피부를 절제하여 같은 방법으로 철저한 피하 봉합을 시행한다. 유륜의 피부는 5-0 나일론 봉합사로, 그 외에 모든 피부 봉합은 4-0 나일론을 이용하여 층이 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봉합한다. (그림 3)            그림 3.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 디자인 및 시술 과정. (위, 왼쪽, 가운데) 새로 옮겨갈 유두유륜복합체의 상연이 빗장뼈 패임으로부터 약 20cm 위치에 놓이게 하고 하방줄기 탈표피화 후 유방 하부의 절개선을 lazy-S 모양으로 하여 피부 봉합 후의 dog-ear 형성을 예방한다. (위, 오른쪽) 하방줄기 기저부는 역”V”자 피판이 되도록 도안하여 봉합 시 긴장도를 줄인다. (아래, 왼쪽) 하방줄기를 들어올린 모습, 하방줄기 절개 시 유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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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약 2cm 폭의 조직을 남겨야 하고 절개선이 줄기로부터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향하게 하여야 한다. (아래, 가운데) 절제해 낸 조직들. (아래, 오른쪽) 수술 1달 후의 모습.  4. 4. 4. 4. 술술술술    후후후후    관리관리관리관리     HemoVac은 술 후 2-4일간 유지하였고 드레싱에는 거즈, 수술용 패드와 Fixmol sling을 이용하였다. 드레싱시 유륜복합체는 노출시켜 이 부위의 혈행장애 유무를 발생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sports brassiere를 2-3 주간 착용하도록 하였다.   
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제반제반제반제반    계측치계측치계측치계측치     12명(24개의 유방) 환자의 평균 연령은 37.8±13.7세, 평균 체질량지수(BMI) 25.4±3.5, 복장뼈패임으로부터 젖꼭지까지의 거리(SN-Nipple) 30.2±3.6 cm, 술전 유방의 크기는 1,123±319gm 였다.   유방하주름선으로부터 처져있는 유두까지의 수직거리(IMF-Nipple) 9.6±3.4cm, 유륜의 직경 66.5±18.3mm, 절제해낸 유방조직의 양 516±244gm 이었고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47.0±21.5 개월이었다.     2. 2. 2. 2. 술후술후술후술후    합병증합병증합병증합병증     술 후 창상 파열(dehiscence), 유두유륜괴사, 지방괴사, 감염, 장액종(seroma), 감각소실 등의 합병증은 병발치 않았으나 1예의 유방에서 비후 반흔이 발생, 2차적인 반흔 교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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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술술술술    후후후후    결과결과결과결과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술 후 유방모양에 대한 만족도는 97±6%였고 환자의 주관적인 전체 만족도는 94±7%이었다(표 2).  4. mVSS mVSS mVSS mVSS 반흔반흔반흔반흔    지수지수지수지수  12명의 환자 중 장기간 경과 후 병원에 다시 내원할 수 있었던 6명의 환자(12개의 유방)에서 mVSS를 이용해 계측한 반흔지수는 평균 0.7±0.4로서 백분율로 환산해 95%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 중 반흔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점은 유방하 주름선의 중간과 중앙쪽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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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술전 유방의 제원, 줄임 양, 술후 육안적 평가 결과 및 전체 만족도 
Case Age 

Height 

(cm) 

Wt 

(kg) 

Dura 

tion 

(Yr) 

BMI 

 
Preop Postop Pt's 

Overall 

Satisfac

tion 

Rt,  

Lt 

SN- 

Nipple 

(cm) 

Breast 

Vol 

(gm) 

Nipple-

IMF 

(cm) 

Areolar 

Diameter 

(mm) 

Reducti

on vol 

(gm) 

