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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특성과 치료에 대한 분석 

 

비강 및 부비동의 양성 종양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며 주로 편측에 발생하기 때문에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강 및 부비동의 양성 종양의 

수술적 치료는 증상이 있거나 중대한 합병증이 있거나 혹은 

악성이 의심될 경우에 시행한다.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로서 전통적으로 외부 접근법(external approach), 

즉 비외접근법(extranasal approach)을 시행하였으나 

1990 년대부터 내시경을 이용한 비내접근법(intranasal 

approach)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비부비동 양성 종양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주변 

조직 파괴나 악성 변화 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유형, 성별, 진단 연령 및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을 분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90 년 1 월 1 일부터 2010 년 6 월 30 일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외래에 내원한 환자 중 조직병리검사상 비부비동 양성 종양으로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272 명으로 남자 195 명(71.7%), 여자 77 명(28.3%)이었다. 

비부비동 양성 종양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조직병리학적으로 분류하고 각 조직병리학적 양성 종양 환자의 

진단 연령, 성별, 치료 접근법, 추적 관찰 기간, 재발 여부, 

재발된 경우 1 차 치료부터 재발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였고 

반전성 유두종의 이전 10 년간과 이후 10 년간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유형은 대부분 반전성 유두종(inverted papilloma)이고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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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섬유종(angiofibroma)의 빈도가 높았다. 반전성 유두종에서 

성별과 재발률, 진단 연령과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고 혈관섬유종은 모두 남자에서 발생했고 진단 연령과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은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에서 모두 비내접근법이 

비외접근법보다 재발률이 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반전성 유두종의 이후 10 년간 비내접근법의 비율이 이전 

10 년간 비내접근법의 비율보다 증가했고 비내접근법과 

비외접근법 각각에서 이전 10 년간의 재발률과 이후 10 년간의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전성 

유두종에서 치료 접근법과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고, 반전성 유두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이 혈관섬유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보다 길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치료에서 비내접근법과 비외접근법을 

비교할 때 재발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앞으로 종양의 

위치, 병기 그리고 수술의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비외접근법 대신에 비내접근법을 시행할 수 있고 우수한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되는 말 : 비강, 부비동, 비신생물, 부비동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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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특성과 치료에 대한 분석 

 

 

<지도교수 김창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준희 

 

 

I. 서론 

 

비강 및 부비동에는 염증성 질환 및 종양 등 다양한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비강 및 부비동의 질환 중 염증성 질환은 주로 양측으로 

발생하지만 종양은 대부분 한쪽에서 발생한다.1 이러한 비강 및 

부비동의 종양은 전체 두경부 종양의 약 3%를 차지한다.2 이 중 비강 

및 부비동의 양성 종양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대부분 나타나며 또한 주로 편측에 발생하기 때문에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강 및 부비동의 양성 종양의 수술적 

치료는 증상이 있거나 중대한 합병증이 있거나 혹은 악성이 의심될 

경우에 시행한다.3 비부비동 양성 종양은 천천히 크기가 증가하고 

따라서 환자가 이에 적응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편측 비폐색이 대표적인 증상이다.3,4,5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문헌에 반전성 유두종(inverted papilloma), 비인두 혈관섬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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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opharyngeal angiofibroma), 혈관종(hemangioma), 섬유골성 

종괴(fibro-osseous mass)가 주로 보고되고 있다.3 비부비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양성 종양은 조직 기원에 따라서 표피성(epithelial), 

간엽성(mesenchymal), 골성(osseous)으로 분류할 수 있다.3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로서 전통적으로 외부 

접근법(external approach), 즉 비외접근법(extranasal approach)인 

외측비절개 접근법(lateral rhinotomy approach), 구순하 안면중심 

접근법(midfacial degloving approach), 골성형 피판 수술 

(osteoplastic flap operation) 등을 시행하였으나 1990 년대부터 

내시경을 이용한 비내접근법(intranasal approach)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비부비동 양성 종양은 드문 종양이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주변 조직 파괴를 유발할 수 있고 일부 악성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유형, 성별, 진단 연령 및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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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1990 년 1 월 1 일부터 2010 년 6 월 30 일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외래에 내원한 환자 중 조직병리검사상 비부비동 양성 종양으로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과적 증상으로 외래에 내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조직생검 혹은 수술적 절제를 시행해서 

비부비동 양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272 명이며, 이중 남자는 195 명(71.7%), 여자는 

77 명(28.3%)이었으며, 진단 연령은 4 세부터 82 세로 평균 

46.0 세였다. 추적 관찰 기간은 1 개월에서 25 년 1 개월까지로 평균 

3.6 년이었다. 

