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5 -

서      론

정맥 기형은 지속적인 정맥 관의 확장으로 발생하는 저유속

(slow flow) 혈관 기형이다. 조직학적으로 평편한 혈관 내피

세포와 평활근이 결여 된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다.1) 에탄올

은 임상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경화제로, 세포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혈관벽의 내피 손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혈관 

내강의 폐색을 일으키게 된다.2) 이러한 에탄올의 특성으로 정

맥기형의 치료에 사용 되었다. 에탄올은 또한 빠르게 대사되

고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치료결과와 낮은 재발률을 보

여, 크기가 크고 복잡한 양상의 정맥기형의 치료에 주로 사용 

되어진다.3) 하지만 에탄올 경화요법은 주변 조직에 괴사를 일

으킬 수 있고 주입양이 많거나 주변 조직으로에 에탄올 유출

로 인해 기도 합병증, 감염, 신경 손상, 심혈관 허탈 등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이상와에 발

생한 정맥기형을 1회의 에탄올경화요법으로 특이 부작용 없이 

치료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

고자 한다.

증      례

63세 남자 환자가 건강검진시 시행한 내시경검사에서 발견

된 이상와의 종물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이물감등의 

호소 증상은 없었으며, 다른 특이 질환의 과거력은 없었다. 내

원시 시행한 후두경 검사에서 우측 이상와를 가득 채운 검푸

른 색의 종양이 관찰되었으며, 성대 마비나 후두부위 다른 이

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A). 종양의 범위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우측 이상와 

부위에 1.8×1 cm 저음영을 보이면서 내부에 편심 혈관 구조 

(eccentric vascular structure)를 보이는 조영 증강이 관찰되

었다(Fig. 1B). 이에 저자는 이상와에 발생한 정맥기형으로 진

단하고 에탄올 경화술을 계획하였다. 경화요법을 위하여 사

용된 에탄올은 99% 에탄올로서 10 mL를 사용하였으며, 전

신마취하 에탄올 경화요법을 시행하였다. 전신마취 후 23 G 

spinal needle을 이용하여 천자를 시행하여 정맥 출혈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병변 부위에 10 mL의 에탄올을 주입 하

였다. 에탄올 주입 후 5분간 보스민을 적신 솜으로 에탄올 주

입부위를 압박하여 에탄올이 새어 나와 주변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였고 이 후 출혈 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

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인후 수술 후 3일째 특이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으며 수술 9일 후 내원한 외래에서 시행한 후두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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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scribe a case of venous malformation of pyriform sinus in 63 year-old patient, discovered incidentally. Venous malfor-
mation are the most common vascular malformations to arise in the head and neck. However venous malformation of the hy-
popharynx in the adult papulation are rare. The author performed successfully ethanol sclerotherapy for venous malformation 
of pyriform sinus, so we present the case with a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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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요법시행부위의 괴사가 진행되고 크기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A). 환자는 수술 17일 후 경부 

이물감을 느껴 헛기침을 한 후 발생한 종이컵 1/3분량 출혈

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당시 시행한 후두경에서 급성 출혈

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관찰된 종양이 떨어져 나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B). 이후 출혈은 없었고 수술 1개

월 후에 병변 부위의 완전소실을 확인하였으며, 12개월까지 

경과 관찰시 재발 및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다(Fig. 2C).

고      찰

정맥기형은 림프계 이상과 함께 가장 흔한 혈관기형중 하나

이다. 대개 선천성으로 존재하는 병변이며 신체가 성장할수록 

동반되어 커지는 양상을 가지며, 자연퇴화는 하지 않는다. 정

맥 기형의 발병률은 약 1:5,000~10,000명이며 그 중 약 40%

가 두경부에 발생한다. 특히 구강, 기도관 및 근육에서 발생 

한다.4) 기도 주변에 발생한 정맥 기형은 미용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통증, 궤양, 출혈 인접구조물의 침범및 압박등의 합병

증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합병증으로 발성, 호흡 연하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질식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5)

일반적으로 혈관기형의 감별 진단은 초음파로 혈류 속도

를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표면부에서 발생한 정맥

기형은 임상적으로 진단이 수월하나 본 증레처럼 얼굴과 목

의 심부 영역에 발생한 병변의 경우 임상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컴퓨터 단층촬영은 일반적으로 혈관

기형의 감별진단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맥혈전에 의해 발생하

는 정맥결석이 관찰되는 경우 정맥기형을 진단할 수 있다. 본 

증례처의 저음영 종양의 내부에 편심 혈관 구조를 보이는 조

영 증강이 관찰되는 경우도 정맥기형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견이다.

두경부영역의 정맥 기형에 대한 치료는 두부 거상법을 포

함한 보존적 치료에서부터, 경화요법, 레이저 치료, 수술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6) 치료 효과와 시술자의 선호도, 

병변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 하며, 병변이 인접한 구조

로 퍼져있을 수 있기에 일차 치료로 외과적 절제보다는 경화

치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7) 에탄올 이용한 경화요법

은 주변 조직을 강하게 자극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에탄올의 주입시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digital subtrac-
tion angiography)을 이용 하여 직접 시각화하면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8) 두경부 영역의 혈관 기형에 대한 에탄

Figure 1. Periopeartive findings. A : 
Preoperative laryngoscopy shows 
a dark-bluish tumor on the right 
piriform sinus region. B : Comput-
ed tomography shows that a con-
trast enhancement with eccentric 
vascular structure was observed in 
piriform sinus (arrow).

A B

Figure 2. Laryngeal findings on 9 (A), 17 (B) and 402 (C) postoperative days, respectively. The tumor disappeared on 17 postopera-
tive days.

A B C



양연준·강민수·김상협·문정환

- 137 -

올 단독 요법의 효과는 84~100%였으며, 신경 손상과 괴사 

및 궤양과 같은 국소 피부손상을 포함한 합병증은 평균 18%

에서 61%까지 보고 되었다.9) 본 증례에 경우 신경손상이나 심

한 통증과 같은 합병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경화 치료 후 괴

사된 병변으로 인해 입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괴사된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시적인 출혈 합병증을 보였다. 본 

증례에서 1년간 경과 관찰한 결과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았

고 수술 후에도 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다 이상와에서 발생

한 정맥 기형에서 에탄올 경화요법은 안전하고 시행 가능한 

시술로서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에탄올 경화요법의 효과를 확

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이상와ㆍ정맥 기형ㆍ에탄올 경화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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