F/U(m) Shape 

11  16 159 73 4 28.9 
Rt 35.0  1,820 15.0  80  776600    6677  1100  99    

Lt 34.0  1,640 15.0  80  664400    6677  1100  99    

44  35 152 50 17 21.6 
Rt 26.0  975  12.0  40  332255    6622  1100  1100    

Lt 26.0  850  12.0  40  229900    6622  1100  1100    

55  43 158 68 20 27.2 
Rt 35.0  1,050 12.0  65  448800    6611  1100  1100    

Lt 35.5  1,150 11.0  70  559955    6611  1100  1100    

77  40 164 58 15 21.6 
Rt 27.5  1,010 10.5  60  338888    5533  88  88    

Lt 28.5  1,120 11.0  60  338800    5533  1100  99    

88  20 156 71 4 29.2 
Rt 30.5  1,150 13.5  50  660077    5522  1100  1100    

Lt 29.0  1,130 13.0  50  554455    5522  1100  99    

1111  39 160 55.3 18 21.6 
Rt 31.0  910  8.3  60  337766    66  99  99    

Lt 30.0  800  7.4  60  331166    66  99  99    

22  46 162 82 7 31.2 
Rt 37.0  1,700 11.5  80  11,,111100  6644  99  1100    

Lt 38.0  1,800 12.0  80  11,,113300  6644  1100  1100    

33  39 160 58 5 22.7 
Rt 29.0  1,210 6.3  80  558800    6622  1100  1100    

Lt 28.0  1,110 5.1  80  448800    6622  1100  1100    

66  47 155 52 25 21.6 
Rt 26.0  900  4.6  60  330000    6600  99  99  

Lt 27.0  950  5.8  60  335500    6600  88  99  

99  47 159 62 17 24.5 
Rt 29.0  740  7.1  50  337700    3377  1100  1100  

Lt 28.5  740  7.1  50  338800    3377  1100  1100  

1100  63 153 62 20 26.5 
Rt 27.5  880  3.9  60  224422    3366  1100  88    

Lt 28.0  875  4.5  60  225544    3366  1100  88    

1122  19 155 67 5 27.9 
Rt 29.5  1,250 10.2  110  776600    44  1100  1100    

Lt 29.5  1,200 11.0  110  771166    44  1100  99    

MMeeaann  37.8 157.8 63.2 13.1 25.4  30.2  1,123 9.6  66.5  515.6 47.0  9.7  9.4  

SD 13.7 3.6  9.4  7.6  3.5   3.6  318.5 3.4  18.3  243.7 21.5  0.6  0.7  

Postop Shape & Overall Satisfaction Scale. 10, Very Satisfied; 8, Satisfied; 6, Acceptable; 4, Dissatisfied; 2, Very 

Dissatisfied 



14  

              그림 4. 35세 여환의 수술 전(위)과 수술 후 5년(아래) 사진. 본 환자의 술전 유방 부피는 좌우 각각 975, 850gm이었고 Regnault grade III 와 Freiberg & Boyd type II 로 분류되었다. 유방의 윗쪽, 안쪽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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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40세 여환의 수술 전(위, 왼쪽) 과 수술 후 4년 5개월의 사진(위 오른쪽, 아래 왼쪽, 오른쪽). 술 전의 유방 크기는 좌우 모두 1,000gm 이상이었고 유방의 윗쪽, 안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을 시행하였다. 위 오른쪽과 아래쪽 사진들은 술 후 4년 5개월에 촬영한 사진으로 mVSS로 측정한 반흔지수는 거의 0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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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20세 여환의 수술 전(위)과 수술 후 4년 4개월(아래)의 사진. 술 전 유방의 크기는 좌우 모두 1,150gm 이었다. (아래) 좌우측 유방에서 각각 545, 607gm의 유방 조직을 절제하였고 술 후 4년 4개월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전체적인 외형과 환자 만족도가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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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방줄임술 후 각 유방 5군데에서의 mVSS를 이용한 반흔지수 평가 결과 
Case 

Rt, 
Lt 

Preop 
Breast 

Vol 
(gm) 

Reducti
on Vol 
(gm)  