 

2.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부비동 양성 종양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조직병리학적으로 분류하고 각 조직병리학적 양성 종양 환자의 진단 

연령, 성별, 치료 접근법, 추적 관찰 기간, 재발 여부, 재발된 경우 

1 차 치료부터 재발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치료 접근법은 비부비동 내부로 접근하는 비내접근법과 외부에 

절개를 가하는 비외접근법으로 분류하였는데 비내접근법에는 육안적, 

현미경적 또는 내시경적 접근법, 레이저 기화법(laser vaporization) 

그리고 비내접근법에 의한 변형된 Denker 수술(modified Denker’s 

operation) 등이 해당되었고 비외접근법에는 외측비절개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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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하 안면중심 접근법, Caldwell-Luc 수술(Caldwell-Luc 

operation), 골성형 피판 수술, 상악골 회전 접근법(maxillary swing 

approach), Weber-Fergusson 절개 접근법(Weber-Fergusson 

incision approach), 경비주 접근법(transcolumellar approach) 등이 

해당되었다. 혈관섬유종에서 구강내접근법(intraoral approach)을 

시행한 경우는 비내접근법과 같이 분류하였고 혈관섬유종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별도로 분류하였다. 

반전성 유두종의 이전 10년간과 이후 10년간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비교 분석에서는 연구 대상 기간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이전 10 년과 이후 10 년으로 군을 나누었고 각 군 이후의 시기에 

재발된 경우는 중도절단(censoring) 해서 재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계학적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program version 18.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분류와 

재발률,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그리고 

반전성 유두종의 이전 10 년과 이후 10 년간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비교 분석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재발한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에서는 Mann-Whitney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시행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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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분류와 재발률 

 

 연구 기간 동안 조직병리학적으로 비부비동 양성 종양으로 진단 

받은 환자 272 명 중 211 명(77.6%)이 표피성 종양이었고 

57 명(21.0%)이 간엽성 종양이었으며 4 명(1.5%)이 골성 종양이었다. 

조직병리학적으로 반전성 유두종이 192 명(70.6%)으로 가장 많은 

유형의 양성 종양이었다. 

반전성 유두종 외에 조직병리학적 유형의 빈도는 혈관섬유종, 

소엽성 모세혈관종(lobular capillary hemangioma), 신경초종 

(schwannoma)의 순이었다. 반전성 유두종, 혈관섬유종, 소엽성 

모세혈관종 외 기타 유형의 양성 종양의 수는 10 개 미만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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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의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유형 

조직병리 

환자 수 
재발한 환자 수 

(재발률(%)) 

남자 여자 
전체 

(%1) 
남자 여자 전체 

표피성 종양 
      

 반전성 유두종 142 50 
192 

(70.6) 

43 

(30.3) 

20 

(40.0) 

63 

(32.8) 

 종양성(원주형) schneiderian  

 유두종 
2 2 

4 

(1.5) 

0 

(0.0) 

1 

(50.0) 

1 

(25.0) 

 외장성(균상형) schneiderian  

 유두종 
1 2 

3 

(1.1) 

0 

(0.0) 

0 

(0.0) 

0 

(0.0) 

 편평세포 유두종 6 1 
7 

(2.6) 

0 

(0.0) 

0 

(0.0) 

0 

(0.0) 

 원주세포 유두종 0 1 
1 

(0.4) 

0 

(-) 

0 

(0.0) 

0 

(0.0) 

 다형성 선종 2 2 
4 

(1.5) 

0 

(0.0) 

0 

(0.0) 

0 

(0.0) 

표피성 종양 전체 153 58 
211 

(77.6) 

43 

(28.1) 

21 

(36.2) 

64 

(30.3) 

간엽성 종양 
      

 혈관섬유종 27 0 
27 

(9.9) 

9 

(33.3) 

0 

(-) 

9 

(33.3) 

 소엽성 모세혈관종 1 10 
11 

(4.0) 

0 

(0.0) 

0 

(0.0) 

0 

(0.0) 

 혈관종 3 0 
3 

(1.1) 

0 

(0.0) 

0 

(-) 

0 

(0.0) 

 혈관평활근종 1 1 
2 

(0.7) 

0 

(0.0) 

0 

(0.0) 

0 

(0.0) 

 기질화 혈종 3 1 
4 

(1.5) 

0 

(0.0) 

0 

(0.0) 

0 

(0.0) 

 신경초종 4 4 
8 

(2.9) 

0 

(0.0) 

0 

(0.0) 

0 

(0.0) 

 신경섬유종 1 0 
1 

(0.4) 

0 

(0.0) 

0 

(-) 

0 

(0.0) 

 고립성 섬유성 종양 0 1 
1 

(0.4) 

0 

(-) 

0 

(0.0) 

0 

(0.0) 

간엽성 종양 전체 40 17 
57 

(21.0) 

9 

(22.5) 

0 

(0.0) 

9 

(15.8) 

골성 종양 
      

 골종 0 1 
1 

(0.4) 

