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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상모반을 동반한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 환자 1예의 임상양상과 
빛간섭단층촬영 소견

A Case of Wyburn-Mason Syndrome with Facial Nevus Flammeus and the 
Associate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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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scribe a case of Wyburn-Mason Syndrome, which is a rare phakomatosis, and its associate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findings.
Case summary: A 5-year-old boy was referred to our clinic for decreased vision in his right eye. He had nevus flammeus on his 
right forehead, upper eyelid, and cheek. His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was hand motion in the right eye, in which a relative af-
ferent pupillary defect was noted. Fundus examination of the right eye showed marked dilation and tortuosity of retinal vessels, 
which could not be discriminated between arteries and veins on the posterior pol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howed multi-
ple large intraretinal vessels without involvement of the internal limiting membrane. Cerebral angiography revealed arterio-
venous malformations (AVMs) and feeder vessels from the internal carotid artery to the ophthalmic artery, extending to the eth-
moidal artery in the nasal cavity.
Conclusions: Wyburn-Mason syndrome is a rare phakomatoses and shows unique retinal AVM. Misdiagnosis or undertreatment 
of Wyburn-Mason syndrome can lead to serious complications. Patients with facial nevus flammeus should undergo thorough 
ocular examinations to rule out this disorder.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s a useful method for understanding structural fea-
tures of retinal vascular malformations in Wyburn-Mason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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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번 메이슨 증후군(Wyburn-Mason syndrome)은 드문 

비유전성 모반증(phakomatosis)으로, 망막, 피부 그리고 뇌

신경계에 동정맥기형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안저검사에서 망막의 구불거리고 확장된 동정맥기

형이며, 두개 내에도 동정맥기형 소견을 보일 수 있어 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출혈 등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할 

수 있다.1,2 뇌 병변 없이 망막에서만 동정맥기형이 발생하

는 경우도 보고되었으며, 이는 포도상혈관종(racemose he-

mangioma)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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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acial photo of the patient. Nevus flammeus was seen 
on the right forehead, nose, upper lid and cheek. 

Figure 2. Fundus findings of the patient. (A) The fundus photograph of the affected eye showed characteristic retinal vascular fea-
tures of enlarged and tortuous vessels with “Bag of Worms” appearance. (B) The wide field fundus photograph of the affected eye 
showed vascular abnormality mostly confined to the posterior pole. (C) Fluorescein angiography of the affected eye. Very rapid ar-
terial and venous filling was noted only at 4 seconds after injection. (D) No fluorescein leakage was noted even in the late phase.

지금까지 국내에서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과 포도상혈관

종에 대한 증례가 발표된 바가 있으며, 모두 안저검사에서 

전형적인 망막의 동정맥기형 소견을 보였다.3-6 하지만 국내

에서 얼굴 피부에 화염상모반을 동반한 와이번 메이슨 증

후군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저자들은 얼굴 피부에 화염상

모반을 동반한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 환자에서 망막 빛간

섭단층촬영 소견도 확인할 수 있었던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보고

5세 7개월 된 남아가 내원 5개월 전 우연히 발견된 우안

의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아는 태어났을 때부

터 화염상모반이 우측 이마, 코, 윗눈꺼풀, 볼에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였다(Fig. 1).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안전수동이었고, 좌안 0.8이었으며, 안압은 양안 모두 

12 mmHg였다. 안구운동검사 및 전안부검사에서 특이소견

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우안의 동공반응이 좌안에 비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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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f the affected eye. Multiple vascular enlargements within the retina 
caused prominent shadowing artifacts. Abnormal vascular structures were confined to the intraretinal structure without involvement 
of the highly reflective membrane structure regarded as the internal limiting membrane.

저하되어 있었고, 우안의 상대구심동공운동장애가 관찰되

었다. 안저검사에서 우안 안저에 시신경유두를 중심으로 

구불거림이 심하고 동정맥 굵기와 색이 비슷하여 동정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혈관이 후극부를 덮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좌안 안저소견은 정상이었다. 빛간섭단

층촬영에서 우안에 내경계막으로 판단되는 고반사성 막을 

넘지 않는 다발성의 커져 있는 망막 내 혈관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한 그림자결함(shadowing artifact)이 확인되었다

(Fig. 3). 시유발전위검사에서는 좌안에 비해 우안의 잠복기 

지연과 진폭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형광안저혈관조영검

사에서 맥락막 배경형광이 명확히 확인되기도 전인 형광물

질 주입 4초만에 우안 망막동맥과 정맥 모두 충만 소견을 

보여 일반적인 혈관 충만 형태보다 충만 속도가 매우 빨랐

다(Fig. 2). 형광의 누출은 후기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변부 망막의 비관류 부위가 다발성으로 확인되었다. 뇌

혈관조영술에서 2.5 × 4.0 cm 크기의 동정맥기형 소견이 

확인되었고 우측 내경동맥으로부터 우측 안동맥이 직접 연

결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동정맥기형은 우측 비강 

내의 벌집동맥까지 연장되어 있었다(Fig. 4). 

