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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개미물림에 의해 발생한 눈꺼풀 농양 1예
A Case of Lid Abscess Caused by Ant’s Bite
윤하원⋅송 한⋅권지원
Ha Won Yoon, MD, Han Song, MD, Ji Won Kwon, MD, PhD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Myongji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oyang, Korea

Purpose: To report a case of atypical lid abscess caused by ant-bite.
Case summary: A 54-year-old male patient was referred to our clinic due lid swelling. He complained of pain in the left eyelid
area after ant-bite 4 days ago. At the initial visit, elevated abscess and ulcer with pus were observed in the left upper eyelid, and
lesions of the similar aspect were observed in the lower eyelid margin of the same area. Cultures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s were performed. No bacterial growth was observed on culture, and eyelid lesions improved after systemic and topical antibiotic treatment.
Conclusions: Lid abscess caused by ant-bite could be difficult to differentiate with other causes by clinical features. Therefore,
rapid treatment with early diagnosis through history and detailed ocular examination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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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에 의한 자상은 임상 양상이나 환자의 병력에 의해

여 결막, 각막 등의 안구조직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원인이 되는 곤충을 포획하

의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개미에 의한 자상 이후 발생한 위

기가 쉽지 않아 확진은 매우 힘들다. 곤충에 의한 안구나

아래 눈꺼풀의 농양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안구주위 자상은 매우 드물며 벌침에 의한 각막 자상에 대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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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몇 보고만이 있다.

눈꺼풀 주변 피부의 염증이나 농양은 다양한 원인에 의

증

례

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맥립종이 있으며
8
매우 드물게 진드기, 기생충에 대한 몇몇 보고가 있다. 눈

10년의 당뇨병 과거력이 있으며 10일 전부터 당 조절이

꺼풀에 생긴 농양의 경우 병변의 모양만으로는 원인 질환

잘 되지 않아 내분비내과에 입원 중인 54세 남자가 좌안 눈

을 감별하기가 어렵고, 병변에서 배출되는 삼출물을 통하

꺼풀 주위 피부 병변으로 진료 의뢰되었다. 외과적으로 담
낭절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으며 안과적 과거력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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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력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환자는 진료 의뢰 4일 전 잠자
던 도중 좌안 눈꺼풀 부위 피부를 개미에 물린 후 부어 올
랐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2일 전 왼쪽 눈꺼풀 주
변을 비빈 후 병변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초
진 당시 이학적 검사에서 좌안 위 눈꺼풀테의 바깥쪽 부분
에 4×3 mm 가량의 중심부가 융기된 출혈과 고름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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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양 및 피부궤양이 관찰되었고(Fig. 1A), 동일한 부분의

사라졌으며 항생제 복용은 유지하고 에펙신 안연고를 하루

아래 눈꺼풀테의 바깥쪽 부분에서도 2×2 mm 가량의 같은

3회 도포하도록 하였다. 치료 13일째 좌안 위 아래 눈꺼풀

양상의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1B). 안과적 검사상 최대교

병변 모두 호전되었으며, 위 눈꺼풀 테두리에 병변이 있던

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0.6이었으며, 비접촉 안압계를 통

부위의 속눈썹의 소실이 관찰되었다(Fig. 1G, H).

한 안압검사상 안압은 우안 12 mmHg, 좌안 12 mmHg로
측정되었다. 외안근 검사상 복시나 안구운동 장애는 관찰

고

찰

되지 않았고, 각막, 결막, 전방, 수정체 모두 정상이었으며
안저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개미의 자상에

눈꺼풀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눈꺼풀 염

의한 세균감염 또는 독소에 의한 의한 농양으로 판단되어

증이다. 환자는 대개 주변으로 가려움, 작열감, 이물감 등의

병변 부위를 농포의 막을 제거한 뒤 소독된 면봉으로 가검

증상을 호소하고, 눈꺼풀 가장자리는 붉게 변하며 속눈썹

물을 채취하여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

안쪽으로 껍질 및 딱지 등으로 두꺼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

행하였다. 독시사이클린정(Doxycycline Tab , Doxycycline

있다.9 이러한 눈꺼풀 주변 피부의 염증이나 농양은 다양한

100 mg; Youngpoong, Seoul, Korea), 이부프로펜정(Brufen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양상은 맥립종이

