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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선관에 인접한 구강내 표재성 하마종을 Diode 
laser를 이용한 절제 : 증례 보고

Surgical excision of superficial intraoral ranula adjacent to the Whartin’s 
duct using Diode LASER :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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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anula is a type of mucocele found on the floor of the mouth. It can present as 

a pseudo cyst that originates from ductal injury, extravasation, and accumulation of 

saliva in the surrounding tissue. Several Nonsurgical techniques had been introduced 

to treat intraoral ranula. The optimal treatment option is still very controversial. 

Surgical treatment is still recommended in the aspect of considering recurrence rate. 

There are two main surgical technique applied for the treatment of ranula; 

Marsupialization & Surgical Excision. We report the case of superficial intraoral ranula 

being treated with the method of surgical excision using Diod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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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하마종은 구강저에서 발생하는 점액성 가성 낭종이다. 선천적인 하마종은 잔류 낭종형으로 

분류되며 타액선관의 협착 등에 따라 이차적으로 아주 드물게 나타나며,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외상에 의한 하마종은 삼출형으로 타액선 도관 파열 후 점액의 유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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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병리조직학적으로 가성낭이 형성되는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2)

  대부분 설하선에서 발생하며, 악하선이 포함된 경우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3) 하마종

(Ranula)의 어원은 개구리를 의미하는 라틴어 Rana이며, 하마종으로 인해 발생한 부종의 모

습이 개구리의 공기 주머니와 유사한 청색의 투명한 종창을 보인다.4) 하마종은 특징적으로 직

경 2cm이상의 크기를 보이며 구강저의 설소대를 중심으로 편측으로 발생한다.5) 병소의 크기

에 따라 혀의 거상을 동반하며 임상적으로 발생 위치에 따라 구강 하마종(oral ranula)과 경

부 하마종(plunging ranula)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mixed type)도 있

다. 구강 하마종의 경우 구강저에 통증 없는 낭종의 형태로 관찰되며 자세한 문진과 신체 진

찰로 대부분 진단된다. 경부 하마종의 경우 낭종이 악설골근(mylohyoid muscle) 사이로 탈출

하여 경부의 종창의 형태를 보이는데 감별 진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6)

  하마종의 처치 방법으로는 조대술과 하마종의 수술적 절제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설하선을 따라 하마종을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표준적인 수

술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설신경 등의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손상 위험성이 있다.7)

  하마종의 재발율은 부종 양상 보다는 수술 방법에 의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8)

  조대술을 시행하는 경우, 하마종만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경우, 설하선의 일부를 포함하여 

하마종을 절제하는 경우, 각각 재발율은 66.67, 57.69, 1.2%로 연구결과 보고된 바 있다.9) 본 

논문에서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해 하마종을 수술적으로 절제한 증례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환자는 23세 남성으로 하악 좌측 구강저의 종창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전에 2~3회 종창 부위가 파열된 후 상기 부위 부종의 재발이 반복되어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임상 소견 상 직경 2cm 크기로 푸른색의 투명한 종창, 설소대 좌측으로 편측성 

이환 범위를 보이는 등 임상 소견 상 하마종의 특징적인 양상이 관찰되었다. (Fig. 1.) 경부는 

이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표재성으로 단순 하마종 진단 하에 수술적 절제술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병소 주변에 침윤 마취 시행 후 악하선관(Wharton’s duct)의 입구를 찾고 Cannula

를 이용하여 수술적 격리를 시행하였다. (Fig. 2.) Diode Laser(Lambda D10, LAMBDA Scietifica 

SpA, Italy)를 이용하여 절제하였고 생검 후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수술 후 Diode laser의 

Hemostasis mode를 이용하여 지혈하였으며 봉합은 시행하지 않았다. 병리 조직검사결과 낭

벽이 상피 세포가 아닌 결합조직으로 이장된 가성낭이며 점액이 관찰되었으며(Fig. 4.) 단순 

하마종으로 수술 전 진단과 수술 후 진단이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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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술전 구내사진 – 설소대 좌측으로 
편측성의 파동성 종창이 관찰됨.

Fig. 2 수술적 절제 전 악하선관의 입구를 
확인 후 cannula를 이용하여 분리 확인함.

