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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 반달주름에 발생한 단일 결막 황색종

Solitary Conjunctival Xanthoma at the Plica Semilunaris

김민정⋅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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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conjunctival xanthoma occurring at the plica semilunaris.
Case summary: A 39-year-old female with no specific medical history visited our hospital due to a recent incidental detection of 
a painless mass in the nasal conjunctiva of her right eye. Slit-lamp bio-microscopic examination revealed a yellowish movable 
oval mass with inner semi-translucency in the temporal area of the plica semilunaris. The vertical length of the mass was approx-
imately 8 mm. It was well-demarcated at its temporal border; however, the nasal border was obscured behind the plica 
semilunaris. Considering a possible conjunctival reactive lymphoid hyperplasia, topical and systemic steroids as well as oral 
doxycycline were administrated for 1 week; however, the lesion showed no improvement. An excisional biopsy was performed; 
pathological diagnosis indicated conjunctival xanthoma. The patient’s blood lipid profile was within the normal range.
Conclusion: Conjunctival xanthoma can develop near the plica semilunar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xanthoma from 
other diseases including orbital fat prolapse or lymphoproliferative disease, rapid biopsy would be helpful for an earl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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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종(xanthoma)은 축적된 지방을 조직구가 탐식해 포

말형 세포(foamy cell)의 형태로 쌓인 내부 구조를 가지는 

병리 조직학적 용어로서, 겉으로 보기에 황색을 띄기에 황

색종이라고 불리는 종양성 병변이다.1 주로 피부에서 구진, 

판, 결절 등의 형태로 발견되는데, 특발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유전적 질환이나 

고지혈증 등 대사 질환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도 있다.1

황색종은 안과적으로 위눈꺼풀 표피에 발생하는 눈꺼풀 

황색종(xanthelasma palpebrarum)이 비교적 흔하다.1 반면, 

안구 표면에서는 각막, 눈알 결막, 눈꺼풀결막, 결막 구석 

등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매우 드물고 눈알 결막에서는 그 

위치가 주로 각결막 윤부에 국한하여 보고되었다.2 본 증례

에서는 안구 표면의 황색종이 과거 국내외 보고된 바 없는 

부위인 눈알 결막의 반달주름(plica semilunaris) 및 눈물언

덕(lacrimal caruncle) 주위에서 발생하였고, 기존에 몇몇 보

고되었던 섬유황색종(fibroxanthoma)과는 다른 형태학적 

성상을 나타내었기에 본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내과적, 안과적 과거력 및 외상력이 없는 39세 여자 환자

가 최근 우연히 발견한 우안 코 쪽 결막의 무증상 종괴를 

주소로 본원 안과에 내원하였다. 세극등현미경상 연어색에 

가까운 황색을 띄고 내부가 비교적 반투명하였으며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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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 Slit-lamp photographs and an image of anterior segmen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of 39-year-old woman with 
a subconjunctival mass on her right eye at the initial visit. (A-C) Yellowish to salmon-colored fleshy and semi-translucent round 
mass (black asterisk, A) is protruded at the subconjunctival area near the plica semilunaris and the lacrimal caruncle. (D) According 
to an image of anterior OCT showing the horizontal sectional view of the mass (inside the white rectangle), it is surrounded by the 
conjunctival stromal layer (arrowheads) and the inner content (white asterisk) is hypo-reflective and appeared homogenous.

A B C

D E F

Figure 2. Intraoperative photos showing operation procedures and gross characteristics of the mass. (A) After the conjunctival in-
cision surrounding the mass (asterisk) was made, (B) the soft and yellowish to salmon-colored mass was exposed. (C, D) The mass 
was dissected from tenon’s capsule near the insertion area of medial rectus muscle (arrowheads, D). (E, F) The mass was excised 
completely (E) and the wound was sutured using 10-0 nylon (F).

인 타원형 종괴가 결막의 반달주름에 인접하여 관찰되었다. 