Tab®, Ibuprofen 200 mg; Samil, Seoul, Korea)을 1정씩 하

다. 본 증례와 같이 곤충에 의한 안구나 안구 주위 자상은

루 2회 처방하였으며 오플록사신안연고(Effexin Ophthalmic

매우 드물며, 국내외에는 벌에 의한 각막 자상에 대한 몇몇

®

Ointment , Ofloxacin 3 mg; Ildong, Seoul, Korea)를 2시간

보고만이 있다.1,2,4-7,10 벌침에 의한 손상의 경우 벌침 자체

마다 병변에 도포하도록 하였다. 치료 1일째 좌안 위 눈꺼

에 의한 각막의 기계적 손상5뿐 아니라 벌 독에 의해 가벼

풀테의 병변은 부종이 약간 가라앉고 약간의 농포를 동반

운 전방 염증부터 독성시신경염으로 인한 심각한 시력 손

한 홍반성 구진, 가피 소견을 보였으며(Fig. 1C), 아래 눈꺼

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풀의 병변 역시 출혈, 궤양성 병변이 모두 사라지고 살색

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벌침의 독소 성분에 따라 각막부

구진으로 남아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Fig. 1D). 치료 3일째

종, 각막병증, 결막부종, 각결막염, 전부포도막염, 전방출혈,

1,2,4,7,10

각막의 벌침 손상

최대교정시력 양안 모두 1.0으로 좌안의 시력호전을 보였

홍채위축, 백내장, 수정체편위, 수정체낭혼탁, 녹내장, 망막

다. 좌안 위 눈꺼풀의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으며 가피를 제

염, 시신경염 등을 일으킨다.6,7 증상의 경중은 벌의 종류,

거하니 상피화된 조직을 볼 수 있었다(Fig. 1E). 아래 눈꺼

벌침의 수상 깊이, 벌침의 독소에 따른 독성 반응과 면역

풀의 병변 역시 거의 정상화되었다(Fig. 1F). 배양검사상 균

반응의 정도, 치료 시작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단기간에

은 검출되지 않았다. 치료 5일째, 위 눈꺼풀 병변에 가피는

심각한 안구 손상이 발생하거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A

B

C

D

E

F

G

H

Figure 1. Anterior segment photos of lid margin. Abscess with bleeding and pus were shown in the left upper (A) and lower lid (B)
at initial day. One day after systemic and topical antibiotics administration, the edema was slightly submerged, and the erythematous
papules accompanied by a slight pustule were found in upper lid (C), Hemorrhagic, and ulcerative lesions were all disappeared, remained as a fleshy papule in lower lid (D). Three days after treatment, the swelling of the left upper eyelids was much submerged
and the epithelium was visible after removing the crusts (E). The lower eyelid lesions were also almost resolved (F). On the 13th day
of treatment, cilia loss was observed in the area of the upper eyelid border where there was lesion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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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6 곤충에 의한 자상은 임

에 대한 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한 경우, 곤충 자상에

상 양상이나 환자의 병력에 의해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

의한 병변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증례에서 진단은

지만, 자상 부위에 침이 남아있는 벌이 아닌 이상, 원인이

환자의 병력 청취만 의존하고 있으며 원인 곤충을 채집하

되는 곤충을 포획하기가 쉽지 않아 정확한 원인 곤충 파악

는 등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개미에

및 확진은 매우 힘들다.

의한 곤충 자상은 아직 국내외 문헌에 보고된 바 없고 눈꺼

본 증례의 경우 원인은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개미 자상

풀 주변 피부의 염증이나 농양은 비교적 흔하지만, 본 증례

이며 자상 부위의 침이나 개미 등은 의료진이 확인할 수는

의 임상 양상은 일반적인 눈꺼풀 염증의 양상과는 다르게

없었으나, 물린 직후 병변 부위에서 개미를 발견했다는 환

위아래 눈꺼풀테 동일 부위에 궤양을 형성하는 특징적 소

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양상이 맥립종이나 헤르페스 눈꺼

견을 보였다. 이런 경우, 병변에서 스며 나오는 삼출물이

풀염과 비교했을 때, 궤양의 소견이 명확하고 궤양에서 분

결막, 각막 등 안구조직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빠른 치

비물이 배출되는 등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미 물림이 병

료가 필요하겠다. 향후 본 증례와 비슷한 소견의 위아래 눈

인에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미는 절지동물문(phylum

꺼풀 궤양 및 농양 환자가 있을 경우 곤충 자상을 가능한

Arthroporda), 곤충강(class insecta), 벌목(order Hymenoptera),

원인으로 염두에 두고, 정확한 병력 청취를 통하여 빠르고

개미과(family formicidae)에 속하며 벌과 계통발생학적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3

로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도 벌에 의
한 자상과 비슷한 기전에 의해 눈꺼풀농양이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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