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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결막육아종 환자에서 베바시주맙 주사 후 호전된 1예

Recurrent Conjunctival Granuloma Treated with Subconjunctival Bevacizu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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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report a case of recurrent conjunctival granuloma showing complete resolution  after bevacizumab injection. 
Case summary: A 45-year-old female presented with a mass near right upper punctum for one month. She underwent surgical 
resection and was diagnosed as the conjunctival granuloma. Thereafter, the granuloma recurred five times. At the last re-
currence, bevacizumab was injected into the granuloma and surrounding tissue with surgical resection. There was no re-
currence and no side effects for seven months after surgery.
Conclusion: Subconjunctival bevacizumab injection therapy may be a useful treatment in patients with recurrent conjunctival 
granuloma.
J Korean Ophthalmol Soc 2020;61(7):815-818

Keywords: Bevacizumab, Granuloma

￭ Received: 2019. 12. 10. ￭ Revised: 2020. 2. 27.
￭ Accepted: 2020. 6. 2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oo Jung Lee, MD, Ph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Haeundae Paik Hospital, #875 
Haeundae-ro, Haeundae-gu, Busan 48108, Korea 
Tel: 82-51-797-2310, Fax: 82-51-797-2030
E-mail: kris9352@hanmail.net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to disclose.

ⓒ2020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육아종은 양성 종양 중 하나로 육아조직으로 이루어진 

염증성 결절병변을 말하며, 병리학적으로 형질세포, 백혈

구, 림프구, 미성숙한 모세혈관, 내피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 육아종을 일으키는 선행 요인으로는 산립종, 안과수

술, 외상이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

인 치료 방법으로는 외과적 절제 및 조직검사와 함께 스테

로이드 주사를 할 수 있으며, 재발성인 경우에는 냉동 요법, 

전기소작술, 방사선 치료, 항대사 물질 접촉 요법 등을 시

도해 볼 수 있다.2-6

재발성 화농성 결막육아종에서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는 

다르게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nti-VEGF)인 베바시주맙(Avastin, Genetech,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 주사 후 호전을 보인 

1예가 있지만,7 아직 국내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45세 여자 환자에서 베바시주맙 주사 후 치료된 

재발 결막육아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

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만 45세 여자 환자가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안 상부 눈

물점 근처의 덩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전신 질환 과거력

으로는 3년 전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후 골수 이식을 

받아 완전 관해된 상태이며, 안과 수술력으로는 8개월 전 

양안의 눈물점 협착과 코눈물관폐쇄로 양안 눈물점성형술

과 코눈물관탐침수술, 우안의 실리콘관삽입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었으며, 수술 후 3개월 후에 우안의 실리콘관은 

제거되었다. 초진시 나안시력은 양안 1.0이었으며 안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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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hotographs of the patient. (A) Right eye showing conjunctival granuloma medially located from the right upper punctum 
before subconjunctival bevacizumab (Avastin, Genetech,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 injection. (B) Follow-up picture at 
7 months after subconjunctival bevacizumab injection, revealing complete resolution of granuloma.

우안 12 mmHg, 좌안 13 mmHg였다. 세극등현미경검사상 

우안 상부 눈물점을 침범하지 않은 내측 결막에 육아조직

형성이 관찰되었으며, 그 외 각막, 전방, 수정체, 안저에서

는 이상 소견은 없었다. 눈물길관류검사에서는 우안 눈물

길 폐쇄는 없었다.

우안 상부 눈물점 근처 덩이에 대해서 외과적 절제를 하

였으며 조직검사에서 형질세포, 백혈구, 림프구, 미성숙한 

모세혈관, 내피세포 등으로 이루어진 염증성 결정 종양으

로 확인되어 육아종으로 확진하였다. 2주 후 재발하여 재발

성 육아종에 대하여 외과적 절제, 스테로이드 주사 및 절제

부위에 4분간 Mitomycin C를 적신 sponge를 국소 접촉시

켰다. 수술 후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 안약 및 안연고를 사

용하였으나 그후에 동일 위치에 1년 동안 5번 재발하였고, 

5번째 재발시 외과적 절제와 함께 베바시주맙을 10 mg/

0.4 mL가량 육아종 내와 주위 조직에 주사하였다. 수술 후 

7개월동안 우안 상부 눈물점 근처에 육아종 재발은 관찰되

지 않으며, 안압은 정상이었고 그 외 다른 부작용은 관찰되

지 않았다(Fig. 1).

