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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에 발생한 낭성 고립성 섬유종

Cystic Solitary Fibrous Tumor of the Or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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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present a case of a cystic solitary fibrous tumor (SFT), the first report of its kind in Korea, along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of SFTs affecting the orbit.
Case summary: A 71-year-old male was referred to our practice due to diplopia for 2 years and 6 months. On ophthalmologic ex-
amination, 10-mm proptosis and inferolateral globe displacement were observed in the left eye, and extraocular movements 
were limited in all directions of gaze. A facial computed tomography scan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ed a lobulated, 
well-enhanced mass in the superonasal extraconal space. The tumor appeared to be heterogeneous; cystic tissue was 
suspected. An excisional biopsy was performed through anterior orbitotomy to remove the mass (dimensions, 43 × 30 × 28 mm3).
Histological examination showed the tumor to be composed of spindle cells in collagenous tissu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as positive for CD34, CD99, and orbital SFT with cystic changes. 
Conclusions: SFT arising in the orbit is extremely rare bu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progressing unilat-
eral proptosis, keeping in mind that this condition may be accompanied by cystic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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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성 섬유종(solitary fibrous tumor)은 중배엽에서 기원

하는 매우 드문 종양으로
1 흉막, 심장막, 가슴세로칸 등에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2 1994년 Westra et al3
이 안

와에 발생한 고립성 섬유종을 최초로 보고한 이래 지금까

지 전 세계적으로 118건의 안와 고립성 섬유종이 보고되었

다.1-15 고립성 섬유종은 드물지만 안와내 어느 위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안와 종양들과의 감별이 반드시 필요

한 질환이다.2 주된 임상양상은 눈꺼풀부종이나 서서히 진

행하는 무통성 안구돌출이다.1 안와에 발생하는 고립성 섬

유종은 대부분 고형 종양이고
4 낭성 고립성 섬유종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6건의 낭

성 고립성 섬유종이 보고되었다.4-7 저자들은 아직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는 안와 내에 발생한 낭성 고립성 섬유종 1예

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71세 남자가 2년 6개월 전부터 느낀 복시를 주소로 내원

하였다. 외상이나 전신적 감염, 특이 병력은 없었고 안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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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정상, 시력은 우안 1.0, 좌안은 0.4까지 교정되었다. 

Hertel 안구돌출계 검사상 우안 12 mm, 좌안 22 mm로 좌

안에 10 mm의 안구돌출 소견을 보였다. 환자의 좌안은 하

이측으로 편위되어 있었으며 안구운동검사에서 전방향 주

시 시 좌안에 안구운동장애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A). 

안면부 전산화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시행하였고, 

좌측 안와 상비측 근원추 밖의 장축의 길이가 40 mm이고 

경계가 명확한 분엽성 종괴가 관찰되었다. 전산화단층촬영

에서 저음영과 중간음영이 구획화되어 나타나는 소견을 보

였고 조영증강 시 불규칙하게 조영증강되면서 일부 저음영 

지역은 조영증강이 되지 않아 종양의 낭성 변성이 의심되

었다(Fig. 1B). 자기공명영상에서는 T1 강조영상에서 뇌의 

회색질과 비교하여 동일한 신호 강도가 종양의 뒷부분에서 

관찰되었고, 종양의 앞부분에서는 구획화된 여러 개의 낭

성 변화가 뇌의 회색질보다 낮은 신호 강도로 관찰되었다

(Fig. 1C). T2 강조영상에서는 뇌의 회색질과 동일한 신호 

강도와 낮은 신호 강도가 혼재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매우 

강한 조영증강 소견이 있었는데 그 내부에는 관 모양의 공

동화 소견도 보였다(Fig. 1D).

