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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눈꺼풀 정맥류에서 기인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꺼풀판 결막의 혈관내
유두상 내피세포 증식증
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Hyperplasia of the Tarsal Conjunctiva
Originating from Eyelid Va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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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hyperplasia of the palpebral conjunctiva originating from eyelid varix.
Case summary: A 26-year-old male without history of trauma or specific medical history was presented with a left upper eyelid
mass, which was noticed 1 year prior and the mass increased which was more prominent when patient face was turned downward or coughing and stooping.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revealed findings of 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hyperplasia. There has been no local recurrence during the 18 months follow-up.
Conclusions: According to previous reports 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hyperplasia showed no change in size. In this
case the mass size varied depending on the posture, this is a representative clinical manifestation of eyelid varix which was believed as one of origins of 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hyper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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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유두상내피세포증식증(intravascular papillary endothelial hyperplasia)은 Masson 종양으로 처음 기술된 바

생률의 차이는 없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호발한다. 예후
는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3,4

있으며 vegetant intravascular hemangioendothelioma, intra-

혈관내유두상내피세포증식증이 눈 부속기관에 발생하는

vascular angiomatosis, Masson's pseudo angiosarcoma로 불

경우는 극히 드물어 1974년에 Wolter and Lewis5에 의해

1,2

리기도 한다.

몸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으며, 주로

눈꺼풀에 발생한 예가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눈꺼풀과 안
5-9

진피증과 머리, 목, 손가락, 배 등의 피하층에서 발견된다.

와에 발견된 예가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

저자들은 정맥

특별한 외상 과거력 없이 발생하며, 나이와 인종에 따른 발

류의 임상양상으로 발현한 눈꺼풀 판 결막의 혈관내유두상
내피세포증식증 1예를 경험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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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특이 전신적 과거력 및 안과 질환력이 없는 26세 방글라
데시인 남자 환자가 1년 전부터 발생한 좌측 위 눈꺼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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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고개를 숙이거나 기침을 하면 종

터단층촬영상 좌안 위 눈꺼풀 부위에 조영 증강되는 경계

괴의 크기가 일시적으로 커졌으며, 종괴 주변으로 간헐적

를 가진 결절성 저밀도 병변이 보였다(Fig. 2).
3주 간 경과 관찰하였으나 종괴의 크기 변화는 없었으며,

통증을 호소하였다. 초진 시 시력검사상 나안시력은 우안
1.0, 좌안 0.8이었고, 골드만압평안압계로 측정한 안압은 우

확진을 위해 국소마취하 절제 생검을 시행하였다. 2% 리도

안 10 mmHg, 좌안 12 mmHg으로 측정되었으며, 세극등현

카인을 이용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한 뒤 좌측 위눈꺼풀을

미경검사 및 안구돌출계검사, 안구운동검사, 안저검사 등에

뒤집어서 눈꺼풀 판의 위쪽 경계부의 결막을 절개하여 종

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학적 검사상 좌측 위

괴를 박리하였다. 종괴는 눈꺼풀올림근 널힘줄에 단단히

눈꺼풀 피부의 돌출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는 아래를 주

유착되어 있었으며 조심스럽게 박리하여 눈꺼풀올림근 널

시할 때 더욱 저명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고개를 숙이거나

힘줄의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 없이 절제하였다(Fig. 3)

기침을 하는 경우 크기가 일시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였

결막은 8-0 바이크릴 봉합사로 봉합하였다.

다. 촉진 시 부드럽게 움직이는 종괴가 만져졌고, 눈꺼풀을

조직학적 검사상 내강을 가진 확장된 다양한 크기의 혈

뒤집었을 때 눈꺼풀 판 결막에서 지름 약 11 mm 크기의 낭

관과 섬유소 혈전이 관찰되었으며, 주변 구조와 경계는 비

성 종괴가 관찰되었다(Fig. 1). 조영제를 사용한 안와 컴퓨

교적 명확하였다. 혈관 내강 내부에 유두상 구조물이 관찰

A

C

B

Figure 1. External photograph of eyelid. (A) Protrusion of left upper lid due to cystic mass. (B) Protrusion of left upper lid is prom inent at staring down (arrow). (C) Cystic mass measured about 11 mm in diameter shown in palpebral conjunctiva of left upper lid.

