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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편평세포유두종 절제 병력이 있는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누낭 편평세포암종

Squamous Cell Carcinoma in the Lacrimal Sac of Young Patient Who Had 
Conjunctival Squamous Papil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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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squamous cell carcinoma in the lacrimal sac of a young patient.
Case summary: A 30-year-old female patient who had a history of conjunctival squamous papilloma resected at 15 years of age 
complained of pain and a mass around the right lacrimal sac that had occurred 1 week prior. Antibiotic treatment for 10 days un-
der suspicion of dacryocystitis did not relieve her symptoms. After being diagnosed with lacrimal sac obstruction after dacryocys-
tography, a 1.7 × 1.7 cm round mass was found on orbit non-contrast computed tomography. 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and excisional biopsy were performed.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revealed the initial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An 
additional resected tissue biopsy was performed later. The mass diagnosed as carcinoma was completely resect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malignant cells around the resected area. 
Conclusions: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lacrimal sac is rare and is known to be less common in young patients. It is be-
lieved that this case shoul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malignant tumors of the lacrimal sac regardless of age. Given that squ-
amous cell carcinoma of the lacrimal sac is associated with a high-risk of human papillomavirus, this disease should be consid-
ered if there is a history of papil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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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낭에 생기는 원발종양은 매우 드물며 상피종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 누낭종양은 젊은 환자에

서도 발병할 수는 있지만, 평균 52세에서 발생하며 그중 

55%에서 악성 종양으로 나타난다.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및 증후로는 눈물흘림(53%), 재발성 누낭염(38%), 누

낭 종괴(36%)가 있다.2 이전 국내문헌에 따르면, 누낭에 편

평세포암종이 발생한 증례가 적게 보고되었고 증례 모두 

고령의 환자였으며, 편평세포암종 발견 전 결막편평세포유

두종을 절제한 병력을 가진 증례는 없었다.3-5 저자들은 결

막편평세포유두종을 절제한 병력이 있는 건강한 32세 여자 

환자에서 눈물흘림과 우측 눈물길하부부위에 덩이가 발견

되어 내원하여 누낭비강연결술과 절제생검 시행 후 편평세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1/jkos.2021.62.5.688&domain=pdf&date_stamp=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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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oss and examination photographs of the lesion. (A) Dacryocystography shows that the contrast agent does not flow 
through the right nasolacrimal duct. (B) Gross photograph of the patient. The mass (black arrow) was palpated around the lacrimal 
sac, and there were redness and tenderness. (C, D) Orbit non-contrast computed tomography shows round mass (1.7 × 1.7 cm, 
white arrow) at the level of the right lacrimal duct & lacrimal sac (C: coronal view, D: axial view). 

포암종으로 진단된,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젊은 나이의 결

막편평세포유두종과 관련된 누낭 편평세포암종을 경험하

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15년 전 우안 하비측 결막종물을 제거한 후 조직검사상 

결막편평세포유두종으로 확진 받은 30세 여자 환자가 1주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부 눈물길 부위의 통증과 종괴를 주

소로 내원하였다. 누낭염 의심하에 10일간의 항생제 치료 

후 눈물주머니조영술을 시행하여 우측 비루관폐쇄를 진단

받았다(Fig. 1A). 이학적 검사상 우측 하부 눈물길 부위로 

덩이가 촉지되며 발적과 압통 소견이 있었다(Fig. 1B). 안

와 컴퓨터단층촬영검사를 시행하였고 1.7 × 1.7 cm의 경계

가 분명한 원형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본원 영상 판독상 

누관낭종, 누낭류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C, D). 혈

액검사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0.9로 측정되고, 안압은 비접촉 안압계로 우

안 10 mmHg, 좌안 12 mmHg로 측정되었다. 전안부 및 안

저검사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비루관폐쇄를 해

소하기 위해 내시경하 누낭비강연결술과 꽈리 모양의 불규

칙한 형태를 가진 종괴 일부를 절제생검을 시행하였다. 조

직병리학적 검사 결과상 초기 침습적 편평세포암종으로 진

단되어 이후 완전 절제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은 피부 절개를 통해 접근하여 종괴와 그 주변부 조직을 절

제하였고(Fig. 2A), 동결절편 생검 결과상 주변부에서 악성

세포 없음을 확인한 뒤 수술을 끝마쳤다. 코쪽 점막에서 제

거한 병변에서 만성 염증 반응성 상피증식증 소견이 관찰

되었으며, 적출된 종괴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편평세

포암종으로 진단되었다(Fig. 2B). 수술 이후 추가적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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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umor resected after surgery. (A) Gross photograph shows a mass with an irregular shape. (B) Microscopic appearance 
of squamous cell carcinoma in situ. Cells showing atypical nuclei in full thickness of epithelium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400).