0 

(-) 

0 

(0.0) 

0 

(0.0) 

 골화성 섬유종 2 1 
3 

(1.1) 

2 

(100.0) 

1 

(100.0) 

3 

(100.0) 

골성 종양 전체 2 2 
4 

(1.5) 

2 

(100.0) 

1 

(50.0) 

3 

(75.0) 

전체 195 77 
272 

(100.0) 

54 

(27.7) 

22 

(28.6) 

76 

(27.9) 

1 전체 양성 종양에 대한 각 조직병리학적 유형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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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분류에 따른 재발률을 살펴보면 

표피성 종양은 211 명 중 64 명에서 재발해서 30.3%의 재발률을 

보였고 간엽성 종양은 57 명 중 9 명에서 재발해서 15.8%의 재발률을 

보였으며 골성 종양은 4 명 중 3 명에서 재발해서 75.0%의 재발률을 

보였다. 

표피성 종양에서는 반전성 유두종이 192 명 중 63 명에서 재발해서 

32.8%의 재발률을 보였고 간엽성 종양에서는 혈관섬유종이 27 명 중 

9 명에서 재발해서 33.3%의 재발률을 보였다. 골성 종양에서는 

골화성 섬유종(ossifying fibroma)이 3 명 중 3 명 모두에서 재발해서 

100%의 재발률을 보였다. 

 

가. 성별에 따른 재발률 

 

(1)  반전성 유두종의 성별에 따른 재발률 

본 연구에서 비부비동 양성 종양 중 반전성 유두종에서 남자는 

142 명 중 43 명이 재발해서 30.3%의 재발률을 보였고 여자는 50 명 

중 20 명이 재발해서 40.0%의 재발률을 보였으며 성별과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210)(표 2). 

 

표 2. 반전성 유두종의 성별에 따른 재발률 

성별 재발하지 않음 재발함 (재발률(%)) 

남자 (n=142) 99 43 (30.3) 

여자 (n=50) 30 20 (40.0) 

전체 (n=192) 129 63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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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양성 종양의 성별에 따른 재발률 

외장성(균상형) schneiderian 유두종(exophytic(fungiform) 

schneiderian papilloma) 3 명(남자 1 명, 여자 2 명), 편평세포 

유두종(squamous cell papilloma) 7 명(남자 6 명, 여자 1 명), 원주세포 

유두종(columnar cell papilloma) 1 명(여자 1 명), 다형성 

선종(pleomorphic adenoma) 4 명(남자 2 명, 여자 2 명), 소엽성 

모세혈관종 11 명(남자 1 명, 여자 10 명), 혈관종(hemangioma) 

3 명(남자 3 명), 혈관 평활근종(vascular leiomyoma) 2 명(남자 1 명, 

여자 1 명), 기질화 혈종(organizing hematoma) 4 명(남자 3 명, 여자 

1 명), 신경초종 8 명(남자 4 명, 여자 4명), 신경섬유종(neurofibroma) 

1 명(남자 1 명), 고립성 섬유성 종양(solitary fibrous tumor) 1 명(여자 

1 명), 골종(osteoma) 1 명(여자 1 명) 중에는 재발한 경우가 없었다. 

재발한 경우에서 종양성(원주형) schneiderian 유두종 

(oncocytic(cylindrical) schneiderian papilloma)은 4 명(남자 2 명, 

여자 2 명) 중 여자 1 명이 재발해서 25.0%의 재발률을 보였고, 

혈관섬유종은 27 명 모두 남자였으며 9 명이 재발해서 33.3%의 

재발률을 보였고, 골화성 섬유종(ossifying fibroma)은 3 명(남자 2 명, 

여자 1 명) 중 3 명 모두가 재발해서 100%의 재발률을 보였다(표 1). 

 

나. 진단 연령에 따른 재발률 

 

(1) 반전성 유두종의 진단 연령에 따른 재발률 

연구 대상 기간의 반전성 유두종 환자 192 명의 진단 연령은 

11 세에서 82 세였고 평균 50.6 세였다. 진단 연령과 재발률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121)(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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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반전성 유두종의 진단 연령에 따른 재발률 

진단 

연령 

(년) 

환자 수 
재발한 환자 수 

(재발률(%))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20 3 1 4 
1 

(33.3) 

0 

(0.0) 

1 

(25.0) 

21~40 29 6 35 
10 

(34.5) 

3 

(50.0) 

13 

(37.1) 

41~60 79 33 112 
24 

(30.4) 

15 

(45.5) 

39 

(34.8) 

61~ 31 10 41 
8 

(25.8) 

2 

(20.0) 

10 

(24.4) 

전체 142 50 192 
43 

(30.3) 

20 

(40.0) 

63 

(32.8) 

 

(2)혈관섬유종의 진단 연령에 따른 재발률 

연구 대상 기간의 혈관섬유종 환자 27 명은 모두 남자였으며 진단 

연령은 7 세에서 56 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2.9 세였다(표 4). 

