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2

대한안과학회지 2022년 제 63 권 제 11 호
J Korean Ophthalmol Soc 2022;63(11):942�946
ISSN 0378�6471 (Print)ㆍISSN 2092�9374 (Online)
https://doi.org/10.3341/jkos.2022.63.11.942

Case Report

윗눈꺼풀에서 발생된 피부뿔을 동반한 각질가시세포종

Upper Eyelid Keratoacanthoma with a Cutaneous Horn

이주헌ㆍ노주헌

Joo Heon Lee, MD, Joo Heon Roh, MD

부산성모안과병원

Sungmo Eye Hospital, Busan, Korea

Purpose: To report a case of upper eyelid keratoacanthoma with a cutaneous horn.

Case summary: A 59-year-old female presented to our clinic with a rapidly growing, painless mass in the center of the right upper 

eyelid. A 2 × 2 × 5 mm dark brown conical hyperkeratotic mass and a 7 × 4 mm nodular, nontender mass were palpable on the 

right upper eyelid. The lesion was isolated from the surrounding tissues and excised completely. Histopathologically, the excised 

masses showed parakeratosis along with hyperkeratosis of the conical mass and the keratin plug, keratin pearls, and epithelial 

proliferation in the nodular mass. These findings led to a diagnosis of eyelid keratoacanthoma with a cutaneous horn.

Conclusions: Eyelid keratoacanthomas may be accompanied by cutaneous horns and confused with squamous cell carcinomas.

The treatment is complete excision, which should be followed by histopatholog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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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에 주로 나타나는 각질가시세포종은 모낭상피나 피

지선상피 기원의 양성 상피종양으로 눈꺼풀, 안와에도 발생할 

수 있다.
1,2

 각질가시세포종은 생물학적으로 3단계의 경과를 

갖는데 2-3개월 내의 빠른 성장을 보이는 증식기(proliferation), 

각질 세포가 축적된 결절을 형성하는 성숙기(maturation), 수개

월에 걸쳐 결절의 크기가 줄어들고 함몰되어 착색된 반흔을 남

기는 퇴화기(involution)로 나뉘어 진다.
3,4

 

임상적인 병변은 불규칙한 표면의 보라색을 띄는 융기

된 결절로 중앙부는 분화구모양(crateriform)의 만입을 특

징으로 한다. 하지만 드물게 원추형이나 원주형의 각질화

된 상피세포로 뿔모양의 돌출된 덩이인 피부뿔(cutaneous 

horn)이 동반되기도 한다.
5

병리조직학적으로 피부뿔은 이상각화증(parakeratosis), 과각

화증(hyperkeratosis)이 관찰되며 상피세포의 이형성(dysplasia)

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6
 각질가시세포종은 각질마개(keratin 

plug)가 표피(epidermis)를 둘러싸고 있기도 하며 각질진주

(keratin pearl), 편평상피세포(squamous epithelial cell)의 증

식과 각질화된 세포기질들이 관찰된다.
5,7

각질가시세포종은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특징으로 희소성

과 산발적 양상 그리고 상피세포의 과각화, 피부뿔의 동반 

등의 특징을 가진 여러 양성 및 악성 상피종양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기존에 국내에서 연구된 눈꺼풀의 편평세포암종 제거 후 

발생한 분화구모양의 만입이 형성된 각질가시세포종 1예
8
가 

있었으나, 저자들은 피부뿔을 동반하는 원발성 각질가시세

포종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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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linical photograph of the right eye. Preoperative 

photograph shows 2 × 2 × 5 mm-sized dark brown conical 

projection of hyperkeratotic mass and 7 × 4 mm-sized nod-

ular, nontender mass on the right upper eyelid. 

Figure 2. Lesion of cutaneous horn. Hyperkeratosis (black arrow) and parakeratosis (red arrow) are noted. There is no evidence of 

epithelial dysplasia. (A)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 ×40 and (B) H&E stain, ×100.

증례보고

59세 여자가 우안 윗눈꺼풀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종괴는 2달 전부터 발생하였으며 통증 없이 크기가 빠르게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병력청취상 외상이나 가족

력은 없었다. 

전안부 소견상 우안 윗눈꺼풀 중앙에 7×4 mm의 융기된 

결절 위로 2×2×5 mm의 뿔모양인 딱딱한 암갈색 덩이가 관

찰되었고 다른 부위에서는 유사한 종괴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촉진상 통증은 없었으며, 눈물흘림, 출혈, 시력저하

와 같은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눈꺼풀 종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국소마취 하 완전절제 및 생검을 시행하였다. 

종괴는 윗눈꺼풀에 단단히 유착되어 있었으며, 완전절제 

후 눈꺼풀 위쪽 피부를 아래로 당겨와 7-0 black silk로 봉

합하였다. 수술 중 발생한 미세한 출혈은 양극소작기(bipolar 

cautery)를 이용하여 지혈하였다. 

