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형유방증의 수술적치료경험

제니스성형외과 여유증센터

조성진



여성형 유방증

• 정의 : 유두주변의 유선조직의 증식으로 인한 유방의 비대

• 원인:  남성호르몬(testosterone)과 여성호르몬(estradiol)의

불균형

( 특발성 (m/c), 약물사용, 생식선저하증, 대사성질환, 종양 등)

• 빈도: 주로 영아, 사춘기, 노년에서 발생

( 사춘기: 사춘기소년의 30-70%, 12세-17세 )

( 성인남성: 나이가들수록 증가 , 50세-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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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 유방증 분류 (구성에따른분류)

• 유선형 여성형 유방증

• 지방형 여성형 유방증 (가성 여성형유방증)

• 혼합형 여성형 유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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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 유방증 분류 (크기에따른분류)

• 제니스 클리닉 기준 : 초음파검사상 지방+유선조직의 양

1단계: 1cm미만

2단계: 1cm-2cm

3단계: 2cm-3cm

4단계: 4cm-5cm

5단계: 5cm이상



• 1972년 simon등 이 여성형 유방증 분류에 관한 논문 발표

: 유방의 크기 + 피부의 늘어남 (or 처짐) 정도



• Simon 분류법

Grade 1 and 2a : 대부분 청소년기, 2년간 사라지지않으면수술
적응증, 피부는 저절로 펴짐

Grade 2b :

Grade 3 :

대체로 2년이상 지속된 경우가 많음
6개월 f/u후 피부 처짐은 개선될 가능성 높다

대체로 2년이상 지속된 경우가 많고, 최근에
몸무게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생한 경우.

유방 절제술과 동시에 피부 절제를 해야됨.



• 제니스 성형외과 분류법 => simon 분류 교정

2단계

3단계

4단계

Grade 11단계

Grade 2a

5단계 중 skin excision 
시행 안 한경우

Grade 2b

5단계 중 skin excision 
시행 한 경우 Grade 3

보험 적용 안됨

보험 적용



여성형 유방증 진단

• 육안으로 돌출된 유방 확인

• 초음파 촬영



여성형 유방증 치료

• 적응증: 환자가 심한 통증과 압통, 당혹감을 갖는경우이다

• 약물치료 : 항에스트로젠 (clomiphene, tamoxifen)

약물치료의 한계 : 

Texture 유방학 2nd edition

100% 소실되기 어렵다

여성형 유방증의 활동성 증식기에 가장 효과적

혼합형 또는 지방형 여성형 유방증의 비율이 높다



여성형 유방증 치료

• 수술적 제거 : 지방조직제거 & 유선조직 제거 + 피부제거

지방조직제거 : liposuction

subareolar incision유선조직제거 :

피부제거 : skin tightening or skin excision



수술적 제거: 지방조직 제거

• Liposuction

Tumescent fluid:

희석된 0.05% Lidocaine과 , 1:100,000  epinephrine 을 지방흡입 하고자
하는 부위에 주입

PAL (Power Assisted Liposuction)

LAL (Laser Assisted Liposuction)

UAL (Ultrasound Assisted Liposuction)



수술적 제거: 유륜절개

• Subareolar incision : 1cm-2cm

Bipolar bovie (sometech), Mayo scissors





조직검사 결과



초음파검진



수술 전 검사



안전한 마취 시스템



수술 전 디자인



최소 절개술



튜메슨트 용액 주입(마취,지혈)



각종 장비를 통한지방흡입

LAL (Laser Assisted Liposuction)UAL (Ultrasound Assisted Liposuction)



각종 장비를 통한지방흡입

PAL (Power Assisted Liposuction)



과도하게 발달된 유선조직 제거



수술 후 당일 퇴원 가능



고주파 관리



수술 전 후



수술 전 후



크기:4단계 POD 4wks. 지방형



크기:4단계 POD 2wks. 유선과다형



좌우비대칭(우측5단계) POD 2wks. 혼합형



Complication

Transient complication:  

Serious complication : Scar (scar revision or TA inj. or 레이저치료 )

Skin depression or skin necrosis

Remnant skin : skin lifting or skin exc.

Undercorrection

Hematoma, bruise, numbness, pain

Nipple necrosis ( reconstruction)



피부처짐: accusculp lift &운동

수술 전 POD 6mo.

POD 24mo.



Skin depression



Problem Case: hematoma

POD 1day : Rt. Hematoma suction 



Problem Case: hematoma

POD 2mo 

POD 2day ( j-rev pod 1day) 



Conclusion

• 여성형 유방증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술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

• 비교적 간단해 보일수 있는 수술이긴 하나 충분한 러닝커브가 필요함

• 충분한 마취와 안전장비가 확보 필요

•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대처능력과 협진능력이 필요

• 인터넷 서칭을 통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사전정보 습득수준이 높음

• 수술결과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기대감 높음

• 질환치료라는 개념보다는 미용치료 개념으로 인식이 변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