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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6,18에 의한 각종 암, 전암성 병변 및 외음부 사마귀

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유두종 바이러

스 4가 백신이 피부 사마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

설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그 기전으로 백신

의 교차보호(cross-protection)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2-5. 

본 증례에서는 HPV type 6,11,16,18과 발바닥 사마귀를 주

로 유발시키는 HPV type 1,2,3 사이에 공통의 캡시드 항원

결정부위(common capsid epitope)와 L1 상동성(homology 

of L1)이 있어 인유두종 4가 바이러스 백신이 HPV type 

1,2,3 바이러스에도 교차 보호 반응을 일으켜 바이러스의 

증식억제와 파괴 효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4가 백신접종으로 완전 관

해된 난치성 발바닥 사마귀를 경험하고 기존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의 순응도가 낮은 난치성 사마귀 치

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4가 백신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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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필러 주입에 의해 발생한 안면부 이물 육아종

Facial Foreign Body Granulomas Caused by Filler Injection and Barbed Thread-lifting

최근 미용적 목적으로 비침습적이며 간편한 필러 주입

술과 실리프팅(barbed thread-lifting)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술들이 한의원 혹은 무

허가 시술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술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환자는 35세 

여자 환자로, 내원 수 개월 전 한의원에서 안면 주름 완화

를 위해 실 리프팅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실 삽입 부위인 

양 하악골 각에 암적색 결절 및 판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Fig. 1A). 촉진 시 비교적 단단한 결절이 만져졌으나 압통

은 호소하지 않았다. 병리조직검사에서 진피 및 피하조직

에 다수의 호중구, 림프구 및 거대 세포 등이 침윤한 육아

종 반응이 관찰되었고, 스테로이드 병변내 주사 이후 피내 

결절이 모두 사라졌다. 두 번째 환자는 41세 여자환자로, 

내원 10년 전 비의료인에 의해 코 끝에 GoretexⓇ를 주입하

였고, 내원 4개월 전부터 시술 부위가 붓고 암적색의 결절 

및 통증 발생하여 내원하였다(Fig. 1B). 병리조직검사에서 

진피 및 피하조직에 다수의 림프구, 조직구 및 거대 세포 

등이 침윤한 육아종 반응이 관찰되었고,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 및 경구 항생제 치료하였으나, 염증 반응 지속되

고 심한 통증 호소하여 전신 스테로이드제 복용 후 호전되

었다. 세 번째 환자는 49세 여자환자로, 내원 8개월 전 피

부관리실에서 미간과 이마 중심부에 성분 미상의 필러제

를 주입 받았고, 주입 1개월 후부터 작열감과 통증 및 주

입부의 암적색 판 발생하여 내원하였다(Fig. 1C). 병리조직

검사에서 진피 내에 다수의 조직구, 다핵 거대 세포로 구

성된 육아종성 침윤 소견 보였고, 외과적 절제 시행하였다. 

이택근 외: 인유두종 바이러스 4가 백신(Gardas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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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Dusky red round nodule and peripheral greenish 

rim on both mandibular angle of patient 1. (B) Erythematous 

nodule on the right side of nasal tip of patient 2. (C) About 7

∼8 cm-sized indurated plaque on the forehead and glabella of 

patient 3.

실리프팅과 필러 주입술은 시술시간이 짧고 외래에서 비

교적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

다. 그러나 그 부작용들은 상대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필러의 불균등한 주입, 과도한 교정 혹

은 과소 교정과 더해 육아종의 발생, 알레르기 과민 반응 

등 시술 후 나타나는 부작용들1,2이 시술자의 기술적 문제

와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음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배 

등의 보고에 따르면 필러 주입 후 이물육아종이 생긴 내원 

환자 18명 중 16명이 미용실과 같은 무허가 시술소에서 불

법시술을 받았다는 점
3은 시술자의 숙련도와 이러한 부작

용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불법시술자에 의한 

시술 시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비근부의 괴사, 시

력소실, 외안근의 마비, 뇌경색 등4,5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한 것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

은 무허가 시술자에 의한 필러 주입술 및 실리프팅 이후 

발생한 이물 육아종 3예를 경험하고, 무허가 시술자에 의

한 시술의 위험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불

법 시술에 대한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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