조직병리검사상 원뿔모양의 덩이에서 이상각화증과 과

각화증이 관찰되었고(Fig. 2), 윗눈꺼풀의 피부 병변부에서

는 각질마개 및 각질진주, 편평상피세포의 증식과 각질화된 

유리양 세포기질(glassy cytoplasm)들이 관찰되었다(Fig. 3). 

해당 소견으로 눈꺼풀의 종괴가 피부뿔이 동반된 각질가시

세포종임을 진단하였다. 

종괴 절제 10주 후 경과 관찰 시 절제된 부위는 깨끗하였고, 

재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4).

고 찰

각질가시세포종은 자가한정적인 양성 종양으로 분화구모

양의 궤양(crateriform ulcer) 형태로 두경부에 호발하는 급성 

상피종양으로 기술된 이후 Rook and Whimster에 의해 처

음 각질가시세포종이라고 기술되었다.
2,9

 238증례, 127증례

의 각화극세포종을 각각 연구한 결과에서 72.8%, 82.6%의 

빈도로 종양이 안면부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10,11

주로 노출된 피부에서 발병하며 태양빛이나 유전적 요인,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외상, 발암인자, 인유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 등이 고려되며 원인은 대부분 불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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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esion of keratoacanthoma. Keratin plug (black arrow), keratin pearl (red arrow) and proliferation of epithelial cells with 

eosinophilic (white arrow), glassy cytoplasm are noted. (A)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 ×40 and (B) H&E stain, ×100.

Figure 4. Clinical photograph of the right eye at 10 weeks after 

excision. Post-operative photograph showed removed site was 

clear. No recurrence was observed. 

명하다.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각화극세포종과 인유두종 바

이러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특별한 유형이 각화극세포종의 이환율에 우위

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며 또한 연관성에 대해서도 불명확

하다고 보고 있다.
12,13

 각화극세포종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퇴화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퇴화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직 

파괴와 함께 반흔이 남게 된다. 

피부뿔 또한 정확한 발생기전은 밝혀진 바 없으며 햇빛의 

노출 빈도가 높은 곳에서 주로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다.
8
 피

부뿔의 기저부에 선행 질환으로는 광선각화증이 가장 흔하

며 그 외에 기저세포암종, 편평세포암종 등이 있다. 양성과 

악성 종양의 진피 병변에서 생길 수 있으며 피부뿔 기저부

의 면적이 넓을수록 또는 피부뿔의 길이보다 기저부의 넓이가 

클수록 그 기저부의 질환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다.
14

본 증례에서는 피부뿔의 병리조직학적 특징인 상피세포

의 이상각화, 과각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기저부 눈꺼풀 

병변의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각질진주, 상피세포의 증식과 

각질화된 유리양 세포기질 등이 관찰되어 피부뿔을 동반한 

각질가시세포종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눈꺼풀에 나타나는 각질가시세포종은 편평세포암종, 기

저세포암종, 지루각화증, 편평세포유두종 등과 임상 및 병

리조직학적으로 감별해야 할 질환이다.
15

 주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루각화증이나 편평세포유두종의 경우 분화구 

모양의 궤양이 없는 융기된 병변의 임상 양상이 특징이다. 

각질가시세포종은 병리조직학적으로 유사분열과 비정형성

이 관찰되는 기저세포암종, 편평세포암종과 감별이 가능하

나 상피세포 과각화 양상이 비슷한 편평세포암종과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각질가시세포종이 드물게 국소

침습과 원격전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 병리조직학적으로 양

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저분화 편평상피암종으로 분류하

는 경우도 있다.
15

 임상적으로 편평세포암종은 천천히 성장

하며 피부에 궤양성 병변을 형성하는 데 반해 각질가시세

포종은 매우 빨리 성장하고 정체 시기를 거쳐 자발적으로 

퇴화하기도 한다. 기존 연구들
3,4,10

에서 각질가시세포종은 병

리조직학적 특징으로 진단하고 편평세포암종과 임상적 병력, 

특징을 고려해서 감별해야 한다고 하였고, 편평세포암과 임

상 양상과 병리조직학적 양상이 유사한 경우가 매우 많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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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ucrin, transforming growth factor-α (TGF-α), Ki-67, 

p53, bcl-2, peanut agglutinin 등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한 감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치료 방법은 전기소작법, 냉동요법, 완전절제술, CO2 레이

저 소작술, 5-FU의 병변 내 주사, Interferon 주사 등이 있는

데 완전절제 후에는 재발이 거의 없다. 자연소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나 기간이 길어져 주변 정상 조직들이 

파괴되거나 완전절제술과 비교 시 반흔이 더 크게 남게 되기 

때문에 완전절제가 선호된다. 기존에 보고된 각질가시세포종

의 증례들은 대부분 두경부에 발생한 전형적인 증례였으나 

본 증례는 눈꺼풀에 발생하였고, 국내 보고된 눈꺼풀 각질가

시세포종 1건의 사례는 눈꺼풀의 편평세포암종을 제거한 이후 

분화구 모양의 궤양 형태로 발생한 임상 양상이었다. 반면 저

자들이 경험한 증례는 기존의 보고와 다른 원발성으로 피부

뿔이 동반된 각질가시세포종이었다. 

