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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ngiomas are relatively common benign vascular lesions. However, caver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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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ngiomas are uncommon in external auditory canal (EAC). Here, we report a 69-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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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ly, and the patient is currently well without further problems, including recurrence, 1

old man with a cavernous hemangioma in the EAC. Surgical resection was performed

year after treatment. The management of vascular lesions in the EAC is discussed along with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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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이통, 이루, 현훈, 안면마비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소음 작업
장에서 10년 이상 작업하였으며, 기저질환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

양성 혈관성 병변(benign vascular lesions)은 크게 혈관내피세

환, 변이형 협심증이 있으며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가족력 및 과

포가 능동적으로 증식하여 성장하는 혈관 종양(vascular tumor)과

거력상 특이 병력은 없었다.

내피세포의 증식 없이 시간에 따라 단순 확장을 보이는 혈관 기형

외이도의 내시경 검사상 좌측 외이도 내측 하방에서 매끈한 표

(vascular malform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혈관종(hemangioma)

면을 가진 경계가 명확한 정상피부로 덮힌 종물이 관찰되었고, 종

은 양성 혈관성 병변의 대표적인 혈관 종양으로 병리조직학적으로

물로 인해 고막 상부 30% 정도만 관찰되었다(Fig. 1A). 순음청력

해면상혈관종(cavernous hemangioma), 모세상혈관종(capillary

검사(6분법)상 우측 기도 청력은 28 dB, 좌측 기도 청력은 33 dB

hemangioma) 및 혼합형으로 분류된다.[1] 혈관종은 선천성 두경

의 고주파수 음역에 국한된 난청을 보였으나 기도골도 차이는 없었

부 양성종양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신체 중 피부로 덮인 어느 곳에

고, 이명검사에서는 양측 4 kHz, 70 dB HL의 매미 소리를 호소했

나 생길 수 있으나 고막 및 외이도의 발생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다(Fig. 1B).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상 좌측 외이도 바닥에 국한된

있다.[2,3] 발생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성인의 경

것으로 보이는 연부조직 음영의 종물이 고막과 인접하여 관찰되었

우 타 혈관종보다 자연 관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고 이외에 중이 및 골 침범은 없었다(Fig. 1C, 1D). 외래에서 침윤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마취하에 절개생검을 시도했으나 절개직후 출혈이 발생해 조직이

저자들은 청력 감소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고막에 인접하여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생검은 시행하지 못했다.

좌측 외이도에 발생한 해면상혈관종 1예를 이내 접근법으로 성공적

좌측 외이도에서 발생해 고막에 닿은 양성종물로 판단되어, 당

으로 치료하였기에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일 수술병실에서 국소마취하 이내 접근법을 통하여 제거를 시도
했다. 외이도의 상, 하, 후방 부위에 Octocaine® (2% lidocaine +

▒ CASE REPORT

100,000 epinephrine; Dae Myung Industrial, Seoul, Korea)을
주사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한 다음 종물에서 외측 0.2 cm 외이도 후

69세 남자 환자가 3년 전부터 서서히 발생한 좌측 이명과 청력

하방 피부에 round knife로 피부절개를 시행하고 미세가위와 박리

감소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좌측 이명과 청력 감소 이외에

기로 골성부 외이도와 종물을 분리해 나갔다. 종물의 내측 끝 부위

Fig. 1
A

B

C

D

*

*

(A) The left external auditory canal was partially
obstructed by a pinkish mass covered with skin arising
from the inferior wall. (B) A pure tone audiogram revealed
normal hearing in right ear with pure tone threshold of
33 dB without an air-bone gap.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scans of the temporal bone showed
homogenous protruding mass (asterisks) in axial (C) and
coronal (D)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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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막과 닿아 있었으나 침범소견은 없어 고막의 손상 없이 완전

