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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성형 유방이란 남성유방의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과다 발육된 상태로서 남성의 유방에 나타나는 병변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전체 남성의 32 - 36%에

서 발병한다고 하며,2 사춘기 시기에는 정상인의 60 -

70%에서도 여성형 유방을 관찰할 수 있다. 여성형 유방

의 치료원칙은 사회적,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

우에 한하여 교정수술을 고려하게 된다.3 따라서 중등도

의 여성형 유방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 심리적으로 불

편함을 느끼지 못하여 별다른 처치 없이 생활해왔다.

그러나 최근 남성들의 경우 스포츠나 레져, 공동생활

등에서 상체 노출의 기회가 더욱 더 많아짐에 따라 전

형적인 여성형 유방과 비만 등의 원인으로 인한 여성형

유방 및 과도한 유두-유륜 복합체의 확대 및 돌출을 가

지고 있는 경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사회 기

피 현상이 우려되어 적극적인 교정을 원하고 있다.

이렇듯 교정을 원하는 중등도의 여성형 유방이나 유

륜-유두 확대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여성형 유방에 대한 치료법인 지방흡입술로는 술후 남

아있는 유방조직으로 인해 불만족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고 고전적인 유륜 절개술은 눈에 띄고 반흔이 남아

만족할 만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유방과 유륜-유두를 하나의 복합체로 생

각하여 여러 가지 교정방법을 함께 시행하는 것을 고려

하였다. 기존의 여성형 유방의 분류법1에 유륜-유두 이

상을 추가하여 5가지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술방법으로 교정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가. 분류

2004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본 교실에 유두, 유

Psychological and social disturbances can be caused by gyne-
comastia and nipple hypertrophy. Several corrections for these
problems have been developed. Recently, social trends focus on a
good body shape. Young male patients increasingly visit hospitals to
correction of minor deformities of breasts. These patients don't visit the
hospital for just one of pathologic problem but seek corrections for
multiple problems. These problems are mild forms of gynecomastia,
nipple hypertrophy and areolar hypertrophy. Ten patients have visited
our hospital to correct various problems using multiple procedures.
Liposuction was used to reduce breast tissue in gynecomastia.
Protruding of areola was corrected by intra-areola or circum-areola
parenchym al excision. Large areolas were reduced by intra-areola
circular incision. Large nipples were reduced by Regnault tehnique or
wedge resection. W e conclude that new trends of m ale breast
correction is to watch nipple-areola-breast as one com plex. A
combined procedures must be done for correction of thes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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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 유방의 형태이상을 주소로 내원한 남성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유두-유륜-유방을 복합체로 생각하여 객관적

으로 형태에 이상을 확인한 후, 5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수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Table I, II).

수술은 지방흡입술, 유륜하 또는 유륜내 유방실질

절제술, 유륜 축소술 및 유두 축소술을 혼합하여 시행

하였다.

나. 수술방법

1) 공기압을 이용한 파워 지방흡입술(리포마틱 방식)

10명의 환자 중 제 II, III, IV군에 해당하는 환자 7명

을 대상으로 공기압을 이용한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

다. 먼저 수술부위를 수술용 펜으로 도안한 후 유방밑

주름선을 선채로 표시를 하였다. 환자는 국소마취 또는

PofolⓇ(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를 시행하였으며

겨드랑이에 5 mm 절개창을 만들었다. 침윤용액으로는

Tumescent technique(Hartman's solution 1000 ml, 1%

lidocaine 50 ml, 1 : 1000 Epinephrine 1 ml)을 약 20˚C

로 따뜻하게 만들어 이용하였다. 피부절개창으로 can-

nula로 pretunneling 시행 후 tumescent solution을 고

르게 주입하였으며 약 20분 후 지방흡입을 시행하였다.

2) 유방실질 절제술

제 V군을 제외한 9명의 환자에서 유방실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유방실질이 넓게 촉지되는 경우는 지방흡

입술 시행 후 촉지되는 유방실질 전부를(Fig. 2), 유방실

질이 작게 촉지되어 유륜 주변만 융기되는 경우는 유륜

밑의 실질조직을 부분적으로 제거하였다. 절개는 유륜

내 원형절개 또는 zig-zag 절개를 시행하되 유륜-유두

축소술이 필요한 경우는 360˚절개(circum-areola exci-

sion), 유륜-유두 축소술이 필요없는 경우는 240˚절개

(intra-areola excision)를 시행하였다.

3) 유륜 축소술

제 IIIB군 3명의 환자에서 유륜 축소술을 시행하였다.

