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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눈꺼풀의 원발점액샘암종

Primary Mucinous Adenocarcinoma of the Lower Eye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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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report a case of a primary mucinous adenocarcinoma of the lower eyelid diagnosed in patient with a painless mass. 
Case summary: A 62-year-old male visited our clinic with a painless mass of the left lower eyelid of increasing the size for 2 
months. Orbital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revealed an approximately 2 cm well-defined ovoid, ho-
mogeneous enhancing mass in the left lower eyelid. A biopsy was performed under general anesthesia, and histopathologic ex-
amination confirmed mucinous adenocarcinoma. Final diagnosis was made as primary mucinous adenocarcinoma since torso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found no abnormal findings and extensive resection was performed 
for complete resection of the tumor.
Conclusions: Primary mucinous adenocarcinoma that occurs in the eyelid is a very rare malignant tumor, and a systemic exami-
nation to determine whether it is metastatic is essential, and due to its high local recurrence, regular follow-up after extensive re-
sec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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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의 원발점액샘암종(primary mucinous carcinoma of 

the skin)은 1952년 Lennox et al1
에 의해 처음 기술된 땀샘 

기원의 종양이다.2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4예의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 진행이 느린 악성 종양으

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머리에 발생하고 특히 두피나 얼

굴, 눈꺼풀에서 발견된다.3,4 전이는 드무나 국소적 재발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저자들은 비교적 빠르게 커지

는 아래눈꺼풀의 무통성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점액샘암종을 진단하였고, 전신검사에서 

원발병소가 발견되지 않아 눈꺼풀의 원발점액샘암종으로 

확진한 1예를 영상 소견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62세 남자 환자가 2달 전부터 발생한 왼쪽 아래눈꺼풀의 

크기가 증가하는 무통성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코의 

왼쪽 경계에서 아래눈꺼풀쪽으로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약 2 × 2 cm 크기의 융기된 형태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발적 및 압통은 없었다(Fig. 1).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로 

약물 복용 중이었으며 12년 전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

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었다. 안과적 과거력은 없었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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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linical findings. (A) Palpable mass on left lower lid. The mass was about 2 × 2 cm in size, and there was no tenderness 
or change in skin color (up & down). (B) After wide resection (up), 1 week after wide resection with full thickness skin graft (FTSG) 
surgery (down). For complete resection of mass, wide resec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was performed. The absence of tumor in 
resection margin was confirmed through frozen biopsy during surgery and FTSG using upper eyelid skin was done. (C) Eighteen 
months after surgery (up & down). There was no recurrence or any complication. The patient consented to the use of these 
photographs.

원 안과 초진에서 최대교정시력 양안 1.0이고, 양안 안압 

11/10 mmHg로 정상 범위였다. 눈물소관관류술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고, 안구운동장애 및 복시 증상은 없었으며 세

극등현미경검사에서 양안 초기 백내장 이외의 특이 소견은 

없었다.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에서 왼쪽 아

래눈꺼풀과 비골 사이에서 균일한 음영의 2 cm 정도의 종괴

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안와 자기공명영상검사(magnetic res-

onance imaging)에서는 왼쪽 아래눈꺼풀의 약 2 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한 타원형의 균질하게 조영되는 피하 종괴가 

T2 강조영상에서는 고신호 강도, T1 강조영상에서는 저신

호 강도를 보였다(Fig. 2).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위하여 전신마취하 종양 절제생검

을 시행하였다. 절제한 종괴의 크기는 2.2 × 1.5 × 1.3 cm로 

병리조직검사 저배율(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 

×40)에서 불규칙한 얇은 섬유조직의 격벽으로 둘러싸인 뮤

신 풀(pool)의 상피세포 군락이 관찰되었으며, 고배율(H&E, 

×200)에서 호산성 세포질과 다형성 핵을 지닌 입방형의 종

양세포 군락을 확인할 수 있었고 드물게 체세포분열도 관

찰되었다(Fig. 3).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는 점액샘암

종 진단을 받았다. 원발성․전이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양전

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및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전이 소견을 보이지 않아 아래눈꺼

풀에 발생한 원발점액샘암종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종양의 

완전 절제를 위해 첫 수술 2개월 뒤 전신마취하 광범위 절

제술을 시행하였다. 절제연에 종양세포가 없음을 수술 중 동

결절편검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동시에 좌안 가쪽눈구석절

개술과 위눈꺼풀 피부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full thick-

ness skin graft)을 시행하여 결손 부위를 재건하였고, 수술 

이후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이나 전이 소견 없이 추

적 경과 관찰 중이다. 

