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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Chronic recurrent parotitis has been considered as an ascending infection from the oral cavity, 
but its causes remain unknown. Although conservative mechanical and medical measures are usually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acute exacerbations of this disease, surgical treatment may become necessary when the infection become too frequent or 
severe for episodic treatmen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tiology and pathology, and to analyse the outcome of 
surgery. Materials and Methods：：：：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on nine patients who were managed by surgery (seven 
patients：superficial parotidectomy, two patients：total parotidectomy) after failure with all conservative measures. The age 
distribution was from 25 to 72 years, with the mean of 44 years. Results：Of nine patients, the numbers of recurrence were 1-
5 times (with the average of three times). Duration of illness ranged from one to 42 years, with a mean of 12 years. Conserva-
tive treatments preceding surgery included parotid gland massage, sialogogues, repeated use of antibiotics, and Stensens duct 
probing in all patients. The disease persisted in all the patients despite these measures, but following parotidectomy (sup-
erficial：7 patients, total：2 patients), all had complete resolution of the disease. Two patients developed transient facial wea-
kness (House-Brackmann grade II) postoperatively without permanent sequelae. Other complications included seroma in two 
patients, facial deformity in two patients, Freys’ syndrome in one patient, and salivary fistula in one patient. Conclusion：Chro-
nic recurrent parotitis, when deeply severe, causes significant. When all the conservative medical management fail, parotid-
ectomy can be offered as the last resolution. (Korean J Otolaryngol 2000;43: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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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은 이하선의 비폐색성 이하선관 확장

을 수반한 재발성 이하선 염증으로 정의된다.1) 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타석, 

타액선관 협착, 타액선관 확장, 타액 분비감소 등으로 인한 타

액의 저류와 연관된, 구강으로부터의 상행성 감염으로 생각되

어진다.2)  

임상적 발현은 경한 부종 및 동통으로부터 이하선 농양 등 

다양하고, 드물게 이하선 종물로 나타나 이하선 종양으로 오

인되기도 한다. 대개 소아에서 나타나지만 대부분 사춘기이

후에 자발적으로 회복되고 소수에서 성인까지 지속된다. 

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사이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1)3-5)12)13)  

저자들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재발성 이하

선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적용한 9예의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병인과 병태 파악 및 치료 방법의 결정에 도

움을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최근 5년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

서 이하선염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던 21예중 만성 재발성 이

하선염으로 판명되어 이하선 천엽절제술과 전절제술을 시행

한 9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수술 전 보존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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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실패한 증례들이었다. 전체 9예중 남자 1예, 여자 8예였

으며, 평균연령은 49세(25~72세)이었다(Table 1). 

수술을 시행 받은 9예를 대상으로 과거력, 방사선학적 검

사, 수술 기록, 병리 조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무 기록을 후

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9예의 재발횟수는 1~5회(평균3회), 이환기간은 1~42

년(평균 12년)이었다. 재발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

물을 투여하였고 전례에서 probing을 시행하였다. 외래 균검

사에서 그람양성균이 2예에서 관찰되었지만 배양검사에서는 

모든 예에서 균주를 동정할 수 없었다. 방사선학적 소견으로

는 타액선조영술 및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점상 및 구상의 타액

선관 확장이 전례에서 관찰되었다(Figs. 1 and 2). 보존적 치

료는 수액보충 및 2주간 Flumarin 정맥주사를 시행하였고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를 병행 사용하였다(Table 2). 이하선관 

probing은 매일 시행하였고 최타액약과 온마싸지를 하였다. 