수직 길이는 약 8 mm이고 귀 쪽 경계는 비교적 명확하였

으나, 코 쪽 경계는 반달주름과 눈물언덕 뒤에 가려 불확실

하였다(Fig. 1A-C). 전안부 안구단층촬영상 주변 결막 조직 

대비 저반사를 보이고 비교적 균질한 내부 반사도를 보이

는 약 1.1 mm 높이의 종괴가 고반사성 결막 기질에 덮여 

있었다(Fig. 1D). 나안 시력은 우안 0.8, 안압은 18 mmHg

로 정상이었다. 귀 앞, 경부 림프절을 포함한 인근 림프절

의 비대는 없었으며, 전신 피부에 고립성 혹은 파종성의 황

색 피부 병변은 없었다. 혈액검사상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질 및 저밀도 지질단백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통증이 없고 종괴가 연어색과 유사한 색을 보여 혹시 모를 

결막의 반응성 림프증식증(reactive lymphoid hyperplasia)

을 염두에 두고 1주간 경구 프레드니솔론 10 mg씩 하루 

1회 복용, 경구 독시사이클린 100 mg씩 하루 2회 복용, 점

안 스테로이드(Lotepro®; Hanlim, Yongin, Korea) 하루 4회 

점안하였으나, 크기의 변화가 전혀 없어 점안마취하에 종

괴의 절제 및 생검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결막 조직을 절개

한 뒤(Fig. 2A) 경계가 비교적 잘 구분되는 종괴를 우선 노

출시켰으며(Fig. 2B, C), 코 쪽으로 내직근의 부착부와 테

논낭에 일부 유착된 부분을 박리한 후 잔여 조직 없이 완전

히 절제하고(Fig. 2D, E) 10-0 나일론 봉합사로 봉합하였다

(Fig. 2F). 병리과 전문의가 시행한 판독 소견상, 헤마톡실

린-에오신(hematoxylin-eosin) 염색에서 포말형 조직구(fo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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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Figure 3. Histologic findings of the conjunctival xanthoma. (A-C) Hematoxylin-eosin stain of the excised mass. Large and pale 
foamy cells (i.e. fat-laden histiocytes, representatives in arrows, C) are diffusely distributed and aggregated in the mass and scant 
multinucleated giant cells (asterisk, C) are also noted. (D-F) Immumohistochemical stain of CD3, a marker for T lymphocytes (D), 
CD20, a marker for B lymphocytes (E) and CD68, a marker for monocytes/macrophages (F). Foamy cells within the mass are clear-
ly expressing CD68 (representatives in arrowheads, F) but are negative for CD3 and CD20 (E, F). Original magnification: ×40 (A) 
and ×200 (B, D-F).

A B

Figure 4. Slit-lamp photographs of conjunctiva after the exci-
sional biopsy of the mass. (A, B) At 2 weeks after surgery, 
mild hyperemia is noted but the structural morphology of the 
plica semilunaris and lacrimal caruncle preserved well. 

histiocyte)들이 종괴 내부에 미만성으로 침윤된 양상이 관

찰되었다(Fig. 3A-C). 반응성 림프증식증 혹은 림프종을 감

별하기 위해 시행한 면역조직화학염색상 T 림프구 마커인 

CD3와 B 림프구 마커인 CD20은 음성이었으며(Fig. 3D, E), 

포말형 조직구들은 단핵구/대식세포 마커인 CD68에 뚜렷

한 양성을 보였다(Fig. 3F). 수술 후 우안에 국소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안약을 점안하면서 경과 관찰하였으며, 수술 

2주째에 상처 벌어짐이 없었고(Fig. 4) 수술 2개월째 관찰 

시까지 재발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고 찰

황색종은 상반신, 경부, 눈꺼풀 등 피부 표면에 주로 발

생하는 질환으로서, 안구 및 부속기관에 발생하기도 한다. 