고 찰

피부에서 발생하는 원발점액샘암종은 주로 경계가 분명

한 단일 결절 형태로, 흑색, 회색 또는 붉은색을 띈다. 간혹 

궤양, 부드러운 덩어리, 소엽성, 분홍색, 파란색, 모세혈관 

확장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종양의 크기는 1-12 cm까

지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2 cm 내외이다.2,5-7 종양의 완전 

절제 이후에도 국소적인 재발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편이다.8,9 1979년 Wright and Font5
는 눈꺼풀에 발생

한 점액샘암종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나

이는 60세로 남성에서 호발하고, 약 40%에서 국소 재발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점액샘암종의 78%가 두경부에서 발

견되었고, 눈꺼풀에서 발견된 경우는 47%이며, 그 뒤를 이

어 얼굴과 두피에서 많았다. 1992년 Snow and Reizner10
는 

점액샘암종 환자의 약 40%가 눈꺼풀에 발생하였고, 발생 

연령은 평균 63세, 2:1 비율로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

음을 보고하였다. 1997년 Karimipour et al11
은 점액샘암종

의 평균 발생 연령은 61세, 발생 빈도는 백인(62%), 흑인

(34%), 아시아인(4%)의 순서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피부에 

발생하는 점액샘암종의 44%는 눈꺼풀에서 발생하며, 얼굴

(21%), 두피(15%), 액와(8%), 가슴(5%) 그리고 발(4%) 순서

의 발생 빈도를 보인다. 조직학적으로는 섬유성 격벽(fibrous 

septa)으로 구획이 이루어진 상피세포 군락과 뮤신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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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aging study. Facial computed tomography (CT; A, B) shows mass of diameter 2 cm between left lower lid and nasal 
bone. An approximately 2 cm well-defined ovoid homogeneous enhancing mass in medial side of the left lower eyelid, subcutaneous 
layer. High signal in T2 magnetic resonance images (MRIs; C, D) and low signal in T1 Gadolinium-enhanced fat suppression MRI (E, F).

A B C

Figure 3. Histopathologic appearance of the surgical specimen. (A) Excised mass, size of 2.2 × 1.5 × 1.3 cm. Histologically diag-
nosed as mucinous carcinoma. No lymphovascular invasion, resection margin involvement. (B) Low power view of the mucinous 
carcinoma. The tumor is composed of sparsely arranged epithelial clusters in abundant mucin pools surrounded by irregular thin fi-
brous septae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 ×40). (C) High power view shows irregular papillary clusters of cuboidal tumor 
cells with eosinophilic cytoplasm and pleomorphic nuclei. Mitosis is occasionally seen (arrow) (H&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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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찬 커다란 풀이 특징적이고, 종양 세포들은 입방형이거

나,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풍부한 세포질과 이형성이 거의 

없는 작은 핵을 갖는다.3,10 

원발점액샘암종보다 전이성 점액샘암종의 발생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피부에 발생하는 원발점액샘암종을 진단하

기 위해서는 유방이나 위장관으로부터 전이된 전이성 점액

샘암종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1,11 전이성 점액샘암종에

서는 체세포 분열이 더 많고 핵의 염색성이 더 높으며, 다

수의 비정형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종양 주변부의 

콜라젠 다발 사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나, 조직학적

으로 원발점액샘암종과 재발성 점액샘암종을 구분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국내 학회지에서는 세 건의 눈꺼풀에서 발견된 원발점액