 

표 4. 혈관섬유종의 진단 연령에 따른 재발률 

진단 연령(년) 환자 수 1 재발한 환자 수 (재발률(%)) 

   ~20 19 9 (47.4) 

21~40 4 0 (0.0) 

41~ 4 0 (0.0) 

전체 27 9 (33.3) 
1 혈관섬유종 모든 환자는 남자임. 

 

20 세 이전에 혈관섬유종을 진단받은 경우 재발률이 47.4%였고 그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재발한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혈관섬유종에서 진단 연령과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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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양성 종양의 진단 연령에 따른 재발률 

종양성(원주형) schneiderian 유두종에서는 4 명 중 1 명이 

재발하였는데 4 명의 평균 진단 연령은 59.3 세고 재발된 환자의 진단 

연령은 58 세였다. 골화성 섬유종에서는 3 명 중 3 명 모두가 

재발하였는데 3 명의 평균 진단 연령은 8.0 세였다(표 5). 

 

표 5. 기타 양성 종양 1 의 진단 연령에 따른 재발률 

진단 연령(년) 환자 수 재발한 환자 수 (재발률(%)) 

   ~20 9 3 (33.3) 

21~40 16 0 (0.0) 

41~60 20 1 (5.0) 

61~ 8 0 (0.0) 

전체 53 4 (7.5) 

1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을 제외한 비부비동 양성 종양임. 

 

2.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가. 반전성 유두종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반전성 유두종 192 명 중 비내접근법은 156 명(81.3%)이었고 

비외접근법은 36 명(18.8%)이었다. 비내접근법에서는 156 명 중 

56 명에서 재발해서 재발률이 35.9%였고 비외접근법에서는 36 명 중 

7 명에서 재발해서 재발률이 19.4%였다. 비내접근법의 재발률이 

비외접근법의 재발률보다 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63)(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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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반전성 유두종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치료 접근법 

환자 수 
재발한 환자 수 

(재발률(%))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비내접근법 1 111 45 156 
36 

(32.4) 

20 

(44.4) 

56 

(35.9) 

비외접근법 
      

외측비절개 

접근법 
15 2 17 

3 

(20.0) 

0 

(0.0) 

3 

(17.6) 

구순하 안면중심 

접근법 
12 3 15 

2 

(16.7) 

0 

(0.0) 

2 

(13.3) 

Caldwell-Luc 

수술 
2 0 2 

1 

(50.0) 

0 

(-) 

1 

(50.0) 

골성형 피판 

수술 
2 0 2 

1 

(50.0) 

0 

(-) 

1 

(50.0) 

비외접근법 전체 31 5 36 
7 

(22.6) 

0 

(0.0) 

7 

(19.4) 

전체 142 50 192 
43 

(30.3) 

20 

(40.0) 

63 

(32.8) 
1 비내접근법은 내시경적 접근법, 현미경적 접근법, 레이저 기화법 

그리고 변형된 Denker 수술을 포함한다. 

 

나. 혈관섬유종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혈관섬유종 27 명 중 비내접근법 또는 구강내접근법은 14 명이었고 

5 명에서 재발하여 재발률은 35.7%였다. 비외접근법은 12 명이었고 

3 명에서 재발하여 재발률은 25.0%였다. 그 외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1 명 있었는데 이 경우는 재발하였다. 

비내접근법 또는 구강내접근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비외접근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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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한 경우보다 재발률이 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811)(표 7). 

 

표 7. 혈관섬유종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치료 접근법 환자 수 1 재발한 환자 수 (재발률(%)) 

비내접근법 2 또는 구강내 

접근법 
14 5 (35.7) 

비외접근법 
  

외측비절개 접근법 1 0 (0.0) 

구순하 안면중심 접근법 7 3 (42.9) 

Caldwell-Luc 수술 1 0 (0.0) 

상악골 회전 접근법 3 0 (0.0) 

비외접근법 전체 12 3 (25.0) 

기타(방사선 치료) 1 1 (100.0) 

전체 27 9 (33.3) 

1 혈관섬유종 모든 환자는 남자임. 

2 비내접근법은 내시경적 접근법과 현미경적 접근법을 포함한다. 

 

다. 기타 양성 종양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1) 반전성 유두종을 제외한 표피성 종양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표피성 종양 중 반전성 유두종을 제외한 유형은 종양성(원주형) 

schneiderian 유두종, 외장성(균상형) schneiderian 유두종, 편평세포 

유두종, 원주세포 유두종, 다형성 선종 등이었고 치료 접근법은 

외장성(균상형) schneiderian 유두종 1 명에서 비외접근법인 경비주 

접근법을 시행하였고 다형성 선종 1 명에서 비외접근법인 

Weber-Fergusson 절개 접근법을 시행하였다. 나머지 유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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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비내접근법을 시행하였다. 비내접근법을 시행한 종양성(원주형) 

schneiderian 유두종 1 명에서 재발하였다. 