F/U 
(m) 

Modified Vancouver Scar Scale 

Dr-1, 
Dr-2 

Areola
r 

⊥ 
Invert
ed T 

Media
l 

Middl
e 

Latera
l 

Mean 
of 5-

points 

11  

Rt 1,820  776600    6677  
DDrr--11  33  11  11  22  11  11..66  

DDrr--22  22  11  11  22  11  11..44  

Lt 1,640  664400    6677  
DDrr--11  11  00  11  33  11  11..22  

DDrr--22  11  00  22  33  11  11..44  

44  

Rt 975  332255    6622  
DDrr--11  11  00  11  11  00  00..66  

DDrr--22  00  00  11  11  11  00..66  

Lt 850  229900    6622  
DDrr--11  00  00  11  00  00  00..22  

DDrr--22  00  00  11  00  00  00..22  

55  

Rt 1,050  448800    6611  
DDrr--11  00  11  00  00  00  00..22  

DDrr--22  00  00  00  11  00  00..22  

Lt 1,150  559955    6611  
DDrr--11  00  11  00  00  00  00..22  

DDrr--22  00  00  00  11  00  00..22  

77  

Rt 1,010  338888    5533  
DDrr--11  00  00  11  11  11  00..66  

DDrr--22  00  00  11  00  11  00..44  

Lt 1,120  338800    5533  
DDrr--11  00  00  11  00  22  00..66  

DDrr--22  00  11  11  00  11  00..66  

88  

Rt 1,150  660077    5522  
DDrr--11  00  11  22  11  00  00..88  

DDrr--22  00  11  22  11  00  00..88  

Lt 1,130  554455    5522  
DDrr--11  00  11  22  00  11  00..88  

DDrr--22  00  11  22  00  11  00..88  

1111  

Rt 910  337766    66  
DDrr--11  11  11  00  11  11  00..88  

DDrr--22  11  11  00  11  11  00..88  

Lt 800  331166    66  
DDrr--11  00  11  11  22  11  11..00    

DDrr--22  00  11  11  22  11  11..00    

MMeeaann  

  

1,134  475  50  

 

0.4  0.5  1.0  1.0  0.7  0.7  

SS..DD..  304  152  21.3  0.8  0.5  0.7  1.0  0.6  0.4  

Modified Vancouver Scar Scale. Vascularity: 0, normal; 1, pink; 2, red; 3, purple. Pigmentation: 0, normal; 
1, hypopigmentation; 2, mixed; 3, hyperpigmentation. Pliability: 0, normal; 1, supple; 2, yielding; 3, firm; 4, 
ropes; 5, contracture. Height or Width: 0, flat or fine linear; 1, <2mm; 2, 2~5mm; 3, >5mm. Worst Total 
Scale : 14  

Worst Vancouver Scale in this data 1.0 represents [(14-1.0)/14] X 100 = 93% Satisfaction   

Mean Vancouver Scale 0.7 represents [(14-0.7)/14] X 100 = 95%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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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전 유방의 크기나 술 후 절제된 유방조직의 양과 유방의 모양, 환자의 전체적 만족도, mVSS로 측정한 반흔지수와의 상관관계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술 전 유방의 크기와 술 후 장기 경과 후의 반흔 지수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술 전 유방의 크기와 술 후 반흔지수와의 관계에서 큰 유방일수록 술 후 반흔이 더 눈에 뜨이는 경향을 보였다 (P=0.0155)(표 4).  표 4. 술 전 유방의 크기, 절제해 낸 유방의 양과 최종 모양, 만족도, 반흔 지수와의 상관 관계 