뇌혈관기형의 추후 파열 가능성 및 관련 합병증 발생을 

고려하여 영양혈관(feeder vessel)에 대한 뇌혈관색전술을 

권유하였으나, 환자는 타 병원에서 진료 후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동정맥기형의 제거를 시도하였고, 시술 4개월 후 갑

작스런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고 찰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은 드문 모반증으로, 태생기 발육 

과정 중에 혈관 중배엽이 망막의 신경층으로 침투하지 못

하고, 모세혈관을 형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동정맥기형이

다.7 이러한 동정맥기형은 망막에서 중뇌까지 연결되는 시각

경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 이상, 안구운동 이

상을 포함한 안과적 합병증과 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 등과 관련된 신경과적 합병증을 동반하게 된다.8,9

문헌상으로는 1874년 Magnus가 최초로 망막의 동정맥

기형을 보고하였고,10 1937년 Bonnet 등이 2명의 환자에서 

망막과 뇌에서 동시에 확인된 동정맥기형에 대해 기술하였

으며,11 이후 1943년에 Wyburn-Mason이 20명의 중뇌 동정

맥기형 환자 중 14명에서 망막 동정맥기형이 있음을 보고

하면서 특정 진단으로 정립되게 되었다.1 이후의 여러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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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erebral angiography of the right internal carotid artery (ICA) and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of vascular structure. 
Direct communication from ICA to ophthalmic artery was noted. Arteriovenous malformations involved the right orbit, optic 
chiasm, hypothalamus and midbrain.

에서 선천 망막 동정맥기형이 있는 환자의 23-81%에서 뇌

혈관의 기형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2,13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에서 망막의 동정맥기형은 20대 이

전에 발견되고, 남녀 발생률은 비슷하며 산발적인 발생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단안으로 나타나고, 후극

부를 침범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망막 전체를 침범하는 

형태를 보이나 망막 일부분에 국한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침범되는 위치에 따라 시력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

난다. 동정맥기형으로 인해서 망막출혈, 유리체출혈, 중심

망막정맥폐쇄, 신생혈관녹내장이 합병될 수 있다.7,14

뇌혈관조영술에서는 안와, 시상, 시상하부, 시신경교차 

등의 위치에서 다양한 혈관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혈관기형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두통은 지주막하출혈

의 증상일 수 있으며, 단측성의 이마 부위 두통은 안와 내

의 동정맥기형으로 유발될 수 있다. 시야반맹은 동정맥기

형이 시신경교차를 침범하였거나 시삭을 침범하였을 때 나

타난다. 혈관기형이 뇌간, 특히, 피질척수로를 침범한 경우 

편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안구운동 마비, 눈떨

림, 안구돌출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경련성 질환이나 

안면마비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

에서 발생한 뇌혈관기형은 대부분 10-20대에 출혈되는 경

향이 있으며, 그 결과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7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을 가진 환자에서의 정확한 

사망률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터지지 않은 동정

맥기형은 매년 2-3% 환자에서 출혈위험이 있고, 매년 1% 

환자에서 사망 위험이 있다.15 증상이 있는 동정맥기형의 

경우는 매년 4% 환자에서 출혈위험이 있으며,16 이러한 출

혈위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된다.17 따라서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에서도 적절한 환자 선택을 통해 뇌동정맥기

형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발표되었던 증례들을 살펴보면,3-6 1981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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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서 Bae et al3은 11세 여아에서 단안의 시력저하로 

시행한 안저검사에서 시신경유두 주위에 집중된 망막혈관

의 확장 및 구불거림이 발견되었고, 신경외과적 검사에서

는 특이사항 없었으나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고 보고하였다. 1996년에 Joo and Lee4의 보고에서는 단안

에 발생한 비문증과 시야장애로 내원한 18세 남자 환자에

서 안저검사상 우안에 유리체 출혈과 함께 시신경유두 부

위에 국한된 혈관기형 소견을 보고하였고, 좌안 시신경유

두 부위에도 작은 동정맥기형 소견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 증례에서도 자기공명영상 소견에서 뇌혈관의 이

상 소견은 없었다고 하였으나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2001년에 Jang et al5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단안 

시력저하를 보이는 9세 남아에서 검사상 광범위한 망막 동

정맥기형과 함께 자기공명영상과 뇌혈관조영술에서 시신

경, 시신경교차 및 시삭주위의 동정맥기형이 관찰된 바 있

으며, 2010년에 Shin and Lee6는 뇌실 내 출혈로 인한 의식

소실로 내원한 13세 여자 환자에서 뇌동정맥기형과 함께 

발견된 광범위한 부위의 망막 동정맥기형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 먼저 보고된 두 증례3,4에서는 망막 동정맥기형 소

견만 확인되었고, 나중에 보고된 두 증례5,6에서는 망막 및 

뇌 동정맥기형이 동반된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을 보고하였

다. 그러나 국내에서 보고된 증례에서 안면부 피부의 이상

소견과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증례에서는 망막 및 뇌혈관의 기형과 동반하여 안면