먼저 양쪽 유륜의 직경을 측정한 후 직경이 40 mm 이

상의 경우 10 mm 정도를 줄이는 목표를 세운 후 시행

하였다. 유륜내 360ﾟ 원형모양 또는 zig-zag 모양으로

10 mm정도 간격들 두고 2개의 절개를 시행하여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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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절제해낸 후 nylon 6 - 0로 봉합하였다(Fig. 1).

4) 유두 축소술

1명의 제V군 환자에서 병적으로 돌출된 유두를

Regnault 방법4으로 유두 피부을 원통형으로 절제하는

방법을 시행하였으며(Fig. 4), 3명의 환자에서 유두가 돌

출되지는 않았으나 크기가 큰 경우, 단순 쐐기 절제술을

이용하였다.

다. 결과의 판정

술후 3 - 13개월(평균 6개월)에 시술 결과를 평가하

기 위해 환자가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따라 시술 전보다 아주 좋아진 경우는 5점, 시술 전보

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되면 4점, 시술 전보다 약간

나아진 경우는 3점, 시술 전보다 효과가 없는 경우는

2점, 시술 전보다 나빠졌다고 여기는 경우는 1점으로

하였다.

III. 결 과

총 20례의 10명의 남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Table

III). 환자 연령은 16세부터 29세까지 평균 23세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양쪽에 같은 수술을 시행하였다. 평균 추

적기간은 6개월이었다. 환자들은 종괴가 촉지되거나 통

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과 다른 기저질환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방흡입은 7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으며 평균

140 ml 제거하였다. 유방실질 절제술은 9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으며 우측 유방은 평균 32 g, 좌측 유방은 평균

34 g 제거하였다. 유륜 축소술은 3명의 환자에서 시행하

였으며 유륜내 원형모양으로 직경을 10 - 15 mm 축소하

였다. 유두 축소는 4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으며 유두

의 과돌출을 보이는 병적인 환자 1명에서 Regnault 방

법으로 10 mm에서 4 mm로 축소하였으며 돌출없이 크

기만 큰 3명의 환자에서 쐐기 절제술로 직경을 축소하

였다. 평균 6개월간의 추적관찰에서 수술의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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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1이었고 비만도에 변화 없이 유룬 유두 복합체의

변형없이 잘 유지되었다.

증례 1

16세 남자 환자로 중등도로 비후된 여성형 유방과 큰 유

륜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본 교실의 분류에 따라 제 IIIB군

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방흡입술로 양측 합쳐서 250 ml 제거

하였고 유륜내 360도 원형(circum-areola) 절개를 통한 유

방실질 절제술로 좌․우측 50 g씩 제거하였으며 유륜 축소

술을 시행하여 직경을 우측 40 × 35 mm에서 28 × 28 mm

로 축소하였으며 좌측의 경우 38 × 35 mm에서 28 × 28

mm로 축소하였다. 또한 비후된 유두는 쐐기 절제술로 축

소하였다(Fig. 1).

증례 2

29세 남자 환자로 중등도로 비후된 여성형 유방을 주소

로 내원하였다. 유륜-유두 복합체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제 IIA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방흡입술로 50 ml 제거하였

고 240도 유륜 내 절개를 통한 유방실질 절제술 시행하여

우측 20 g, 좌측 25 g의 유방조직을 제거하였다(Fig. 2).

증례 3

23세 남자 환자로 중등도로 비후된 여성형 유방과 큰 유

륜, 유두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약간의 큰 유륜-유두 복합

체를 가지고 있어 제 IIB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방흡입술

로 150 ml 제거하였고 240도 유륜내 절개를 통한 유방실질

절제술 시행하여 우측 30 g, 좌측 30 g의 유방조직을 제거

하였다. 비후된 유륜은 직경이 좌, 우측 동일하게 40 × 40

mm였으며 30 × 30 mm으로 직경 축소하였고 유두 쐐기

절제술 시행하였다(Fig. 3).

증례 4

22세 남자 환자로 큰 유두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여성

형 유방 소견은 보이지 않아 grade V로 분류하였으며 유두

만을 Regnault 방법으로 교정하였다. 수술 직후 유두의 높

이가 8 mm에서 3 mm로 축소되었다(Fig. 4).

IV. 고 찰

여성형 유방의 수술적 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는 미용적인 측면이며 최근 사회적 현상에 따라 병적인

상태뿐 아니라 비만 등에 의한 중등도의 여성형 유방

환자들도 적극적인 교정을 위해 병원을 내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수술방법으로는 수술자의 요구에 부응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분류가 필요하

게 되었다.