표피에 발생하는 황색종 중 눈꺼풀 피부에 발생할 때 이를 

눈꺼풀 황색종이라고 부르며 이는 일반적으로 단단하지 않

고, 노랑색이며, 표면이 편평하거나 약간만 융기되어 있고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특징을 가진다.1 반면, 결막에 발생

하는 황색종은 비록 드물다고 알려져 있고, 주로 포말형 조

직구들로 구성되는 눈꺼풀 황색종 등의 전형적인 황색종보

다는 섬유 조직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서 외형상 융기가 심

하고 충혈을 동반하며 증식 속도가 빠른 비전형 섬유황색

종(atypical fibroxanthoma)의 보고가 다수를 차지하였다.2-4 

비전형 섬유황색종 중 일부에서는 편평세포암을 동반하기

도 하였고
4 재발을 하기도 하며 아주 드물게는 전이를 하기 

때문에
3 안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황색종은 적극적으로 치

료하는 것이 권고된 바 있다. O’Brien and Stout5
은 섬유성 

조직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황색종을 섬유황색종이라고 명명

하면서 이들 중 악성 종양이 약 1%를 차지했다고 하였는데, 

특히 비전형 섬유황색종은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의 표재성 변이형(superficial variant)

으로서 빠른 증식과 전이를 할 수 있으며,6 공막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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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판 절제술이나 냉동요법을 동반한 국소 절제 이후에도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었다.7 따라서, 비록 악

성형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할지라도 섬유 혈관 증식을 

동반하는 황색종이 의심되는 종괴를 만난다면 적극적인 병

리 조직학적 평가와 이후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전형 섬유황색종이 상피 모양 세포

(epithelioid cell)과 유사한 비전형 조직구, 방추세포(spindle 

cell), 다핵 거대세포(multinucleated giant cell)들이 혼재한 

양상을 띄고 섬유혈관성 조직의 증식을 종종 동반하는 것

과 달리, 본 증례에서의 종괴는 주로 전형적인 포말형 조직

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저에 뚜렷한 섬유성 조직이 분

포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 증례는 기존 문헌들

에서 보고되었던 결막의 섬유황색종과는 다르고, 오히려 

눈꺼풀 표피에서 흔히 관찰되는 눈꺼풀 황색종처럼 포말형 

조직구들 위주로 구성된 전형적인 황색종의 일종이라고 추

정된다. 포말형 조직구는 조직학적으로 지질을 탐색한 대

식세포를 지칭하는데, 눈꺼풀을 포함한 사람 피부의 진피

층에 정상적으로 대식세포가 존재하고, 결막 역시 점막 관

련 림프 조직(conjunctiva associated lymphoid tissue)에서 

대식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평상 시 정상 존

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꺼풀 표피와 결막 모두에서 자외

선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면역 자극 상황 하에서 공통적인 

조직학적 소견을 가진 황색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과거 결막 황색종 증례들이 각결막윤부결막 및 눈꺼풀결

막에서 보고된 바와 달리 결막의 반달주름 및 눈물언덕 부

위에서 황색종이 발견된 것은 본 증례가 최초 보고이다. 안

구 표면에서 황색종이 발생하는 위치는 과거 드문 외안부 

황색종 증례들 간에도 각막, 윤부결막, 눈꺼풀결막, 결막낭 

구석 등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호발 위치를 구분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단, 

내직근이 다른 외안근에 비해 대식세포 분포가 높고
8 안와 

내측 부위에도 지방 덩어리(medial fat pad)가 존재하는 바, 

이론적으로는 지질을 탐식한 대식세포인 포말형 조직구가 

눈물 언덕 안쪽에서 생겨날 수도 있겠다고 추정해볼 수 있

다. 본 증례에서 황색종을 절제할 때 코 쪽 경계의 일부 부

위가 내직근의 공막 부착부에서 유착되어 있던 점도 이러

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황색종은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전신적으로 

심혈관계 등 주요 장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유전적 전신

질환에 대한 첫 소견으로 발견될 수 있다. 결막의 황색종은 

그 빈도가 적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흔한 눈꺼풀 황색종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참고하면 경동맥 내중막 두께(carotid 

intima-media thickness)를 확인하여 불현성 죽상동맥경화

(subclinical atherosclerosis)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