전신마취를 하고 종양의 절제 생검을 시행하였다. 가쪽

눈구석절개술 및 가쪽눈구석인대의 위쪽 갈래 절단술을 시

행하고 상비측 결막원개접근법을 이용하여 앞쪽 안와절개

술을 시행하였다. 근원추 외에 위치한 종괴는 여러 겹의 섬

유화조직에 싸여 있어 섬유화피막을 박리해가며 종괴의 전

절제를 시행하였다.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종괴는 43 × 

30 × 28 mm 크기였으며 뒤쪽은 흰색의 고형질이면서 앞쪽은 

붉은색 낭성 조직 소견을 보였다(Fig. 2A). Hematoxylin-Eosin 

염색 결과 방추세포가 교원질에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었

고(Fig. 2B)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CD34, CD99에 양성

(Fig. 2C, D), desmin, S-100, Ki-67, p53에 대해 음성으로 

판명되어 낭성 변성이 동반된 양성 안와 고립성 섬유종으

로 최종 진단하였다. 수술 후 현재까지 재발된 소견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 

고 찰

고립성 섬유종(solitary fibrous tumor)은 안와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종양으로 대부분 양성의 고형종양으로 보

고되고 있다.6 낭성 변성을 보인 안와 고립성 섬유종은 

2003년 처음 보고되었는데,4 이후 현재까지 단 5건만이 추

가로 보고되어
5-7 그 임상양상 및 예후에 대한 고찰이 부족

하다. 저자들은 안와에 발생한 낭성 고립성 섬유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고립성 섬유종은 40-50대에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

다.1,6 지금까지 보고된 118건의 증례를 종합해 보면 종양을 

발견한 평균 나이는 43세였고, 5세에서 77세까지 넓은 연

령 범위를 보였으며 남자 55건(46.6%), 여자 63건(53.4%)

이었다. 본 증례는 71세 남성에서 발견되었는데 안와 고립

성 섬유종은 중장년의 나이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떤 연령과 성별에서도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

어야 하겠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주된 임상증상을 살펴보면 단안의 

무통성 안구돌출이 118건 중 86건(72.9%)으로 가장 많았고 

눈꺼풀부종 25건(21.2%), 눈물흘림 6건(5.1%)이 그 뒤를 

이었다. 다른 증상 없이 시력저하만을 호소하여 병원을 찾

은 후 안와 고립성 섬유종을 진단받은 경우는 1건(0.8%)에 

그쳤다. 안와에 발생하는 고립성 섬유종은 서서히 크기가 

커지면서 안구돌출, 안구운동장애, 안검부종 등을 유발하나 

시력저하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으며 세극등현미경검사에

서도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1,2,4,6 종양의 크기나 종양

이 위치한 영역에 따라 안구운동장애를 일으키거나 시신경

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1 위치가 명시된 86건의 증례 중 

4건(4.7%)만이 원추 내에 종양이 위치하였고 나머지 82건

(95.3%)은 원추 밖에 위치한 종양이었다. 원추 밖에 위치한 

종양 82건 중 상비측에 발생한 종양이 28건(34.1%)으로 가

장 많았고 상이측이 17건(20.7%), 비측이 17건(20.7%)이었

다. 눈물샘오목에 발생한 종양이 8건(9.8%)이며, 하이측에

서 8건(9.8%), 하비측에서 4건(4.9%)의 고립성 섬유종이 발

견되었다. 저자가 경험한 증례는 상비측 근원추 밖에 위치

한 고립성 섬유종으로 안와 고립성 섬유종이 가장 호발하

는 위치에서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립성 섬유

종은 안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영상검사에서 안과 고립성 섬유종은 경계가 명확하고 조