 술전 유방 크기와 절제해낸 유방의 양 각각을 수술 후 모양 (postoperative shape), 환자 자신의 전반적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다섯 지점의 mVSS 평균치와 통계적으로 상관 관계를 분석한 도표.  
**** 술전 유방 크기와 절제해낸 유방양을 연속형 변수로 하여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 술전 유방의 크기는 1,000gm 이상과 이하로, 절제해낸 유방의 양은 500gm 이상과 이하의 범주형 변수로 하여 Wilcoxon Two-Sample Test를 시행하였다. 모든 test는 SAS version 

p-value Shape Pt’s overall 

satisfaction 

mVSS 
mean of 5 points 

Breast Vol
*(gm) 0.4491 0.6471   0.0155

＊
 ≥1,000  vs  <1,000 

†
 0.2149 0.3484 1.0000 

Reduction Vol
*(gm) 0.4751 0.1350 0.0853 ≥500  vs  <500 

†
 0.1662 0.3731 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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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을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이용하였다.  5. 5. 5. 5. 종양발생종양발생종양발생종양발생    여부여부여부여부    추적추적추적추적    수술 전 모든 환자에게 유방엑스선사진촬영을 시행하여 종양 및 다른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장기간 경과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한 6명의 환자에서 유방엑스선사진을 시행하여 술 전과 비교하였다. 내외사측(Medio-Lateral Oblique, MLO)과 두미측(Cranio-Caudal, CC) 소견 모두에서 새로운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그림 7).         그림 7. 술 전과 술 후 장기간 추적 후의 유방엑스선사진 (Mammography). (왼쪽) 63세 여환(Case No. 10)의 술 전 양측 유방의 MLO view 엑스선사진. (오른쪽) 동일환자의 수술 후 42개월에 찍은 양측 유방 MLO view. 12명의 환자 모두에서 술전 유방은 비대하기는 하였지만 특별한 종양 소견은 없었고 술 후에 찍은 6명 모두의 유방엑스선사진에서도 종양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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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진피와 피하지방 조직에 유두와 유륜을 포함시켜 줄기(pedicle)를 들어올리는 하방줄기법은 Ribeiro10, Robbins11, Courtiss와 Goldwyn12, Giorgiade13, Reich17 등에 의해 발표되고 변형되어 왔고 이는 현재 유방줄임술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의 많은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거대유방의 내외측, 위쪽, 아래쪽 4군데 모두에서 유방조직을 절제해 낼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모든 크기의 유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커다란 정점이 있다. 하방 줄기만 박리되면 나머지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하방줄기를 통한 신경분포와 혈행 보존이 안정적인 수술 예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유두유륜복합체의 이전이나 크기 줄임이 용이하고 하방줄기 양 옆쪽에서 절제해 내는 유방조직의 양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좌우 유방의 대칭을 쉽게 맞출 수 있다.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술 후 비후성 반흔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유방 모양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8,19 이로 인해 반흔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직 절개법20~22과 장기추적결과 나타날 수 있는 “bottoming out”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suspension 기술이 고안되어 왔다.18,23~26  하방줄기법과 연관된 초기 합병증으로는 혈종, 출혈, 유두나 피판줄기 괴사, 피판피부괴사, 창상 열개 등이 있다.3,4,7~9 Mandrekas 등은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을 받은 317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합병증 발생률은 11.4%였고 이는 초기와 후기 합병증에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7 창상 열개가 4.6%로 초기 합병증 중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고 주로 유방 중앙의 수직절개선인 역 “T” 반흔 지점에서 발생하였다.7 Dabbah 등의 연구에서는 평균 855g의 유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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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 후 전체적 합병증 발생률 50%로서, 이 중 지방 괴사와 수술 부위 감염이 22%로 가장 흔히 나타났다고 하였다.4 다른 합병증으로는 혈종(2%), 창상 열개(10%), 유륜복합체의 감각소실(4%), 장액종(1%)이 있었고 1,000g 이상 유방 조직이 절제되었을 때 합병증이 더 흔하게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Cruz-Korchin 등은 randomized prospective study를 통해 하방줄기법과 수직줄기법 모두 합병증 발생률은 8%로 차이가 없었고 창상 열개가 4%로 가장 흔하며 감염, 장액종, 유륜 괴사, 혈종은 모두 1%의 발생률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9  하방줄기법의 후기 합병증으로는 지방 괴사, 유두 감각 소실, 비후성 반흔과 이차 교정술을 필요로 하는 좌우 유방 비대칭 등이 있다.27~29 유방중앙 수직절개선의 역”T”자 반흔상에서 눈에 띄는 현저한 반흔이 4~18%에서 발생하였고 지방괴사는 이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3,4,7 Jansen 등의 연구에서는 0.16%의 환자에서 상피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이는 Blansfield 등이 발표한 10%의 증식성 조직 변형 발생과 이 중 0.5%에서 