샘암종이 보고되었다. 2007년 Seo et al12
은 위눈꺼풀에 6개

월 전부터 재발한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보고하였

다. 종괴는 1.0 × 0.8 cm 크기로, 통증은 없었고 내원 1년 

전 같은 자리에 발생한 종괴로 절제한 기왕력이 있었으며, 

모스 수술법(Mohs’ excision technique)으로 완전 절제하였

다. 전신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고, 21개월 동안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Hong et al13
은 2009년 가쪽눈구석

에 2년 전부터 재발한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보고

하였다. 내원 5년 전 가쪽눈구석 및 위눈꺼풀에 인접한 세 

개의 종괴를 절제한 과거력이 있었고, 종괴는 통증 없이 서

서히 커지는 경계가 불규칙한 결절 모양이었으며 경계부보

다 5 mm 정도 더 넓게 절제하였다. 전신검사에서 특이 소

견은 없었고 술 후 24개월 동안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았

다. 2018년 Park and Kim14
은 2년 전부터 아래눈꺼풀에 발

생한 무통성 종괴로 내원한 환자를 보고하였다. 내원 전 피

부과에서 레이저치료를 5회 시행하였으나, 재발하는 양상

을 보였고 내원 당시 0.6 × 0.7 cm 크기로 경계가 명확한 

붉은색으로 융기된 종괴였다. 오각형쐐기절제술(pentagonal 

wedge resection)을 시행하였으며 가쪽눈구석절개술을 동

시에 시행하여 아래눈꺼풀 바깥쪽 피부를 당겨왔다. 전신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수술 후 18개월 동안 재발 

및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발표된 기존의 증례들에서는 영상학적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반면, 본 증례에서는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

하여 점액샘암종의 영상학적 소견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또한 이전의 종양절제술 또는 레이저치료의 과거

력이 있었고, 크기가 직경 1 cm 이하로 본 증례보다 작았으

며, 6개월 이상의 유병 기간을 보였는데, 이와 비교하여 본 

증례는 처음 발견된 무통성의 종괴로 2개월 동안 2 cm의 

크기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다. 국내에서 발표된 세 건의 

증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크기가 크고 성장이 빨랐지만, 점

액샘암종의 크기가 1-12 cm로 다양하다는 기존 보고를 고

려했을 때 평균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었다.2,5-7 

2018년 Park and Kim14
이 발표한 증례는 본 증례처럼 아

래눈꺼풀에 발생한 종괴였으나, 뮤신이 거의 없어 periodic 

acid-Schiff (PAS) 염색을 통하여 glandular luminal material

이 뮤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WHO의 정의에 따르면, 

뮤신의 비율이 종양의 50%를 넘어야 점액샘암종이라고 진

단할 수 있는데
15,16 Park and Kim14

의 증례에서는 PAS 염

색을 통해 뮤신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뮤신의 비율이 적었

다. 이에 비하여 본 증례에서는 종양의 50% 이상을 차지하

는 풍부한 뮤신 풀을 보였기 때문에 점액샘암종의 정의에 

더욱 부합하는 증례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눈꺼풀

에 발생하는 원발점액샘암종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이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전신적인 검사가 반

드시 필요하며, 국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광범위 절제 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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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선 외 : 아래눈꺼풀의 원발점액샘암종-

= 국문초록 = 

아래눈꺼풀의 원발점액샘암종

목적: 아래눈꺼풀의 무통성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원발점액샘암종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62세 남자 환자가 내원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왼쪽 아래눈꺼풀의 크기가 증가하는 무통성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전산화

단층촬영과 안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왼쪽 눈꺼풀에 약 2 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한 원형의 균일하게 조영되는 종괴가 확인되었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전신마취하 종양 절제생검을 시행하였고 병리조직검사에서 점액샘암종으로 확진되었다. 몸통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및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 원발점액샘암종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종양의 완전 절제를 위해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눈꺼풀에 발생하는 원발점액샘암종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이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전신적인 검사가 반드

시 필요하며, 국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광범위 절제 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요구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2;63(3):3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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