여성형 유방은 병리조직학적 유형 분류상 개화형

(florid type), 섬유형(fibrous type) 및 중간형(inter-

mediate type)의 3가지로 분류된다.5 그러나 실제적으

로 여성형 유방증은 이런 3가지 병리조직학적 유형보

다 다량의 지방조직이 함유된 지방 유선형(fatty-glan-

dular type)으로 기존의 수술방법인 단순흡입지방흡입

술(suction assisted lipectomy)6이나 초음파지방흡입술

(ultrasound-assisted liposuction)7과 같은 지방흡입술로

는 단순히 비만 등으로 인한 비만형(fatty type)인 경우

를 제하고는 술후 남아있는 유방조직으로 인해 불만족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유방실질 절제술을 동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전적인 유륜내 절제술8을 비

롯한 유륜 절개술은 눈에 띄고 반흔이 단점으로 지적된

다. 하지만 유륜내 절개를 하거나 유륜내 절제술을 시행

한 경우 반흔에 대한 불만족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유륜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륜내로 부분적으로

절개하므로 이에 대한 반흔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운 환

자는 없었다. 따라서 분명 지방흡입술이 여성형 유방에

좋은 방법이나 유방실질절제술을 함께 시행해야 좀더 확

실한 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Simon's 분류법은 유방크기와 피부가 남는 정도로 분

류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진다.1 이 분류법은 3가

지로 분류되며 grade 1(small enlargement, no skin

excess), grade 2A(moderate enlargement, no skin

excess), grade 2B(moderate enlargement with extra

skin), grade 3(marked enlargement with extra skin)로

나뉘어 진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유륜-유두 복합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며 grade 3 우 유방 비대가 있는

경우 유륜 및 유두 비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함께 분류하여 치료방법을 세우는 것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본 교실에서는 기존의 3가지 분류에 유륜 유두 복합

체를 함께 생각하여 5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적합한 치료방법을 시행하였다. 제 I군은 유방 실질조직

만 약간 증가된 경우로 유륜 내 절개를 통하여 유방실

질 조직을 제거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에 유두-유륜 복합의 변형이 있는 경우 함께 교정해 주

면 되었다. 제 II군은 중등도 이상으로 유방조직들이 증

가된 경우로 단순히 유방 실질조직 제거 외에도 지방흡

입술을 통한 제거가 함께 이루어졌다. 지방흡입술은 공

기압을 이용한 지방흡입술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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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이용한 것 보다 열손상이 없고 액체를 따뜻하게

만들어 사용 가능하므로 저체온을 방지할 수 있다. 유륜

이 확대되거나 피부가 늘어난 경우 제 III군으로 분류하

였으며 중등도로 유방실질이 증가된 경우에 피부까지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신 유륜이 증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유륜부위에 유륜 원형 절개를 통하

여 피부와 유방실질조직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였다. 제 IV군의 경우 병적인 여성형 유방을 보이는

경우로서 지방흡입술과 함께 유륜 원형 절개를 통한 피

부와 유방실질 조직제거를 모두 시행하여야 하나 제

IIIB군과 제 IV군과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며

두 군 사이의 치료방법이 같음을 고려하면 함께 분류하

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제 V군의 환자 경우 유

두 및 유륜만 확대된 경우로서 유두-유륜 복합체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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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유두 비대증 교정에는 Sperli,9 Regnault 등4의 방법

이 있으며 남성의 유두비대에 대한 수술적 교정은

Marshall,10 DeBono 등이 제시하였다. 본 교실에서는

유두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둘 다 비후된 경우

Regnault 방법을 사용하여 축소하였으며 직경만을 줄

일 경우 Sperli의 변형된 모양인 단순 쐐기 절제술을 사

용하였다. Regnault는 유두 피부를 원통형으로 절제하

는 방법인 일명 유두 포경술을 수술방법으로 제시하였

으며 본 교실에서는 1명의 제 V군 환자가 이 방법으로

8 mm 높이의 유두비대 환자를 3 mm까지 줄일 수 있었

다. 또한 유방 실질 제거와 유륜 내 절제술을 시행하면

서 동시에 유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경우에 유두의 혈액

순환에는 문제가 없었다.

본 교실에서 시행한 환자들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

으나 점차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각각의 분류에 따

른 정확한 교정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 생

각된다.

V. 결 론

본 교실에서는 병적인 상태뿐 아니라 중등도의 여성

형 유방 및 유륜, 유두의 크기의 교정을 원하는 환자들

이 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하나의 복합체로 생각하여 5

가지 기준에 맞추어 동시에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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