이상에서 저자들이 경험한 예를 바탕으로 볼 때 각질가시

세포종은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증례이나 편평세포암종과 

임상적 감별이 어렵고, 피부뿔이 동반되었을 경우 대부분 

기저부에 양성 병변이 존재하지만 악성 병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부뿔과 

기저부 병변에 대한 완전절제가 필요하고 조직병리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불완전 절제로 인한 재발과 술 후 눈꺼풀의 

미용적 변화 여부 및 예후 판별을 위해 추적 관찰 시행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Moriyama M, Watanabe T, Sakamoto N, et al. A case of giant kera-

toacanthoma of the auricle. Auris Nasus Larynx 2000;27:185-8.

  2) Rook A, Whimster I. Keratoacanthoma--a thirty year retrospect. Br 

J Dermatol 1979;100:41-7.

  3) Schwartz RA. Keratoacanthoma. J Am Acad Dermatol 1994;30:1-

22.

  4) Sánchez Yus E, Simón P, Requena L, et al. Solitary keratoacantho-

ma: a self-healing proliferation that frequently becomes malignant. 

Am J Dermatopathol 2000;22:305-10.

  5) Yang JH, Kim DH, Lee JS, et al. A case of cutaneous horn originat-

ing from keratoacanthoma. Ann Dermatol 2011;23:89-91.

  6) Lee JH. Giant Cutaneous horn associated with squamous cell carci-

noma: a case report. J Korean Soc Plast Reconstr Surg 2005;32:645

-7.

  7) Saftic M, Batinac T, Zamolo G, et al. HPV 6-positive giant keratoa-

canthoma in an immunocompetent patient. Tumori 2006;92:79-82.

  8) Rho WS, Kim HB. Keratoacanthoma of the eye lid. J Korean 

Ophthalmol Soc 1986;27:1085-9.

  9) Hamilton SA, Dickson WA, O'Brien CJ. Keratoacanthoma devel-

oping in a split skin graft donor site. Br J Plast Surg 1997;50:560-1.

10) Ghadially FN, Barton BW, Kerridge DF. The etiology of keratoa-

canthoma. Cancer 1963;16:603-11.

11) Linell F, Mansson B. Molluscum pseudocarcinomatosum. Acta ra-

diol 1957;48:123-40.

12) Trowell HE, Dyall-Smith ML, Dyall-Smith DJ. Human papil-

lomavirus associated with keratoacanthomas in Australian patients. 

Arch Dermatol 1990;126:1654. 

13) Stockfleth E, Meinke B, Arndt R, et al. Identification of DNA se-

quences of both genital and cutaneous HPV types in a small number 

of keratoacanthomas of nonimmunosuppressed patients. Dermatology 

1999;198:122-5.

14) Yu RC, Pryce DW, Macfarlane AW, Stewart TW. A histopatho-

logical study of 643 cutaneous horns. Br J Dermatol 1991;124:449-

52. 

15) Kim SR, Kim CY. A clinicohistopathologic study of a lesion re-

sembling keratoacanthoma. Korean J Dermatol 2014;52:465-70. 



946

-대한안과학회지  2022년  제 63 권  제 11 호-

이주헌 / Joo Heon Lee

부산성모안과병원
Sungmo Eye Hospital

= 국문초록 = 

윗눈꺼풀에서 발생된 피부뿔을 동반한 각질가시세포종

목적: 윗눈꺼풀에 발생한 피부뿔이 동반된 각질가시세포종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59세 여자 환자가 우측 윗눈꺼풀에 발생한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통증 없이 크기가 빠르게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내원 당시 우안 윗눈꺼풀 중앙에 2×2×5 mm 크기의 원뿔모양 암갈색 덩이가 돌출되어 있었으며, 기저부에 7×4 mm의 융기

된 결절이 관찰되었다. 진단을 위해 절제생검하였으며, 절제된 종괴는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있어 가능한 완전절제를 시행하였다. 

절제된 원뿔형 종괴에서는 이상각화증과 과각화증이 관찰되었고, 결절 형태의 종괴에서는 각질마개, 각질진주, 편평상피세포의 증식

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소견으로 눈꺼풀에 발생된 피부뿔을 동반한 각질가시세포종으로 진단하였다.    

결론: 눈꺼풀에 발생하는 각질가시세포종은 피부뿔을 동반하기도 하며 편평상피세포암종과 임상 및 병리학적으로 감별해야 할 질환

으로써, 수술적 절제 및 조직병리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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