및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원 혈액종양내과

에 의뢰하였고,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PET-CT), 복부, 흉부컴

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검사상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고 완전절제가 된 것으로 생각되어 경과 관찰 중이다. 

고 찰

누낭종양의 경우 크게 상피종양, 비상피종양 2가지로 분

류되며 이 중 상피종양이 상대적으로 흔하게 나타날 수 있

다.6 누낭에 생긴 원발종양은 극히 드물지만, 재발과 전이

에 대한 장기간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7,8 누낭 상피종양은 누낭벽과 동일하게 거짓중층원

주상피로 이루어진 부비강 또는 안와로 직접 퍼지거나 폐

로 전이 가능하기에,1,6 전신검사를 필요로 한다.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에는 PET-CT, 복부,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을 시

행하였고 결과상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인두 편평세포암의 원인인자인 고위험사람유두종바이

러스는 결막과 누낭의 이형성병변 및 악성병변에서 보고되

기도 한다. 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이중 가닥 원형 DNA 

바이러스로 100가지가 넘는 유형이 있고 그중에서 14가지 

이상의 고위험사람유두종바이러스 유형이 발암성 인자로 

여겨지며,9 Afrogheh et al10
은 누낭 편평세포암종에서 고위

험사람유두종바이러스 양성률은 89%까지 보고된다고 하

였다. 본 증례 환자는 어릴 적 하비측 결막편평세포유두종

을 제거한 수술력이 있어,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Wang et al9
은 이미 감염된 바이

러스에 대한 치료 목적의 백신의 개발은 아직 진행이 더딘 

상황이지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은 관련 암의 

70-9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증례처럼 

유두종이 발견된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및 예방적 

백신 접종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국내보고에 따르면 Lee et al11
은 누낭에 발생한 양성신

생물의 하나인 편평상피세포 유두종을 보고하였다. 편평세

포암종에 대해서는 Lee et al3
이 55세 환자에서 누낭에 발

생한 편평세포암종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보고한 이래 

Jang et al4
이 63세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로 호전된 눈물주

머니 원발 편평세포암종을 보고하고 Chung and Son5
이 

69세 환자에서 자연관해된 누낭에 발생한 편평세포암종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처럼 편평상피세포 유두종 및 편평세

포암종의 누낭에서의 발생은 매우 드물게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본 증례에서처럼 유두종이 발생하고 편평세포

암종이 발생한 증례는 없었다. 비록 누낭에 직접적으로 발

생한 편평상피세포 유두종은 아니였으나, 하비측 결막에 

발생한 상태로 누낭에 발생한 편평세포암종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전의 알려진 증례는 모두 고

령에서 발생한 증례이나, 본 증례는 젊은 건강한 여성에서 

발생한 증례로 젊은 나이의 건강한 사람에서도 누낭에 편

평세포암종이 발생 가능하며 특히 결막편평세포유두종의 

병력이 있는 경우 더욱 의심해봐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증례는 젊은 여성인 점과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누낭

염 및 양성 종양을 먼저 고려하였고, 비루관폐쇄를 해소하

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비정형적 형태의 병변을 조

직검사하여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되었다. 종양의 진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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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결막편평세포유두종 절제 병력이 있는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누낭 편평세포암종

목적: 젊은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누낭 편평세포암종을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15년 전 하비측 결막편평세포유두종을 절제한 적 있는 30세 여자 환자가 1주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부눈물길 부위의 통증과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누낭염 의심하에 10일간 항생제 치료하였으며, 영상학적 검사상 비루관폐쇄 진단받은 후 1.7 × 1.7 cm 

크기의 누관 낭종, 누낭류 의심 소견으로 내시경하 누낭비강연결술과 절제생검을 시행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상 초기 침습적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되어 이후 추가적인 절제생검을 시행하였다. 암종으로 진단된 종괴는 완전절제를 시행하였으며, 절제된 주위로 

악성 세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누낭 편평세포암종은 드물게 나타나며 젊은 환자에게서는 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를 통해 연령과 상관없이 

누낭의 악성 종양 발생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며, 누낭 편평세포암종은 고위험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연관성이 

있기에 결막편평세포유두종의 병력이 있는 경우 고려해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1;62(5):68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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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초기에 해당되어 완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뼈와 임

파선 및 절제 변연에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아 수술 후 방

사선 치료
9
는 시행하지 않았다. 본 증례를 통해, 연령과 상

관없이 누낭의 악성 종양 발생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며, 누낭 편평세포암종은 고위험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 있기에 병변이 종양으로 의심될 

경우 이 질환을 의심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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