발생한 in situ의 유소엽암(lobular carcinoma) 발생률과 대조적이다.27,28 수유 기능 소실은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을 받은 환자들의 약 30%의 환자에게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7  본 연구에서 전체 합병증 발생률은 4.2%로 Bolger(13.6%), Davis(50%), Dabbah(45%) 등의 연구보다 낮다.3,4,31 하지만 연구자의 경우 수술 대상 환자의 술전 유방 크기가 평균 1,130g으로서 Davis와 Dabbah 연구의 각 4,200g, 3,717g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Dabbah 등이 기술한 바와 같이 유방 조직의 절제량이 1,000g 이상으로 증가하면 합병증 발생률도 같이 증가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연구자가 비교 분석한 술 전 유방의 크기와 반흔 지수와의 상관 관계에서는 1,000g 이상의 큰 유방에서 술 후 더 눈에 띄는 반흔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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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보고에 의하면 유방줄임술 후 전체적인 만족도는 특히 하방줄기법을 사용할 경우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86-95%).3,4,9 Davis 등이 발표한 환자 만족도는 87%였고 Dabbah와 Seerletti가 발표한 보고는 각각 95%, 86%였다.3,4,30 Chao는 2002년 유방줄임술 후 55명의 환자에서 만족도와 기능적 결과를 분석하였고 96.1%의 환자의 수술 결과가 그들의 술 전 기대치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이 중 96%는 수술의 최종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6 본 연구에서와 같이 동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체적 만족도가 94%로 평가되었다.  유방줄임술 후 나타나는 반흔의 정도를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까지 보고된 바가 없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유방줄임술이나 미용성형술 이후의 반흔을 평가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던 중 Sullivan 등32에 의해 1990년 발표된 Vancouver Scar Scale(VSS)을 변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Vancouver Scar Scale의 평가 항목은 1. 피부혈관분포정도 (vascularity), 2. 색소침착 정도 (pigmentation), 3. 유연성 (pliability), 4. 반흔의 높이(height)를 포함한다. 연구자가 새로 고안한 modified VSS에는 반흔의 높이 뿐만 아니라 폭이 넓을 경우도 눈에 뜨이는 현저한 반흔이 되기 때문에 반흔의 폭(width) 항목을 추가하였다. 연구자가 고안한 mVSS에 의해 측정해 본 결과 유방하 주름의 중간과 안쪽 부분의 반흔이 가장 흔히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평균 mVSS index 중간 1.0±1.0, 안쪽 1.0±0.7 respectively). Mandrekas 등7은 중앙수직 절개선인 역 “T”자 반흔에서 창상 열개가 가장 흔히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창상 열개는 4.6%의 환자에서, 비후성 반흔은 3.3%에서 발생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자가 새로 고안한 mVSS 평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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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줄임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미용성형수술 이후 생성되는 반흔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하면서도, 이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전성 거대유방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를 의해 사용하는 하방줄기법 유방줄임술은 세심한 디자인과 함께 정상 신경분포와 혈행공급을 보존하고, 철저한 피하 및 피부 봉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정교하게 시행된다면 그 기능적, 미용적 결과가 탁월하고 유병율도 적은 이상적인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종양학적 측면에서도 안전한 수술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화상환자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Vancouver Scar Scale을 변형시킨 modified VSS는 일반 흉터나 미용성형수술 후의 흉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하고도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유방줄임술 후 나타난 반흔 부위에 mVSS를 적용해 본 결과 정상 피부상태의 평균 95%에 달하는 아주 미미한 반흔만이 나타나고 있었고 반흔은 유방하 주름선의 중간과 중앙쪽에 흔히 나타났다.  향후 더 많은 증례들을 대상으로 유방줄임술을 시행하고 mVSS를 이용해 반흔 정도를 추적한다면 유방줄임술 술기의 개량과 발전, 결과 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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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ng various reduction mammaplasty techniques, the inferior pedicle technique has become known as the most ideal surgical techniques for very large breasts in spite of risks such as insufficient circulation, flap necrosis, nipple sensation loss, and hypertrophic scarring. The author hereby report superior long term follow up results with minimal scarring and satisfactory scar scale analysis outcomes after application of a modified inferior pedicle reduction mammaplasty   This study was based on a retrograde analysis of 12 patients (24 breasts) who underwent