 

(2) 혈관섬유종을 제외한 간엽성 종양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간엽성 종양 중 혈관섬유종을 제외한 유형은 소엽성 모세혈관종, 

혈관종, 혈관평활근종, 기질화 혈종, 신경초종, 신경섬유종, 고립성 

섬유성 종양 등이었고 치료 접근법은 혈관종 1 명과 신경초종 

1 명에서 비외접근법인 구순하 안면중심 접근법을 시행하였고 

신경초종 2 명에서 비외접근법인 Caldwell-Luc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머지 유형에서는 모두 비내접근법으로 치료하였다. 혈관섬유종 

이외의 간엽성 종양에서는 모두 재발이 없었다. 

 

(3) 골성 종양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골성 종양의 유형은 골종과 골화성 섬유종이었고 골종 1 명과 

골화성 섬유종 2 명에서 비내접근법을 시행하였고 골화성 섬유종 

1 명에서 비외접근법인 Caldwell-Luc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비내접근법을 시행한 골화성 섬유종 2 명과 비외접근법을 시행한 

골화성 섬유종 1 명에서 재발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총 53 명 중 비내접근법을 시행한 경우는 

46 명(86.8%)이었고 비외접근법을 시행한 경우는 7 명(13.2%)이었다. 

비내접근법을 시행한 경우 3 명에서 재발하여 재발률은 6.5%였고 

비외접근법을 시행한 경우 1 명에서 재발하여 재발률은 14.3%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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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타 양성 종양 1 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치료 접근법 
환자 수 

재발한 환자 수 

(재발률(%))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비내접근법 1 23 23 46 
1 

(4.3) 

2 

(8.7) 

3 

(6.5) 

비외접근법 
      

구순하 안면중심 

접근법 
1 1 2 

0 

(0.0) 

0 

(0.0) 

0 

(0.0) 

Caldwell-Luc 수술 2 1 3 
1 

(50.0) 

0 

(0.0) 

1 

(33.3) 

Weber-Fergusson 

절개 접근법 
0 1 1 

0 

(-) 

0 

(0.0) 

0 

(0.0) 

경비주 접근법 0 1 1 
0 

(-) 

0 

(0.0) 

0 

(0.0) 

비외접근법 전체 3 4 7 
1 

(33.3) 

0 

(0.0) 

1 

(14.3) 

전체 26 27 53 
2 

(7.7) 

2 

(7.4) 

4 

(7.5) 

1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을 제외한 비부비동 양성 종양임. 

 

3. 반전성 유두종의 이전 10 년간과 이후 10 년간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비교 분석 

 

본 연구 분석 기간의 중간 시점인 2000 년 1 월 1 일을 기준으로 

반전성 유두종에서 그 이전 10 년간인 1990 년 1 월 1 일부터 1999 년 

12 월 31 일까지의 치료 성적과 그 이후 10 년간인 2000 년 1 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치료 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10 년간의 기간 이후에 재발한 경우는 중도절단(censoring) 해서 

해당 기간의 재발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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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체적인 재발률은 이전 10 년간은 55 명 중 12 명(21.8%)에서 

재발하였고 이후 10 년간은 134 명 중 33 명(24.6%)에서 재발하여 두 

기간의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681). 이전 

10 년간과 이후 10 년간을 비교하면 비내접근법으로 치료한 경우가 

이전 10 년간 34 명이고 이후 10 년간 119 명으로 전체에서 

비내접근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 10 년간 61.8%에서 이후 10 년간 

88.8%로 증가했다. 비내접근법으로 치료한 경우 재발률은 이전 

10 년간 23.5%고 이후 10 년간 26.9%로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694). 또한 비외접근법으로 치료한 경우가 이전 10 년간 

21 명이고 이후 10 년간 15 명으로 전체에서 비외접근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 10 년간 38.2%에서 이후 10 년간 11.2%로 감소하였다. 