부에 특징적인 화염상모반이 함께 관찰되었다. 안면부에 

화염상모반이 동반되는 경우 스터지-웨버 증후군이나 클리

펠-트레나우네이-웨버 증후군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스터

지-웨버 증후군은 맥락막혈관종이 동반된다는 점, 클리펠-

트레나우네이-웨버 증후군은 팔, 다리뼈의 성장이상을 동

반하면서, 동정맥기형이 아닌 모세혈관 및 정맥기형이 동

반된다는 점에서 이번 증례와 차이를 보인다.18 본 증례에

서는 우측 뺨, 안검, 이마에 모두 침범을 보였으며, 붉고 푸

르스름한 형태의 포도주색 반점(port-wine stain) 형태의 피

부 소견을 보였다. 이전 보고에서 안면부 피부의 화염상모

반까지 동반한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은 전체 보고의 22.3%

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안면부 피부 중에서도 가장 많

이 침범되는 부위는 뺨(40.7%)이며, 그 외에도 안검(29.6%), 

이마(25.9%)의 침범을 보였다.7

이전 연구에서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의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으로는, 망막의 동정맥기형 혈관을 따라 시각수용체층

의 바깥층의 소실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장액성 황반부 신

경망막박리와 낭포황반부종 소견이 보이기도 하였다.19,20 

Chowaniec et al2은 빛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한 연구에서 망

막의 안쪽 층에 다발성의 큰 혈관들이 그림자 결함을 보이

며, 제일 안쪽으로는 내경계막이거나 후피질유리체로 판단

되는 고반사성 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본 

증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의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을 보

였으며 망막 동정맥기형으로 망막 내 혈관이 커져 있는 소

견을 보였고 고반사성 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망막내층에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내경계막을 넘지 않는 범위였으

며 이로 인한 그림자 결함을 보여 망막외층의 구조는 정확

히 확인되지 않았다. 동정맥기형이 중심와를 침범하였으며, 

빛간섭단층촬영에서는 동정맥기형으로 인해 중심와가 구

분되지 않았다.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의 자연경과는 동정맥기형의 위치

나, 크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동정맥기형이 안정적인 경우 평생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

다.21 뇌출혈이 있는 경우나 크기가 작은 동정맥기형은 수

술적 제거를 시도할 수 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영양혈

관(feeder vessel)에 대한 색전술(embolization)과 정위방사

선수술이 있다. 색전술의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수술 전 크

기를 줄이는 치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치료적 

목적으로 행하여 진다. 정위방사선수술은 주변 조직의 손

상을 최소화하면서 비침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이번 증례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

이 시술 후에 혈관 폐색이 지연되어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에서 뇌동정맥기형의 치료 시

기는 확립되지 않았다. 치료에 따른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

고, 동정맥기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신경학

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헌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하였을 때, 많은 환자들에서 신경학적 이상소견의 악화를 

보고하였다.7 따라서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이 와이번 메이

슨 증후군이 발견되었다면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 신

경학적 이상소견이 악화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시기

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증례에서는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피부병변을 

동반한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과 빛간섭단층촬영검사 소견

을 보고하였다.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은 흔하지 않은 모반

증으로서 환자들이 안과적 증상만으로 내원할 수 있으며, 

안저검사상 특징적인 망막의 동정맥기형이 발견되는 경우

가 많다. 안면부의 화염상모반이 있는 경우에 전반적인 안

과적 검사가 필요하며, 이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빛간섭단층촬영 검사는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에서 망막의 

동정맥기형에 대한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이다.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은 진단과 치료에 

다양한 진료과 간 협진이 필요한 질환으로, 망막 동정맥기

형이 발견된 환자는 신경학적 검사, 뇌영상검사, 뇌혈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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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화염상모반을 동반한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 환자 1예의 임상양상과 
빛간섭단층촬영 소견

목적: 대표적이고 드문 모반증의 하나인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Wyburn-Mason Syndrome) 환자 1예의 임상양상과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5세 남아가 우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시 우측 이마와 윗눈꺼풀, 뺨 주위에 화염상모반을 보이고 있었다.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은 안전수동이었고, 상대구심동공운동장애가 관찰되었다. 안저검사에서 구불거림이 심하고 동정맥의 구분이 명

확하지 않은 혈관이 후극부를 덮고 있었으며 빛간섭단층촬영에서 내경계막을 넘지 않는 혈관이 망막 내에서 커져 있는 소견이 관찰되

었다. 뇌혈관조영술에서 우측 내경동맥으로부터 우측 안동맥이 직접 연결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우측 비강 내의 벌집동맥까지 혈관이 

커진 소견이 관찰되었다.

결론: 와이번 메이슨 증후군은 흔하지 않은 모반증으로서 특징적인 망막 소견을 보이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안면부에 화염상모반이 동반되는 경우 이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빛간섭단층촬영

은 이 질환에서 망막 혈관기형에 대한 구조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로 사료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16;57(8):13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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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은 없는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적절한 검사를 통

한 진단이 이후의 환자의 증세를 예측하고 심각한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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