관이나 동양혈관(sinusoidal capillary)으로 구성되며 자연 퇴화 비

절제되었다(Fig. 2A). 종물 제거 후 확인한 골성 외이도에는 특이

율이 적어 상대적으로 성인에서 더 많다.[4] Freedman 등[9]은 처

소견이 없었다. 외이도 피부 결손 부위는 1.2 cm × 0.5 cm 크기

음으로 고막을 포함한 외이도에 발생한 해면상혈관종을 보고했고

였고, 이내 절개 후 채취한 연조직으로 노출된 골성 외이도 부분을

이후 Limb 등[6] 및 Hawke와 van Nostrand [10]에 의해 보고된

®

덮고 Silastic sheet와 Spongostan (Johnson & Johnson, New

바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외이도에 국한된 해면상혈관종이 2006년

Brunswick, NJ, USA) 및 나일론 거즈로 외이도를 충전하였다. 제

처음 보고된 이후 본 보고가 세 번째 증례이다.[2,11] 해면상혈관종

거된 종물은 1.0 cm × 0.5 cm × 0.5 cm 크기로 조직병리적 검

은 주로 50-60대에 발견되며 남녀의 비가 5:1로 남자에서 흔하고

사상 두꺼운 혈관벽과 다양한 크기의 불규칙한 배열의 혈관을 보여

일반적으로 중이나 외이도 골은 잘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해면상혈관종으로 진단되었다(Fig. 2B).

있다. 그러나 드물게 병변의 외이도 후벽 골 혹은 중이강 내 침범이

환자 회복과정에서 특이소견은 없었고, 수술 후에도 좌측 난청
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명은 일부 감소되었다고 진술했다. 3개월 뒤

동반되어 유양동 삭개술(mastoidectomy)을 통한 제거가 시행된 예
가 보고된 바 있다.[6,12]

시행한 이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적인 외이도와 고막 소견을 보이고

증상은 종물의 크기, 위치, 주위 구조에 미치는 압력, 내부의 출

있었으며(Fig. 2C), 수술을 시행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현재 외이도

혈이나 혈전 등과 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무증상에서부터 환측의

및 고막에 재발된 소견 없이 정기적인 외래 관찰 중에 있다.

청력감소, 이명, 이충만감, 이루, 이통 등으로 다양하게 보일 수 있
다. 이전 보고들에서 혈관종의 고막 침범 유무에 따라 주로 청력 저

▒ DISCUSSION

하가 보고된 바 있다.[6,7] 본 증례에서는 난청과 이명을 호소했으
나 술 후 환자의 난청에 변화가 없었고 이명만 일부 호전된 것으로

선천성 두경부 종양 중 가장 흔한 원인인 혈관종은 생후 1세에

보아, 장기간 소음성 환경 노출 병력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서 우연

대부분 발생하고 이후 2세부터 서서히 퇴화하여 대부분 12세 전후

히 발견된 외이도에 국한된 해면상혈관종으로 생각되며 적절한 치

에 자연 관해되어 성인에서의 혈관종은 소아에 비해 발생 빈도가

료를 통해 종물의 추가적인 증상 유발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혈관종의 발생과 원인은 명확

혈관성 종물은 이내시경 검사를 통해 표면이 매끄럽고 둥근 모

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혈관종을 가진 소아의 혈액 및 소변에서 혈

양의 적색 종물이 보이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6,8,13] 혈관성 종

관 증식을 일으키는 angiogenic peptide basic fibroblast growth

물의 병변 범위 확인에 있어서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이 가장 기

factor (bFGF) 수치가 상승되어 있어 혈관종의 발생에 관계가 있는

본적인 영상검사이며, 외이도의 비정상적인 연부조직 음영이 특

것으로 추정된다.[8]

징적인 소견이다.[14] 본 증례에서도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혈관종은 한 층의 내피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정상 또는 비정상적

경계가 다소 분명히 구분되는 연부조직 음영의 종물이 좌측 외이

인 형태의 혈관의 증식으로 이루어지며, 병리조직학적으로 크게 해

도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이 혹은 골 침범은 없는 것을

면상, 모세상,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해면상혈관종은 주로 큰 정맥

수술 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경정맥사구

Fig. 2
A

B

C

(A) The removed mass was red with a smooth surface, measuring 1.0 cm × 0.5 cm × 0.5 cm. (B) Histopathologically, the lesion had thick-walled vessels (×40). (C) Endoscopy
at 3 months postoperatively showed a normal external auditory canal and tympanic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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