비외접근법으로 치료한 경우 재발률은 이전 10 년간 19.0%에서 이후 

10 년간 6.7%로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310)(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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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반전성 유두종의 이전 10 년간과 이후 10 년간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 

치료 접근법 

환자 수 
재발한 환자 수 1 

(재발률(%)) 

이전 

10 년 2 

이후 

10 년 2 
전체 

이전 

10 년 2 

이후 

10 년 2 
전체 

비내접근법 3 34 119 153 
8 

(23.5) 

32 

(26.9) 

40 

(26.1) 

비외접근법 
      

외측비절개 접근법 15 2 17 
3 

(20.0) 

0 

(0.0) 

3 

(17.6) 

구순하 안면중심 

접근법 
5 10 15 

1 

(20.0) 

0 

(0.0) 

1 

(6.7) 

Caldwell-Luc 

수술 
1 1 2 

0 

(0.0) 

0 

(0.0) 

0 

(0.0) 

골성형 피판 수술 0 2 2 
0 

(-) 

1 

(50.0) 

1 

(50.0) 

비외접근법 전체 21 15 36 
4 

(19.0) 

1 

(6.7) 

5 

(13.9) 

전체 55 134 189 
12 

(21.8) 

33 

(24.6) 

45 

(23.8) 

1 각 기간 이후에 재발한 환자는 중도절단(censoring) 하였음. 
22000 년 1 월 1 일을 기준으로 이전 10 년은 1990 년 1 월 1 일부터 

1999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하였고, 이후 10 년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하였음. 
3 비내접근법은 내시경적 접근법, 현미경적 접근법, 레이저 기화법 

그리고 변형된 Denker 수술을 포함한다. 

 

4. 재발한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가. 반전성 유두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반전성 유두종에서 재발한 63 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은 1 개월에서 17 년 8 개월까지였고 평균 41.6 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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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접근법의 경우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이 평균 

39.2 개월이었고 비외접근법의 경우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이 

평균 61.1 개월로 비내접근법에 비해서 길었으나 치료 접근법과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7)(표 10). 

 

표 10. 반전성 유두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치료 접근법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환자 수 

남자 여자 전체 

비내접근법 1 ~ 1 년 13 11 24 

  1 년 ~ 3 년 9 3 12 

  3 년 ~ 5 년 2 3 5 

  5 년 ~ 12 3 15 

비내접근법 전체 
 

36 20 56 

비외접근법 ~ 1 년 0 0 0 

  1 년 ~ 3 년 1 0 1 

  3 년 ~ 5 년 3 0 3 

  5 년 ~ 3 0 3 

비외접근법 전체   7 0 7 

전체   43 20 63 

1 비내접근법은 내시경적 접근법, 현미경적 접근법, 레이저 기화법 

그리고 변형된 Denker 수술을 포함한다. 

 

나. 혈관섬유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혈관섬유종에서 재발한 9 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은 

5 개월에서 18 년 4 개월까지였고 평균 39.8 개월이었다. 비내접근법 

또는 구강내접근법의 경우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이 평균 

58.0 개월이었고 비외접근법의 경우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이 

평균 16.7 개월이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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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혈관섬유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치료 접근법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환자 수 1 

비내접근법 2 또는 

구강내접근법 
~ 1 년 3 

  1 년 ~ 3 년 0 

  3 년 ~ 5 년 1 

  5 년 ~ 1 

비내접근법 또는 

구강내접근법 전체  
5 

비외접근법 ~ 1 년 2 

  1 년 ~ 3 년 1 

  3 년 ~ 5 년 0 

  5 년 ~ 0 

비외접근법 전체 
 

3 

기타(방사선 치료) 1 년 ~ 3 년 1 

전체 
 

9 
1 혈관섬유종 모든 환자는 남자임. 
2 비내접근법은 내시경적 접근법과 현미경적 접근법을 포함한다.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은 

반전성 유두종에서 평균 41.6 개월이었고 혈관섬유종에서 평균 

39.8 개월로 반전성 유두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이 

길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609). 

 

다. 기타 양성 종양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을 제외한 기타 양성 종양에서 재발한 

4 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은 2 년 9 개월에서 7 년 

9 개월까지였고 평균 49.8 개월이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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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타 양성 종양 1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치료 접근법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환자 수 

남자 여자 전체 

비내접근법 ~ 1 년 0 0 0 

  1 년 ~ 3 년 0 1 1 

  3 년 ~ 5 년 1 0 1 

  5 년 ~ 0 1 1 

비내접근법 전체   1 2 3 

비외접근법 ~ 1 년 0 0 0 

  1 년 ~ 3 년 1 0 1 

  3 년 ~ 5 년 0 0 0 

  5 년 ~ 0 0 0 

비외접근법 전체   1 0 1 

전체   2 2 4 

1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을 제외한 비부비동 양성 종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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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비부비동 양성 종양 중 상피성 종양에서는 반전성 유두종이 

대표적이고 간엽성 종양에서는 혈관섬유종이 대표적이며, 골성 

종양에서는 골종이 대표적이다. 골종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반전성 유두종이 가장 많다.1 비부비동 

양성 종양 중 반전성 유두종을 가장 흔하게 임상에서 접하게 되는데 

성장하는 특성과 악성 변화 가능성, 그리고 높은 재발률 때문이다. 

