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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ynecomas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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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necomaslia has an incidence 01 32 to 65% in the male population. This condition has importa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impacts. The eti이。gy 01 gynecomastia is mullifact 。끼al. Surgical management moslly consisted of excisional technique. This

article reviews excisting article on the gynecomastia. (J Med 미e SCI 2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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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유방충 (Gynecomas 디a)의 정의는 양성 (benign) 의 과도

하게 남성의 가슴이 커지는 것으로，초기에는 드문 것￡로 생각

되었으냐 2차 세계대전시기에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10만 영당

8영 정도로 받표되었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발표자에 따라 32-
65%에 이를 정도로 많마고 한다 국내의 경우에도 점차 환자가

늘어나서 이에 대한 이해가 멸요히여 여성형유방중 전반에 관해

논하=f 한다 1-5)

여러 7f.지 원인뜯이 추정되고 있으며，임상에서는 여성형 유방

을 임의로 생리학적.병리학적.약월에 의한 것‘특발생 (Table 1)

으로 분류하며. 이충 특받성이 가장 크다 (25%) 또한 얄려진

약월에 의해 여성형 유방중이 발생활 수 있으며 (Table 2)‘알려

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약을플이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9)

조직학적으로 Bannayan 과 Hajdu 는 유선섣채 (s!roma)2f 유관

(ductaJ) 의 성장에 관해 정리하였고 이에는 초기 (norid) 중간상태

(intennediate) 그리고 섬유회{fibrous) 상태로 나누었고 florid

상태는 기칠섬유모세포 (fibroblastic 5σ。ma)가 많아지며 유관듣

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태이며， 섬유화 상태는 유관의 층식은

원 인

거의 얻수 없으며 성유화가 심화돼 있는 상태이며 중간 상태는

초기와 섭유화 중간정도라고 하였다 시기별로 여성헝유방이

시작된 지 4개웰 이내에는 대개의 경우 초기 상태이며 1년 이상
이연 섬유화 상태이다 -3-11)

Table 1. Cause of Gynecomastia

1. Drug classed associated with gynecomastia
Estrogens
Gonadotropins
Androgens
Anti-androgens (cyprotereone.nutamide)
Cancer chemotherapy agents (aklylating agents)
Calcium channel blockers (verap밍nil. nifedipine. diltia7.em)
Angiotension-converting en1Jl'me-inhibitoπ (captopril. enalapriJ)
Digitalis preparalions
Dopamine blockers{phenothi없ines. metoclopramide‘domperidone)
Central nervous SySoormagents(bicyc!ics. diazepam. phenytoin)
Drugs of abm핑(mwiiuana.heroin. methadone. amphetamines)
Anti-tubercu!ous agents( isoni없id，ethionamidc. thiaceta7.one)

2. lndividaul drugs commonly associated with gynecomastia
Cimetidine
Spironolactone
Ketoconaz이e

3. Miscellaneous drus related ω gynecomastia
Amiodarone
Aurano’1n
Clomiphene
Etretinate
Metronida7.one。mepeTa7.ole
Pcnicillamine
Sulindac
Theophylline

Adapted from Glass. A.R. Gynecomastia.Endocrinol
Met8b.Clin.North Am.23: 825. 1994



Kwang Sik Kim. GiI Chne Lim.Byung Min Yun

지 ç:f ‘
→← i 一「→ ..-_.-----→」

콜라인웬터충후군 O<Jinefelter)의 경우 여성형 유방이 동반되

며‘이 경우 유방앙이 결힐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60배가량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휠라인웰터중후군이 아닌 여성형유방

환자의 경우 일반 냥성틀과 비슷한 비윤로 유및빵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치료 시에 조직검시플 시행하지 않는

지방홉잉승로 치료륜 하여도 적당한 방법이다 J)

암과의 연관성 치 료

수술적치료와 비수슐적 치료로 냐뒤다 비수술적 치료는 원인

이 되는 약블음 아는 경우 이휠 중단하거나 테스토스테흔이나，

항에스트로젠 제재의 복용 풍이 있으나，여성형유방증이 시간이

경과해 성유회장태기로 접어틀연 약불치료플 하여도 원상태로

한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수송적 치료가 현재에는 중심을 이룬다

수숨적 치료에는 절제법‘홈입법 (Jjposllction) ‘정져와홈입을 통시
에 시행하는 방법 퉁이 있다 Å~이즈가 아주 큰 경우가 아니연

홉임윤 봉한 지방홉임송이 수쌀 후 유영륜，흉터퉁을 낮흉 수

있어서 좋은 방법으로 오늘날 자리 장게 되었다-'>-1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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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 유방증녁은양성의 영연으로 청상남성의 65%까지 유영

판~1보고되는 많은 증상으로 원인에 대해 여러 추정틀이 있으나

가장 많은 경우는 특발성이며 또한 유발올 시키는 약붙이 암려

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약웅을 복용하지 않거나 끊는 내과적 방법

을 시도해환 수 있으며‘수술적 치료에는 지방홈입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틀 얻을 수 있겠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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