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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유두종 제거술의 방법  PART

02

후두미세수술 PDL (pulsed dye laser)

시술

보조치료

미세수술 PDL수술 보조치료＋ ＋

일반적으로 후두미세수술은 전

신마취를 통하여 시행하는 수술

이며 환자의 입을 통해 후두 내

시경을 삽입하여 성대에 생긴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또는 

종양과 같은 덩어리를 현미경을 

통해 정교한 미세한 수술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미세수술입

니다.

유일하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세현미경가위와 겸자를 이용

하여 주위의 정상조직은 보존

하면서도 가능한 후두유두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입니다.

주위의 건강한 조직을 손상시

키지 않고 성대고유층을 최대

한 보존하고 반흔생성을 억제

하여 수술 후에도 가능한 정상

적인 목소리 회복을 시키고 재

발률이 낮출 수 있는 레이져 시

술방법입니다.

후두유두종이 자라는 것을 억제

하기 위해 성대 점막에 항바이

러스제를 주입하여 제발 억제 시

키고 음성치료를 통하여 목소리 

개선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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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 L레이저, 기존 CO2 레이저, 
일반수술과의 비교

PART

03

 P D L CO2 Laser 후두미세수술

방식 혈액응고 기회 증발 절제

작용 부위 헤모글로빈 물 성대점막

재(Plume) 발생 없음 발생함 -

주위조직 영향 없음 주위조직손상 없음

열 확상 작용부위에 한정 주위조직으로 확산 없음

상처조직(반흔) 거의 없음 남음 5-10%

수술난이도 용이 정확성 요구 고도의 기술요구

출혈 정도 무혈수술 약간 출혈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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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후두유두종의 완치가능성 
연구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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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유두종의 완치가능성 연구논문 발표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김형태 원장은 후두유두종 제거 

수술 이후의 재발 패턴 발견과 이에 따른 임상적인 치료결과에 

대한 연구논문을 이비인후과 분야의 국제학술지 중 가장 권위 

있고 최고의 학술지라고 평가 받는 ‘The Laryngoscope’에 논

문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후두유두종의 완치가능성을 알린 최

초의 논문입니다. 

8년 동안 총 86명의 후두유두종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환자들의 질병 재발 패턴 분석 결과 새로운 수술 방

법과 함께 보조치료요법을 병행할 때 후두유두종의 완치 가능

성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술 방법은 레이져가 아닌 정교한 미세수술 기구를 

이용해 점막하 분비선이 포함된 성대점막을 완전제거 하여 후

두유두종의 재발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PDL(펄스다이레이

저)를 병행하여 흉터와 성대유착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의 음성

을 정상적으로 개선시키는 병합치료요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유두종의 재발패턴 분석 결과 유두

종의 완전한 제거와 보조치료를 병행 시 치료 후 성대 기능의 

회복과 후두유두종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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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desk@yesonvc.com 
 

이메일 
상담 신청 

내시경 동영상과 

수술전체크리스트를 

보내어 수술에 

적합한지 확인

수술 적합 여부 

확인 후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 문의

확정된 스케줄에 

따라 항공권과 

호텔 예약

예약 절차

체류기간(보통 14 ~ 20일) 

첫째날: 진료 및 검사 진행 

둘째날: 1차 수술

1차 수술 3~5일 후 2차 수술 진행

2차 수술 3~5일 후 3차 수술 진행

3차 수술 2~3 일 후 재진 진료 진행

후두유두종 제거술 후 회복기간

수술 후 7일 간: 음성 사용 절대 금지 

수술 후 7일~한달: 하루에 1~2 단어 정도만 사용 후 음성 사용 자제 

수술 한달 후부터: 정상적인 음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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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월~금 (공휴일 제외)/09:00 am – 06: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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