비부비동 유두종(sinonasal papilloma)은 1854 년 Ward 에 의해서 

처음 기술되었고 Hyams 는 임상병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다.3,6 이러한 

비부비동 유두종은 schneiderian 상피(schneiderian epithelium)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으로 반전성(inverted type), 

종양성(원주형)(oncocytic(cylindrical) type), 외장성(균상형) 

(exophytic(fungiform)) 등 3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7,8,9 이 중 

반전성 유두종은 매년 100,000 명당 0.2 명에서 0.6 명의 발생률을 

보인다.3,10,11 

반전성 유두종은 드물고 국소적 침습성을 보인다.12 반전성 유두종은 

절제후 재발하고 비용종과 동시에 존재하며 주변 구조를 파괴할 수 

있고 악성 변화를 할 수 있다.12,13 따라서 내측 상악절제술(medial 

maxillectomy)과 같은 좀더 광범위한 절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외측비절개 접근법을 통한 내측 상악절제술을 하게 되면 안면부에 

흉터가 남게 된다.12 1990 년대 초반에 내시경을 이용한 비내접근법이 

도입되었는데 전통적인 외부 접근법과 비교할 때 재발률의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12,14,15,16,17,18,19 

혈관섬유종은 주로 사춘기 남자에게 호발하는 혈관성 양성 종양으로 

전체 두경부 종양의 0.05~0.5%로 드물지만 임상 양상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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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절제의 어려움 때문에 문헌에 자주 보고된다.1,3,20 

혈관섬유종은 재발률이 높고 대량 출혈과 두개내 침범을 잘 하는 

특성이 있다.1 혈관이 풍부한 종양이기 때문에 혈관섬유종에서는 

술전에 혈관조영술(angiography) 및 영양 동맥의 색전술 

(embolization)을 시행하여 수술중의 출혈을 줄일 수 있다.1 치료는 

수술적 완전절제가 원칙이며 주요 구조물을 침범한 크기가 큰 종양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으나,21,22 최근에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낮다는 보고가 있다.3 

골종의 경우 전체 방사선 검사의 1%,3,23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에서는 3%의 비율로 발견되고 매년 100,000 명당 

10 명에서 80 명의 발생률을 보인다.1,3,24 치료는 증상이 있을 때 

수술적 완전 절제가 원칙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관찰하는 것이 

좋다.1,24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직접 

육안으로 비부비동의 병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늦게 진단되어 

적절한 수술적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과거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수술적 절제는 외측비절개 접근법, 구순하 안면중심 접근법, 

Caldwell-Luc 수술 등 비외접근법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비내시경을 이용한 절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술전 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종양의 침범 부위를 확인하여 비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어려운 경우 비외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유형은 반전성 

유두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혈관섬유종이 많았다. 각 양성 

종양 유형에서 남녀 비율은 반전성 유두종에서 남자가 2.8 배 많았고 

혈관섬유종은 전원 남자였는데 기존의 보고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1 

성별과 진단 연령에 따른 재발률의 비교 분석에서 성별과 재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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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진단 연령과 재발률 사이에도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지난 20 여년간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에서 

비내접근법과 비외접근법의 치료 성적을 비교할 때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 모두에서 비내접근법의 재발률이 비외접근법보다 

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각 양성 종양에서 병변의 

위치와 크기, 병기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지만 일반적으로 

비내접근법으로 치료했을 경우 수술 시야와 절제 범위의 한계로 

인해서 비외접근법으로 치료했을 경우보다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부비동 양성 종양인 반전성 유두종에서 연구 대상 기간 

중 중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과 이후 10년간의 치료 성적을 

비교 분석했을 때 이후 10 년간의 비내접근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 술전 영상 검사 기술의 발전, 술중 사용하는 내시경 등 수술 

장비의 발달과 수술 기법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Kim 등은 

비부비동의 반전성 유두종에 있어서 임상 병기나 수술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지연 재발률을 고려해서 3 년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수술의는 항상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복합적인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25 또한 Kim 등은 

진행된 비부비동 반전성 유두종에서 구순하 안면중심 접근법은 

재발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택이며 얼굴에 흉터를 남겨서 양성 

종양의 치료에는 너무 침습적인 외측비절개 접근법을 대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2 

비내접근법에서 이전 10 년간의 재발률과 이후 10 년간의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외접근법에서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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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간의 재발률과 이후 10 년간의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전 10 년간보다 이후 10 년간 비내접근법의 

비율이 증가했으나 재발률에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재발률 등 

치료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환자에서 

비내접근법이 비외접근법을 대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발한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은 

반전성 유두종에서 63 명 중 24 명(38.1%)에서 1 년 이내에 

재발하였고 혈관섬유종에서 9 명 중 5 명(55.6%)에서 1 년 이내에 

재발하였다. 반전성 유두종에서 비내접근법의 경우가 비외접근법의 

경우보다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이 짧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을 비교할 때 반전성 유두종에서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41.6개월)이 혈관섬유종에서 1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39.8 개월)보다 길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반전성 유두종에서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이 5 년보다 긴 