Table 1. Summary of patients* with chronic recurrent parotitis 

Patient Sex/ 
age 

Symptom 
duration 

Number 
of 

recurrence 

Tx. 
preceeding 
operation 

Gram 
stain/ 

culture 

X-ray 
(sialogram) 

Opera-
tion 

name 
Pathology 

Post-opera-
tive com-
plication 

Follow-up 

1 M/68 23yrs 4 MCT†＋Probing -/- Diffuse narrowing  
& duct dilatation 

Lt. SP‡ Chronic  
active  
nflammation 

Seroma ASX‖5yrs 

2 F/25 1yr 2 MCT＋probing -/- Diffuse narrowing  
& duct dilatation 

Lt. SP Chronic  
inflammation 

Frey’s synd. ASX 3.5yrs 

3 F/49 5yrs 2 MCT＋probing -/- Diffuse narrowing  
& duct dilatation 

Rt. SP Chronic  
inflammation 

 ASX 3.2yrs 

4 F/45 14yrs 3 MCT＋probing G(＋)/ - Diffuse narrowing  
& duct dilatation 

Rt. SP Chronic  
inflammation 

FN palsy： 
H-B Gr II 

ASX 3yrs 

5 F/25 7yrs 3 MCT＋probing -/- Diffuse narrowing  
& duct dilatation 

Lt. SP Chronic  
inflammation 

 ASX 2.8yrs 

6 F/51 4yrs 2 MCT＋probing -/- Diffuse narrowing 
& duct dilatation 

Lt. SP Chronic  
inflammation 

FN palsy： 
H-B Gr II 

ASX 2yrs 

7 F/48 2yrs 2 MCT＋probing -/- Diffuse narrowing  
& duct dilatation 

Lt. TP§ Chronic  
sialadenitis  
with duct ectasia, 
periductal  
fibrosis 

Seroma  
Facial  
deformity 

ASX 1yr 

8 F/72 42yrs 5 MCT＋probing G(＋)/ - Diffuse narrowing  
& duct dilatation 

Lt. TP Chronic  
inflammation 

FN palsy： 
H-B Gr II¶  

Facial  
deformity 

ASX 1yr 

9 F/58 10yrs 4 MCT＋probing -/- Diffuse narrowing  
& duct dilatation 

Rt. SP Chronic  
inflammation  

Salivary  
fistula 

ASX 3mo 

*：All patients had episodes of parotid swelling and pain †MCT：multiple conservative treatment ‡SP：superficial parotidectomy 
§ TP：total parotidectomy   ‖ASX：asymptomatic   ¶：Pre-operative facial nerve palsy：House-Brackmann Grade Ⅱ 

           

Fig. 1. The sialogram. Diffuse narrowing with sacculation (arrow
head) and duct dilatation are seen at proximal and distal duct
(arrow). 

Fig. 2. The CT scan of parotid gland. Right parotid gland
is diffusely enlarged and shows diffuse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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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보존적 치료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이하선 종창이 잔

류되거나 종물이 촉지되었던 경우에만 시행하였으며, 천엽절

제술 7예,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심엽에 종물이 의심된 2예는 

전절제술이 시술되었다. 병리조직학적으로 전례에서 주위에 

림프구 침윤이 있는 유출관의 확장과 섬유화가 확인되었으나 

결석, 종양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Figs. 3 and 4). 

술후 합병증은 일시적인 경미한 안면신경마비(House-

Brackmann grade II)가 2예, 장액종 2예, Frey 증후군 1예, 

타액루 1예가 있었으나 재발의 소견은 없었다. 술후 수술측

의 함몰로 심한 기형이 2예에서 있었고 술전 안면신경마비가 

있었던 1예에서는 술후에도 지속되었다. 

 

고     찰 

 

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은 수년동안의 이환율을 보이는 이

하선의 드문 염증성 질환으로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

나 보존적 치료에 실패하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 그리고 심

한 증상이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한다.3)4)  

Moises등은 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에 대해 이하선 전절

제술을 시행한 14예에서 모두 근치되었고, 술후 합병증으로 

각각 5예에서 일시적인 안면신경마비와 부전마비가 있었으

나 3개월내 모두 회복되었고 영구마비는 없었다고 하였다.3) 

Na-der등은 이하선 천엽절제술과 이하선관 결찰술을 시행

받은 10예중 8예는 근치되었고 1예에서 타액루를 동반한 

이하선의 부종이 재발하였으나 마싸지 방법으로 치료되었으

며, 다른 1예에서 수술후 피판 아래에 타액이 고였으나 반복

적인 세침흡인과 압박 드레싱으로 치유되었고 1예에서 일시

적인 안면신경마비, 3예에서 Frey증후군, 4예에서 이개 부위

에 감각 저하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5) O’Brian등은 이하선 

천엽절제술을 시행받은 11예와 이하선 전절제술을 시행받

은 6예를 비교한 결과 두 방법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4)  