구 결과가 있었고,9 심근 경색의 위험성이 더 높았다.10 비

록 기존 결막 파종성 황색종(xanthoma disseminatum) 보고

에서도,11 그리고 본 증례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은 없었기 때

문에, 침범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황색종이 병리

조직검사상 확인되었을 때에는 전신 대사 질환 발생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혈중 지질 농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결막 림프종이나 결막의 양성 반응성 림프증식증은 주로 

하측부 결막낭 주위에서 발생하며 연어색을 띄는 것이 특

징적인데, 결막 림프종은 약 98%의 증례에서 B 림프구의 

단클론성 증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T 림프구에서 기

원하기도 한다.12 비록 본 증례의 종괴의 발생 위치가 림프 

증식성 질환에서 흔히 발생하는 곳이 아니었지만 색깔이 

연어색과 흡사한 점, 과거 눈물 언덕에서도 림프 증식성 질

환의 발생이 보고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13 결막 림프종 등

을 감별하기 위해 B 림프구 마커인 CD20와 T 림프구 마커

인 CD3의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종괴를 

구성하는 세포들에서 두 가지 마커 모두에 음성이었으며, 

대신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상 포말형 조직구들이 종괴 

내부에서 풍부하게 관찰된 점을 바탕으로 조직구에 염색되

는 단핵구/대식세포 마커인 CD68에 대해 추가적으로 염색

을 하여 지질을 탐식한 대식세포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본 증례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둥근 경계의 황색 

종괴에 대해서 유피지방종(dermolipoma), 안와 지방 탈출

(orbital fat prolapse), 눈물샘 탈출, 지방종(lipoma) 등을 감

별해 볼 수 있다. 유피지방종, 안와 지방 탈출 및 눈물샘 탈

출은 주로 외안각에 가까운 눈알 결막의 상측이나 상이측

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종은 주로 안와에서 기인

하지만 코 쪽 눈알 결막에서 발생한 보고도 있기 때문에 발

생 부위로만 감별하기는 힘들고, 지방종이 병리 조직학적

으로 성숙 지방세포(mature adipocyte)들의 무리가 필연적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14 본 증례에서 종괴

가 발생한 결막의 코 쪽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안와의 지방 

조직이 노출되기 어려운 위치이고 종괴가 결막하 공간에 

갇혀 눈꺼풀의 이동에 따라 위치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안와 지방 혹은 눈물샘의 탈출

과 유피지방종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으며, 종괴 내부에 지

방 세포가 아닌 포말형 세포로 주로 구성된 조직학적 소견

으로 지방종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단, 눈물언덕에 

인접하여 안와 지방이 탈출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15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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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결막 반달주름에 발생한 단일 결막 황색종

목적: 결막의 반달주름에서 발생한 단일 결막 황색종을 최초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특이 과거력 없는 39세 여자 환자가 최근 우연히 발견한 우안의 무통성의 코 쪽 결막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우안 세극

등현미경상 황색이고 내부가 비교적 반투명하였으며 결막에 잘 덮여 있는 유동성인 타원형 종괴가 결막 반달주름의 귀 쪽 부위에서 

관찰되었다. 수직 길이는 약 8 mm이고 귀 쪽 경계는 비교적 명확하였나, 코 쪽 경계는 눈물언덕 뒤에 가려 불확실하였다. 반응성 

림프양 증식증을 염두에 두고 1주간 국소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독시사이클린을 복용하였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시행한 

절제 생검상 황색종으로 진단되었다. 혈액검사상 이상지질혈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결막 황색종은 기존 보고된 바 이외에도 결막의 반달주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형태학적으로는 안와 지방, 림프증식질환을 

포함한 타 질환들과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절제 생검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4):55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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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생 위치로만 유사 질환들을 감별할 수는 없겠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가 동반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와 같이 결막의 반달주름 및 눈물언덕에서 황색의 

종괴가 관찰될 때에는 황색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

속한 절제 생검 및 이상지질혈증 여부에 대한 평가가 요구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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