inferior pedicle mammaplasty for reduction of true type macromastia (Regnault grade III or Freiberg & Boyd type II) from 2005 to 2010 at the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Preoperative volume of the giant breasts and reduction volumes, preoperative dimension and location, early and late complications, satisfaction rate of postoperative breast shape including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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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metry and nipple areloar complex (NAC) position were documented. The reduction mammaplasty was performed using a modified  inferior pedicle technique taking cautions to preserve blood supply and nerve innervation of the pedicle and nipple-areolar complex. During this procedure the upper medial breast tissues were preserved to maintain natural fullness of the medial chest. Also, secure subcutaneous and skin sutures were emphasized to get fine linear scars without wound dehiscence. Long term outcomes of breast shape and satisfaction rates were visually analyzed with 10 point scale scoring. To evaluate residual scars long term after inferior pedicle reduction mammaplasty, a modified Vancouver Scar Scale(mVSS) index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document the vascularity, pigmentation, pliability and height and width of the scars  at five points including the areola, vertical scars of inverted T-point, and medial, middle and lateral points of inframammary fold (IMF). Also,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mammographies were taken to evaluate development of new tumorous conditions. Mean age of the 12 patients was 37.8±13.7 years and average preoperative breast volume was 1,123±319grams. Average resection volume was 516±244 grams and average follow up period was 47±22 months. The postoperative shape of the reduced breast and patients’ overall satisfaction rates were average 97±6% and 94±7% respectively. There was no episode of wound dehiscence, areolar necrosis, fat necrosis, infection, seroma or hematoma. In only one breast (4.2%), revision was done because of hypertrophic scar.   Among total 12 patients only 6 patients were able to re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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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atient department longterm after reduction mammaplasty. Scar scale analysis and postoperative mammographies were done in these 6 patients(12 breasts). In another 6 patients who could not revisit OP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questionnaires and telephone calls based on early postoperative photographies. The average scar scale score measured at the 5 points was 0.7±0.4. Converting into percentage, it was (14-0.7)/14 x 100 = 95% satisfaction rate. The scars were more often appeared on middle and medial parts of the inframammary fold. There was no evidence of development of tumorous condition i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mammographies. Inferior pedicle mammaplasty combined with application of meticulous design and secure suture techniques would be an excellent and safe armamentarium for reduction of true type giant breasts. In this series of 24 breasts, no major complication occurred and the overall patient satisfaction rate was 94%. The modified VSS analysis is a versatile tool for evaluation of postoperative scars. In this study the  mVSS follow up after inferior pedicle reduction mammaplasty, overall satisfaction rate related to the operative scar was average 95%. The scars were noticeable mainly on medial and middle part of the IMF line.     ------------------------------------------------------Key words: inferior pedicle technique, reduction mammaplasty, postop scars, modified Vancouver scar scale, keyhole pattern, giant breast, Regnault gr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