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싱 켈로이드 제거 후 발생한 이개 결손의 국소 피판을 이용한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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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발생하는 hypertrophic scar 및 keloid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과도하게 collagen이 축적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급속히 자라는 경우가 있고 치료 후에도 재발하는 경향이 많다. 임상적
으로는 기존 상처 부위의 경계 내에 국한되어 과증식된 것을 hypertrophic scar, 기존 상처 경계를
벗어나서 과증식된 것을 keloid라고 한다. 병리적으로는 일반적인 정상 피부 조직에서 관찰되는
피부 모낭(hair follicle), 피지선(sebaceous gland), 한선(sweet gland) 등의 피부 부속기(skin
appendage)가 모두 소실되면 scar 조직으로 판단하는데, collagen bundle이 표피(epidermis)의 방
향성과 동일하면 hypertrophic scar이며, 방향성 없이 이러저리 분포되면 keloid이다. 이개는 피부
아래에 바로 연골막과 연골이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어 연골 부위에 피어싱을 직접적으로 시행하
면 dermal layer가 과증식되는 hypertrophic scar 및 keloid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수술적 제거
시에는 최대한 정상 skin은 보존하면서 아래 연골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해야 한다.
본 증례는 귀에 피어싱 이후 발생한 keloid에서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였으나 피부 및 연골 결
손이

발생하여

국소피판으로

재건술을

시행하여

치료하였던

사례이다.

귀에

발생하는

hypertrophic scar, keloid의 특성, 치료 방법을 이해하고 안면부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재건할 수
있는 다양한 국소 피판술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증례
25세 여자 환자가 좌측 이개에 혹이 있어 외래로 내원하였다. 기저 질환은 없었으며 수년 전
양측 귀에 피어싱 이후 귓바퀴 피부에 작은 융기가 있었는데 특별한 증상이나 크기 변화가 없어
경과 관찰 했다고 하였다. 최근에 건드리거나 외상은 없었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커졌다고 하였다.
평소 유도, 복싱 등 과격한 운동을 해서 전에 귀를 자주 다쳤다고 하였다. 증상으로는 해당 부위
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으며 다른 이과적 증상은 없었다. 미용적 문제로 빠른 수술적 제거를 원하
였다.
신체 진찰 상 좌측 귓바퀴 뒷부분에 피부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드러운 양상의 약
4cm 크기의 무통성 종괴(mass)가 관찰되었고 반대편 귓바퀴 피부에도 붉은 색의 약간 단단한 작
은 피부 융기가(약 2mm, firm, reddish, raised skin) 관찰되었다(Fig.1). 이외에 주변 경부 림프절은
촉진되지 않았고, 전신적으로 특이 증상은 없었다. 수술 전 촬영한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영상의학

과 판독 소견은 약 4.4x2.2cm size large soft tissue mild enhancing mass, Benign skin/skin
appendage mass 이었다.
Skin granuloma 등의 양성 피부 종양 진단 하에 Harmonic scalpel을 이용하여 제거 수술을 시
행하였다. 종괴 제거 후에 helical area mid portion에 chondrocutaneous defect가 발생(Fig 3-2,3)
하였으며 일차 봉합을 시행하였다(Fig. 3-5,6). 병리조직검사 결과는 Hypertrophic scar로 확인 되었
다. 하지만, 술 후 봉합 창에 피부 괴사가 진행하여 연골이 노출되는 소견을 보였다(Fig.4).
첫 수술 11일 후에 귀 피부 및 연골 결손 부위 재건을 위한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앞쪽 피
부를 undermining하여 뒤로 조금 release해주고 후이개부위에서 뒤쪽 피부 및 근육층을 최대한
두껍게 박리하고 앞쪽으로 전진시켜서 봉합하여 전진 피판(advancement flap) 형식으로 결손 부
위를 재건하였다. 봉합창의 경계 부위에 약간의 dog ear가 생겨서 처리해주었다(Fig.5). 술후 외래
에서 경과 관찰 상 재발이나 수술 부위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Preoperative photography of both ear. Large soft mass was shown in left auricular
skin. Mild pinkish and elevated skin was shown in right helical area. 1: anterior, left ear, 2:
posterior, left ear, 3: middle, right ear, 4: posterior, right ear.

Fig. 2.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About 4.4x2.2 cm size large soft tissue mass in
left posterior ear lobe. 1: axial, non-enhanced, 2: axial, enhanced, 3: coronal, non-enhanced, 4:
coronal, enhanced.

Fig. 3. Surgical findings (1st op). Large soft mass was removed. Auricular chondrocutaneous
defect was occurred. 1: gross finding, skin mass, 2: skin defect, anterior, 3: skin defect,
middle, 4: pathologic finding, x40, 5: primary repair, anterior, 6: primary repair, middle.

Fig. 4. Postoperative photography (POD 10days. after 1st.op). Surgical wound was necrotic.
Auricular chondrocutaneous defect was seen in helical area.

Fig. 5. Schematic diagram of advancement flap. Postoperative photography (POD 2wk.
after 2nd op). Local flap reconstruction was performed for auricular chondrocutaneous defect.
1: Advancement flap, 2: Postoperative photography of 2nd 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