영증강이 잘되는 연조직 종괴로 나타난다.8 
전산화단층촬

영에서 균일 또는 불균일하게 조영증강이 되는 종괴가 보

이며 경계가 명확하고 주변 안와를 침범하는 공격적인 성

향은 고립성 섬유종에서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9 자기공명

영상검사의 전형적 소견은 T1 강조영상에서는 뇌의 회색질

과 비슷한 신호 강도가, T2 강조영상에서는 뇌의 회색질과 

비슷하거나 낮은 신호 강도가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소견이

다.8 특히 T2 강조영상에서 매우 낮은 신호 강도가 중심부

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립성 섬유종에서도 콜

라겐 섬유가 풍부한 부분을 의미한다.8 T2 강조영상에서 아

주 높은 신호 강도가 나타난다면 이는 출혈이나 낭성 변성 

조직에서 보이는 소견이다.8 본 증례에서는 T1 강조영상에

서 뇌의 회색질과 비슷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으나 종양의 

앞쪽에는 구획화된 낮은 신호 강도가 보여 이를 통해 종양

의 낭성 변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 또한 T2 강조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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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 (A) Preoperative facial photograph showing proptosis and inferolateral displacement of the globe. (B) Axial postcontrast 
computed tomography image of the orbit shows a 40 mm-sized, well marginated heterogeneously enhancing soft tissue mass in the 
superomedial aspect of the left orbit. (C) Axial T1 magnetic resonance (MR) image demonstrates a lobulated mass which shows iso-
signal intensity to gray matter on posterior portion and multiple cysts (arrows) on anterior portion, and the cyst shows hyposignal in-
tensity to gray matter. (D) Axial T2 MR image showing a hypointense tumor with marked hyperintense lesion with cystic space 
(arrows). The patient consented to the use of these photographs.

A B

C D

Figure 2. (A) Excised mass on gross examination showing whitish solid mass with cystic lobulated lesion on anterior portion of the 
mass (arrows). (B) Areas of hyper- and hypocellularity of spindle cells with abundant fibrous stroma intermixed with vasculature 
(hematoxylin and eosin, ×200). (C) Immunohistochemistry showing positive staining for CD34 (×400). (D) Immunohistochemistry 
showing positive for CD99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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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의 뒤쪽은 낮은 신호 강도를 보여 콜라겐 섬유가 풍부

한 조직임을 유추할 수 있는 반면 종양의 앞쪽은 아주 높은 

신호 강도가 나타나 출혈이나 낭성 변성을 의심하게 했다. 

이러한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는 전형적인 고립성 섬유종

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신경초종의 자기공명영상검사 결

과와 유사하였다. 신경초종은 안와 종양의 1%를 차지하는 

종양으로 조직학적으로 Antoni A와 Antoni B pattern이 동

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9 이 중에서 Antoni B pattern 

구역이 성긴 점액 조직으로 이루어져 본 증례의 자기공명

영상검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9 본 증례에서는 영상

학적 검사만으로 낭성 변성이 동반된 고립성 섬유종과 신

경초종을 감별하기 어려웠다.

한편 고립성 섬유종의 조영증강이 된 구역에서 공동화된 

관형의 모습으로 혈관이 보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종양 내부에 혈액의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는 혈관

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견이다.8 본 증례에서도 T2 강조영상

에서 일부 구부러진 혈관이 조영증강되지 않아 어둡게 보

이는 소견을 보였다. 이러한 영상 소견은 혈관이 풍부한 모

세혈관종, 해면혈관종, 혈관주위종, 거대세포혈관섬유종 등

의 안와종양에서도 보일 수 있어 감별 진단이 필요하며, 자

기공명영상검사가 이들의 감별에 도움이 된다.9

안와 고립성 섬유종은 혈관주위종, 거대세포혈관섬유종, 

섬유조직구종과 비슷한 조직학적 소견을 가져 감별을 요한

다.3 이들 모두 섬유아세포 모양의 방추세포가 콜라겐 기질

을 바탕으로 널려 있으며 혈관이 풍부하고 확장된 혈관이 

특징적인 사슴뿔 모양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추가로 면

역화학염색이 필요한데 CD34는 1994년 최초로 고립성 섬

유종의 진단에 의미가 있다고 소개된 이후
3 고립성 섬유종

의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 항목이 되었다.10 고립성 섬유종

은 CD34 (90-100%)뿐만 아니라 CD99 (70%)에 양성을 보

이며 고립성 섬유종의 3분의 1에서 BCL2에도 양성을 나타

낸다.2 신경초종과는 달리 S-100 단백질에는 음성이며 상피

막 항원에도 음성이어서 이를 통해 수막종과도 감별할 수 

있다.9 Ki-67과 p53은 악성 고립성 섬유종에서 양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고립성 섬유종은 대부분 양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악성으