경우가 총 63 명 중 18 명(28.6%)이었고 혈관섬유종에서는 총 9 명 중 

1 명(11.1%)이었는데 이는 반전성 유두종에서 20 년 이후에 

재발했다는 기존의 보고를 고려할 때 반전성 유두종에서 지연성 

재발이 좀더 흔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1,14 

이 연구에서 기존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장기간의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성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병기나 구체적인 치료 접근법에 따른 분석을 하지는 

않고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여러 조직병리학적 유형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전의 보고와 일치하게 조직병리학적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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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반전성 유두종이었고 기존의 보고와 유사한 치료 성적에 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조직병리학적 분류상 반전성 유두종이 높은 

빈도를 보여서 반전성 유두종에 집중된 연구 결과라는 점이지만 

앞으로 다른 양성 종양의 환자 수가 많아지면 다른 양성 종양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부비동 양성 종양에서 비내시경 등을 이용한 

비내접근법의 재발률 등의 치료 성적이 비외접근법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많은 보고가 되어 있고 

따라서 향후 종양의 위치, 병기 그리고 수술의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서 높은 치료 성적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비외접근법을 

비내접근법으로 대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부비동의 양성 종양은 흔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성 변화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최소 침습적이고 이환율이 

낮은 치료 접근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7 

 

V. 결론 

 

본 연구에서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유형은 대부분 

반전성 유두종이고 다음으로 혈관섬유종의 빈도가 높았다. 반전성 

유두종에서 성별과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반전성 유두종에서 진단 연령과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혈관섬유종은 모두 남자에서 발생했고 진단 연령과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치료접근법에 따른 재발률은 

반전성 유두종과 혈관섬유종에서 모두 비내접근법이 비외접근법보다 

재발률이 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반전성 유두종의 이전 

10 년간과 이후 10 년간의 치료 접근법에 따른 재발률은 이후 10 년간 

비내접근법의 비율이 이전 10 년간 비내접근법의 비율보다 증가했고 

비내접근법에서 이전 10 년간의 재발률과 이후 10 년간의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외접근법에서도 이전 

10 년간의 재발률과 이후 10 년간의 재발률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전성 유두종에서 치료 접근법과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고, 반전성 

유두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이 혈관섬유종의 1 차 

치료에서 재발까지의 기간보다 길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비부비동 양성 종양의 치료에서 비내접근법과 비외접근법을 비교할 

때 재발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앞으로 종양의 위치, 병기 

그리고 수술의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비외접근법 대신에 

비내접근법을 시행할 수 있고 우수한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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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ign tumor in nasal cavity and paranasal sinus is 

diagnosed late because its incidence is low and it has 

nonspecific symptoms and usually occurs unilaterally. Its 

surgical treatment is indicated when it causes symptoms or 

pending complications or when the suspicion of malignancy 

exists. The treatment of sinonasal benign tumor is surgical 

resection and conventionally external approach, that is 

extranasal approach had been done, but endoscopic intranasal 

approach has been done more since 1990s. 

Sinonasal benign tumor may cause destruction of adjacent 

tissue and malignant change if adequate time of treatment is 

missed, so in order to manage properly within an appropriate 

time recurrence rates according to histopathologic type, sex, 

age at diagnosis and treatment approach were analyzed. 

In this study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sinonasal 

benign tumor histopathologically at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from January 1st, 1990 to June 30th, 2010 were included. 272 

patients were included and male were 195(71.7%) and female 

were 77(28.3%). Patients of sinonasal benign tumor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Histopathologic type, age at 

diagnosis, sex, treatment approach, follow-up period, 



32 

 

recurrence, interval between first treatment and recurrence 

and recurrence rate according to treatment approach between 

former 10 years and latter 10 years in inverted papilloma were 

analyzed. 

In result the most common type of sinonasal benign tumor 

was inverted papilloma and angiofibroma was the next.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s between sex and recurrence 

rate and between age at diagnosis and recurrence rate in 

inverted papilloma. The patients of angiofibroma were all male 

an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age at 

diagnosis and recurrence rate. Recurrence rate was higher in 

intranasal approach than in extranasal approach in inverted 

papilloma and angiofibroma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both. The proportion of intranasal approach 

during latter 10 years was higher than during former 10 years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currence rate of former 10 years and that of latter 10 years 

in both intranasal and extranasal approaches.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reatment approach and 

interval between first treatment and recurrence in inverted 

papilloma. Interval between first treatment and recurrence in 

inverted papilloma was longer than that in angiofibroma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caus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urrence rate 

between intranasal approach and extranasal approach, 

concerning location and stage of tumor and surgical skill of 

surgeon, intranasal approach is able to replace extranasal 

approach while treatment outcome is maintained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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