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은 구강으로부터 상행성 감염이 먼저 

일어나고 이차적으로 타액선관의 확장이 일어난후 마지막으

로 이하선 종창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많은 보고

에서 남자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Geterud 등은 25예의 

환자중 남자가 72%였다고 보고하였다.1)8-10) 하지만 Wat-

kin과 Hobsley는 연구대상 68예중 소아 26예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고, 16세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남자

보다 여자에서 7.5：1로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1)  

치료에는 보존적 치료(진통제, 항생제, 최타액약, 이하선관 

probing, 온마싸지, 이하선관 도관법, 스테로이드, 1% mer-

curochrome세척법 등), 방사선치료, 이하선관 결찰술, 이하

선 절제술, 고실신경 절제술 등이 있다.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

하선관 결찰술은 Diamant와 Enfors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Table 2. Prednisolone schedule 

 Prednisolone Cimetidine 

제  1일  60 mg (40-20) 1200 mg (800-400) 
제  2일  60 mg (40-20) 1200 mg (800-400) 
제  3일  60 mg (40-20) 1200 mg (800-400) 
제  4일  60 mg (40-20) 1200 mg (800-400) 
제  5일  60 mg (40-20) 1200 mg (800-400) 
제  6일  40 mg (20-20)  800 mg (400-400) 
제  7일  40 mg (20-20)  800 mg (400-400) 
제  8일  20 mg (10-10)  400 mg (200-200) 
제  9일  20 mg (10-10)  400 mg (200-200) 
제10일  10 mg  200 mg 

   

Fig. 3. Dilated interlobar duct(D) with inflammatory cells infilt-
ration in the surrounding tissue is seen (arrow head). The duct 
epithelium shows hyperplasia and squamous metapla-sia 
(arrow). Extensive fibrosis (open arrow)(H-E staining, ×100). 

Fig. 4. Chronically infected parotid gland. Inflammatory cells
infiltration (arrow head), Atrophic acinar cells (arrow), Exten-
sive fibrosis (open arrow) (H-E stainin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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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erud 등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추천하였

다.1)12) 이하선 천엽절제술과 전절제술은 근치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두 방법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반복된 염증

으로 이하선의 섬유화가 있는 경우 시행한다.4) 고실신경 절제

술은 최근 추천되는 방법으로 이하선의 분비촉진 신경섬유를 

차단하여 70%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여자에서 남자에 비해 8：1로 많았고, 보존

적 치료에 저항하는 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에 대해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한 전례에서 모두 근치하였고, 술후 일시적인 안면

신경마비(House-Brackmann grade II)가 있었던 2예는 1

개월내 자연 회복되었으며, 장액종 2예와 타액루 1예는 유출

관 삽입과 압박 드레싱으로 치료되었다. 수술후 함몰로 심한

기형이 있었던 2예, Frey증후군 1예, 술전에 안면신경마비가 

있었던 1예는 주기적인 추적관찰을 하였다. 만성 재발성 이하

선염의 급성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재발이 빈

번하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종양이 의심되는 경

우에는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하선 

천엽절제술을 시행받은 7예와 이하선 전절제술을 시행받은 2

예를 비교한 결과 두 치료 방법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수술적 

치료는 소아에서는 대부분 자연 관해 되기 때문에 금기이며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고 수술방법의 선택은 이하선 심

엽에 종물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이하선 전절제술을 시행한다. 

 

결     론 

 

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은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보존

적 치료로 실패한 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의 수술적 치료는 근

치 효과는 있으나 안면신경마비, 흉터, 기형 등의 합병증이 

있으므로 경험있는 술자에 의해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하며 

병인과 병태를 규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하

선관 결찰술, 이하선 절제술, 고실신경 절제술등의 선택은 

술자의 경험과 선호도에 달려있다. 
 

중심 단어：만성 재발성 이하선염·이하선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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