Fig. 3 절제된 종물
Fig. 4. 조직학적 소견, 결합조직으로 이장된 

낭벽이 관찰됨 (H&E, x40)

고  찰

  하마종은 점액낭종(mucocele)이 구강저에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설하선에서 

기원하며 설하선의 외상, 해부학적 변이 혹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 낭종벽은 

상피화 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조직병리학적으로 가성 낭종으로 분류되며 조직 주변으로 주변 

분비관의 확장과 염증 세포 침윤을 보인다10)

  하마종의 치료 방법으로는 비외과적 또는 외과적 방법이 있으며 외과적 방법이 더 선호된

다. 비외과적 방법은 설신경 및 설하선 등 해부학적 구조 물에 대한 손상 없이 수술에서 오

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sclerotherapy(OK-432), 보톡스 주입 등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1)

  Sclerotherapy(OK-432)는 가성 낭종의 섬유화를 통해 낭종의 팽창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

이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가성 낭종 내부 공간에 주입하고 섬유화를 유도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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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벤질 페니실린(benzylpenicillin)에서 배양된 streptococcus pyo-genes의 약독화 

종으로부터 분리한 OK-432(picibanil)를 주입하면 염증 세포의 침윤 및 사이토카인 분비로 

낭종 내부의 섬유화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12) 보톡스는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억제한다. 낭종 내부에 50~75 unit의 보톡스(type A) 주입하여 재발 없이 하

마종을 치료한 증례가 보고되었다.13)

  술 후 합병증 없이 양호한 치료 결과를 얻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재발 

여부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외과적인 방법에서는 조대술과 수술적 절제술이 고려된다. 조대술은 낭벽의 일부분을 제거

하여 구강 점막과 연결시켜주는 술식으로 해부학적 구조물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적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14) 구강저에서 발생한 하마종에 대해 조대술을 시행한 경우 혀의 

움직임에 따라 병소 부위의 재접촉에 따른 병소의 재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발의 원인으

로 판단된다. 하마종의 치료 중 재발률이 가장 낮은 치료법은 수술적 절제술이다15) 설신경에 

손상을 주어 감각이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Wharton’s duct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절제술은 

재발율이 낮아서 신뢰할만한 치료로 특히 병소의 크기가 크거나 몰입성 하마종의 경우 고려

할 수 있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하마종의 저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였을 때 재발은 현저하게 줄일 수 있

었다.16) 이는 레이저를 조사한 이후 낭종의 기저부에서 적절하게 섬유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

으로 타액 누출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마종은 타액의 누출로 인하여 구강저에 발생

하는 점액 낭종으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런 치료 들 역시 재발의 가능

성이 있다. 현재 수술적 제거가 하마종의 주된 치료법이며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수술적 방

법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17)

  본 증례에서는 다이오드레이저를 이용하여 하마종의 절제를 시행하였다. 경부에 이환되지 

않은 표재성 하마종으로 설하선을 포함하지 않은 단독 절제를 시행하였다. Patel의 연구에 따

르면 하마종 단독 절제 후 12%의 재발율이 보고되었다.18) Kim과 Yoon의 연구에 따르면 하

마종 환자 중 설하선에 Bartholin관이 악하선관(Whartin’s duct)과 합쳐져 구강저로 배액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며, 악하선관의 손상시 술 후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 인자로 

고려된다.19) 본 증례에서는 병소의 절제에 선행하여 Cannula를 통해 Whartin’s duct의 orifice

를 찾고 Surgical isolation을 시행하였다. 

  술 중/술 후 출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낭종의 기저부에 대한 레이저의 조사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병소의 크기 및 재발 가능성, 술 후 합병증을 고려할 때 

적합한 수술 방법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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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증례에서는 하악 좌측 구강저의 종창이 수차례 파열 후 재발이 반복되어 내원한 환자에 

대한 것으로 무통성, 파동성의 종창, 구강저의 편측에 발생등 하마종의 특징적인 임상 소견을 

보였다. 수차례 재발된 점을 고려하여 조대술은 수술 계획에서 제외하였다. 경부에 이환되지 

않은 표재성 하마종으로 타액선 포함 없이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절제 전에 악하선 관의 수술적 격리를 시행하였고, Diode Laser

를 이용하여 낭종의 절제 후 기저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였다. 병리 조직 검사에서 하마종으로 

확진되었으며 재발없이 양호한 술 후 회복 상태를 보인 경우로 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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