A

B

Figure 2. Contrast enhanced orbital computed tomography. It shows small nodular hypodense lesion with enhancement in the left upper eyelid (arrows). (A) Transverse view, (B) coronal view.
19

- 검안 및 콘택트렌즈학회지 2020년 제 19 권 제 1 호 -

되었으며, 이 구조물들은 한 층의 내피세포가 저세포 콜라

혈관 내강의 유두상을 구성하는 혈관내피세포의 과도한 증

겐 물질을 덮고 있는 모습으로 관찰되었다(Fig. 4). 내피세

식을 특징으로 한다.10 안와 및 눈꺼풀에 발생하는 혈관내

포에는 유사분열이나 이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혈

유두상내피세포증식증은 종괴의 크기나 발생 위치에 따라

관내유두상내피세포증식증으로 진단하였다. 수술 직후 병

만져지는 종괴, 안구운동제한, 안검하수, 안구돌출, 각막 손

변 부위의 혈종, 감염, 창상열개, 눈꺼풀올림근 널힘줄 손상

상 등의 다양한 임상양상으로 보고되었으나 특정 행동에

으로 인한 눈꺼풀 처짐 등의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고 술 후

따른 종양 크기의 증감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발생 기전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종괴의 재발이나 새로운 병변은

에 따라 원발성으로 확장된 혈관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

관찰되지 않았다.

차적으로 기존의 혈관 기형에서 발생하는 경우, 혈관 외 위

9

치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된다.11

고

국내에서는 Kim et al9에 의해 눈꺼풀에 발생한 종괴를

찰

피부주름선을 따라 절제생검하여 혈관내유두상내피세포증
혈관내유두상내피세포증식증은 양성 혈관 내 병변으로,

식증을 진단한 1예가 보고되었다. 병변은 경계가 명확한 낭
성 종괴의 양상을 띄었으며 자세에 따른 크기 변화는 없었
다. 기존의 혈관기형이나 외상력이 없어 원발성으로 구분
하였다.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정맥류, 해면상
혈관종, 해면상 림프관종과 같은 혈관 내 병변 등에서 발견
된다.9 이 중 정맥류는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정맥
내 압력에 의해 확장되거나 구불구불해지는 변화를 일으킨
상태를 지칭하며, 안와 및 눈꺼풀 정맥은 얇은 벽으로 이루
어져 있어 안와 정맥류와 눈꺼풀 정맥류의 경우 압력이 높
아질 수 있는 발살바조작, 고개를 내리는 것과 같은 자세변
화에 의해 압력이 증가하여 안구돌출, 통증, 이물감 등의
안 증상을 유발하지만,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행위를 중단
할 경우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특징이다.12,13 본 증례는 병
변내 압력을 높이는 행위를 하였을 때 크기가 증가하는 정

Figure 3. External photo of cystic mass. Cystic mass was measured about 11 mm in diameter.

A

맥류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Kim et al9의
원발성으로 진단된 경우와 차이점이 있다.

B

Figure 4. Histopathologic findings. (A) Fibrin thrombi (arrowheads) and multiple papillary structures covered by a single layer of
attenuated endothelial cells (arrow) are shown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 × 100). (B) Papillary core is composed of hypocellular, hyaline collagen with small capillaries (arrows) (H&E stai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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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유두상내피세포증식증은 정맥 내 혈전에 의한 내

조직 소견과 정맥류의 임상 소견이 함께 관찰되어 혈관내

피세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직학

유두상내피세포증식증이 정맥류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병

적으로 확장된 혈관 내강으로 내피세포로 둘러싸인 미세

리학적 기전을 뒷받침하는 소견으로 생각되며 국내에서 아직

유두상 구조물의 증식이 관찰되고, 혈전이 동반된다는 것

보고된 바가 없어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이 특징이다.11 이차성 혈관내유두상내피세포증식증의 원인
의 하나로 생각되는 정맥류는 조직학적으로 확장된 근육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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