고 찰

육아종은 양성 종양으로 병리학적으로 뚜렷한 소엽이 관

찰되며 중앙의 큰 혈관 및 미성숙한 모세 혈관으로 골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급성 및 만성 염증성 세포 침

윤이 혼합되어 있는 소견을 보인다. 육아종은 일반적으로 

외과적 절제와 함께 스테로이드주입술, 재발성인 경우에는 

냉동 요법, 전기소작술, 방사선 치료, 항대사 물질 접촉 요

법으로 제거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3-15%의 국소 재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성 병변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1,2

육아종 형성에 관여하는 여러 혈관생성인자 중에 혈관내

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가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7 
혈관내피세포의 

이주 및 증식 촉진,8 혈관투과성 증가 및 대식세포, 과립백

혈구의 주화성 증가에 관여를 하여 신생혈관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신생혈관이 생기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10 첫 

번째는 골수로부터 혈관형성인자에 의해 새로운 혈관이 생

성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혈관에서 새로운 혈

관이 생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안과질환에서 발생하

는 신생혈관 기전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혈관형

성 억제 인자들과 촉진 인자들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

한다고 알려져 있다.11

베바시주맙은 VEGF와 결합하는 항혈관생성인자 제제로 

이미 망막, 녹내장 영역에서는 유리체강 내로 베바시주맙

을 주사하여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치료가 전통적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각막에 신생혈관이 생성된 환자들이나 재발

성 결막 유두종 환자에서도 결막하 베바시주맙 주사가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2-14 

Kasturi et al7
은 외상에 의한 재발 화농성 결막육아종 환

자에게 베바시주맙 2.5 mg/0.1 mL를 주사하여, 거짓군날개

가 생긴 것을 제외하면 술 후 1년간 재발 소견을 보이지 않

았다고 하였다. 본 증례에서도 재발 결막육아종에 대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던 외과적 절제, 스테로이드주입술, 항대

사물질(mitomycin C) 접촉 요법을 시행했음에도 재발하여 

외과적 절제와 함께 베바시주맙을 육아종 내와 주위 조직

에 주사하였으며 주사 후 재발은 없었다. Mitomycin C 접

촉 요법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 눈물점 협착에 의한 

눈물흘림이 가장 흔하다고 하며, 그 외에도 결막충혈, 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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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독성에 의한 각막부종 등이 보고되고 있다.15 
베바시주

맙 주사 치료에서 부작용으로 안압상승이 생길 수도 있다

고 하나 본 증례에서는 안압상승은 없었다.14 

결막육아종은 큰 혈관 및 미성숙한 모세혈관으로 주 골

격이 형성되어 있어 그 주변으로 급성 및 만성 염증성 세포 

침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베바시주맙 주

사 치료가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대식세

포 및 과립백혈구에 의해 발현되는 싸이토카인들을 억제하

여 염증성 세포 침윤 억제 및 주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 후 병변내 주사 치료를 시행하

였고 치료 후 재발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추가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결막육아종 환자에서의 

베바시주맙 결막하 주사 치료의 용량, 부작용 등에 대한 연

구가 보완된다면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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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재발 결막육아종 환자에서 베바시주맙 주사 후 호전된 1예

목적: 외과적 절제 및 스테로이드 주사에도 호전되지 않은 재발 결막육아종 환자에서 베바시주맙 주사 후 치료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45세 여성환자가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안 상부 눈물점 근처의 덩이를 주소로 내원하여 덩이에 대하여 외과적 절제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에서 결막육아종으로 진단되었고 5번 재발하여, 마지막 수술시에는 외과적 절제와 함께 베바시주맙

을 덩이와 주위 조직에 주사하였다. 수술 후 7개월 동안 재발은 보이지 않았으며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베바시주맙 주사 치료는 재발 결막육아종 환자에게서 유용한 치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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