로 진단된 고립성 섬유종도 보고되어 현재까지 총 7건

(5.9%)이 악성 안와 고립성 섬유종으로 진단되었다.9,11-13 

안와 고립성 섬유종 118건 중에서 절제 후 재발하였다고 

보고된 경우는 총 30건(25.4%)으로 이 중 26건(86.6%)은 

종양의 불완전 절제 이후 일어난 재발이었다.1,7,9,14 재발한 

고립성 섬유종 중에서 2건(6.7%)은 악성 고립성 섬유종으

로의 조직학적 변성을 보이기도 했다.15 따라서 종양의 완

전한 절제와 조직검사가 고립성 섬유종의 정확한 진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낭성 변성을 동

반한 고립성 섬유종의 경우 종양의 절제 과정에서 낭의 파

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절제 과정에서 낭성 고

립성 섬유종이 파열된 증례는 아직까지 명확히 보고된 바 

없으나, 안와 내에서 낭이 파열될 경우 내용물의 유출로 인

해 주변 조직의 염증과 종양의 재발을 예상할 수 있다. 

Graue et al7
은 절제 후 재발한 안와 고립성 섬유종 3건을 

보고하였는데, 세 건 모두 낭성 변성을 보인 고립성 섬유종

이었다. 따라서 술 전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고립성 섬유종

의 낭성 변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술 중 낭의 파열 없이 

완전 절제를 하기 위하여 더 유의해야 하며, 술 후에 종양

의 재발 여부에 대하여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본 증례는 2년 6개월 만에 단안에 10 mm의 무통성 안구

돌출을 유발한 안와 고립성 섬유종에 대한 증례로 영상검

사 결과에서 낭성 변성 소견이 동반되어 고립성 섬유종을 

의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직검사 결과 및 면역화학

염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낭성 고립성 섬유종을 진단받은 

경우이다. 낭성 고립성 섬유종은 아직 그 발생기전이 명확

히 밝혀지지는 않았다.5 혈액공급 역량을 넘어 너무 빠르고 

크게 종양이 성장하다 보면 내부에 괴사되는 부분이 발생

하고 이것이 낭성 변성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있으나
10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안와에 오래 존재한 고립성 섬

유종일수록 낭성 변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5 

보고된 증례들을 살펴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낭성 변

성을 보인 고립성 섬유종 증례도 있어
6,10 이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고립성 섬유종의 낭성 변성이 악성을 시사한다는 

주장도 있다.5 그러나 실제 보고된 6건의 낭성 고립성 섬유

종 중에서 악성을 진단받은 사례는 없다. 본 증례에서도 면

역화학염색 검사에서 Ki-67, p53이 모두 음성으로 나와 낭

성 변성과 악성은 아직까지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

다. 

안와에 생기는 고립성 섬유종은 매우 드물고 낭성 고립

성 섬유종은 국내에 아직 보고된 적 없기에 저자들이 경험

한 안와의 낭성 고립성 섬유종을 소개하고 문헌 고찰을 시

행하였다. 진행하는 무통성 안구돌출이 있는 환자에서 경

계가 명확하고 조영증강이 잘되는 영상학적 검사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안와 고립성 섬유종에서도 낭성 변성이 있

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감별진단을 하고 완전히 절제하는 

치료를 계획해야 종양의 재발을 막고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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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에 발생한 낭성 고립성 섬유종

목적: 안와에 발생하는 고립성 섬유종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아직까지 국내에 보고된 적이 없는 낭성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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