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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결막을 포함한 눈꺼풀에 발생한 일차성 국소아밀로이드증 1예
Primary Localized Amyloidosis of the Eyelid and Conjunctiva
김성아⋅이보영⋅양석우
Seong Ah Kim, MD, Bo Young Lee, MD, Suk Woo Yang, MD, PhD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Amyloidosis involving the eyelid margin extending onto the conjunctiva is a very rare condition. We report our experience with a case of primary localized amyloidosis of the eyelid.
Case summary: A 45-year-old man presented with a recurrent nodule on the left medial canthal area extending onto the
punctum. He was previously diagnosed with mild squamous dysplasia and hyaline degeneration in stroma by histopathologic
examination. Biopsy was performed through wide excision of mass under local anesthesia. Hematoxylin & eosin stained sections showed pink amorphous hyaline deposits and Congo red stained sections demonstrated dichroism and birefringence under polarized light microscopy. No systemic involvement was noted, therefore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primary localized
amyloidosis. At the postoperative 6-month follow-up, recurrence of mass was not observed.
Conclusions: In the identification of an eyelid mass, amyloidosis should be considered. After successfully surgical excision, follow-up observation is required to watch for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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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이드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불용성의 무정형 호

3
타난다. 결막을 포함한 눈꺼풀에서 발생한 일차성 국소아

산성 단백질성 섬유가 전신 및 국소적으로 세포외 간질에

밀로이드증은 드문 질환으로 그중 눈물점을 침범하는 종괴

1

침착하는 질환이다. 최근에는 단백질 특성에 따라 amyloid

의 형태는 더욱 희귀하여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증례만이

light chain (AL), amyloid associated (AA), amyloid trans-

알려졌으며,4 국내에서는 각막, 결막에서의 일차성 국소아

thyretin (ATTR)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임상적으로는 치

밀로이드증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눈꺼풀에서는 전신아

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신질환의 동반 유무를 판별하는

밀로이드증에 대한 예만 보고되었다.5,6 저자들은 눈물점을

2
분류법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눈을 침범하는 경우는

포함한 아래 눈꺼풀에 발생한 재발성 종물의 광범위절제

안검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안검 피부를 침범하

및 생검으로 일차성 국소아밀로이드증을 확진하고 치료하

는 경우 거의 대부분 전신아밀로이드증의 한 증상으로 나

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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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45세 남자 환자가 좌안 눈물점을 포함한 아래 눈꺼풀 종
물의 재발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8년 전과 4년 전, 상기 부
위에 종물의 재발로 타원에서 두 차례 절제 및 생검을 시행
하였고 조직검사상 각각 편평세포이형성증과 기질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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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을 진단받았던 기록을 확인하였다. 임상 소견상 아래

대한 병력도 없었다. 국소마취하에 정상조직으로 보이는

눈꺼풀의 좌안 눈물점 부위에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돌

부분의 일부를 포함하여 광범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눈꺼

출된 분홍색 종물이 관찰되었다(Fig. 1). 결막충혈과 유루

풀 테두리와 안검결막의 일부를 침범한 종괴로 보이는 부

증, 안검하수 등 증상은 없었다. 시력은 양안 각각 1.0이었

분을 모두 제거하였고, 종괴 제거 후 눈물점의 좁아짐이나

으며 안압은 정상 범위였고 전안부 및 안저검사상 이상 소

손상은 없었다. 병리조직검사 결과 hematoxylin & eosin

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안위는 정상이었고 안구운동의 장

(H&E) 염색에서 무정형의 호산성 물질의 침착이 관찰되었

애나 안구돌출도 없었다. 포도막염, 안검염, 외상 등 다른

고, Congo-red 염색하에 편광현미경검사에서 이색성 및 복

안질환을 앓은 적은 없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면

굴절 소견을 보였다(Fig. 2). 혈액 및 소변검사, 혈청 면역전

역결핍질환이나 결핵 등 전신아밀로이드증의 원인질환에

기영동검사, 간 및 신장기능검사상 정상 범위였으며 심초

A

B

Figure 1. (A) A pinkish mass (arrow) is seen in the lid margin extending medial canthal conjunctiva and punctum in the left eye. (B)
At the postoperative 6-month follow-up, there was no recurrence or inflammation at the operation site.

A

B

C

Figure 2. (A) Histopathologic examination reveals diffuse deposits amorphous, eosinophilic substance in the extracellular matrix and
vessels with lymphocytes infiltratio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 × 200). (B) Orange colored stained amyloid deposits are
seen (Congo-red staining, × 200). (C) Dichroism and birefringence are seen (H&E staining, × 200).
108

- 김성아 외 : 일차성 국소아밀로이드증 진단 및 치료 -

음파,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흉부 방사선검사에서도 이상

다.10 국소아밀로이드증은 균질의 초자질 물질의 국소적 대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술 후 6개월까지 재발없이 깨끗한

량 침착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병리조직검사에서 아밀로이

상태를 유지하며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Fig. 1).

드로 증명됨과 동시에 전신적 임상 소견이 없어야 한다. 원
인질환 유무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분류되는데 일차

고

성 국소아밀로이드증은 선행되는 질환없이 신체 국소에 침

찰

착되며 주로 피부, 후두, 방광, 요도 등에 결절을 형성하는
눈꺼풀은 안구를 외부로부터 기계적으로 보호하며 시기

데, 안구 및 안와부속기에 침범하는 아밀로이드증은 주로

능 정상 구조 및 기능 유지에 중요한 구조물이다. 임상적으

전신 및 국소질환을 동반하지 않고 각막, 결막, 안검에 결

로 눈꺼풀 종양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나 변화를 보이지 않

절을 형성하는 일차성, 국소성 형태가 대부분으로 안검하

으면 의사는 적극적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육

6
수나 안구돌출을 보일 수 있다. 이차성은 sarcoid증, 트라

안적 특성만으로 양성과 악성을 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반

코마, 외상 그 외 포도막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나 퇴행성

드시 수술적 절제 및 생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환이 있었던 부위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는 것으로 주로

전신질환을 동반하지 않고 눈꺼풀만을 침범하는 일차성

인후, 기관지, 심장, 요도, 방광 및 요관을 주로 침범하고 안

국소 눈꺼풀아밀로이드증은 매우 드믈지만 성공적인 수술

과적으로는 각막, 결막, 안검 등을 주로 침범하나 흔하지

적 절제 이후에도 재발율이 20%로 보고된 바가 있어 재발

않다.1 Rodrigues and Zimmerman10에 의하면 국소아밀로이

하는 눈꺼풀 종괴에 대하여 아밀로이드증을 감별해야 할

드증에서 안검을 침범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7

8

것으로 생각된다. Nair et al 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눈

보고가 되지 않은 극히 희귀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꺼풀에 생긴 아밀로이드증은 임상적으로 콩다래끼와 혼동

진단 방법은 아밀로이드증의 진단에 특이적으로 사용할

될 수 있으며 종괴의 재발이 관찰될 때는 눈꺼풀에 발생하

수 있는 생화학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세포의

는 양성 종양과 더불어 아밀로이드증을 감별 진단으로 고

침착을 증명하는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H&E

려하여야 한다.

염색법은 초자질 무정형의 적색물질로 amyloid 침착물이

아밀로이드증은 다양한 병인에 의해 단백질성 섬유가 세

염색된다. Congo red 염색법으로는 아밀로이드 섬유소들은

포외 간질에 침착하는 질환으로 최종적으로 세포의 파괴로

진한 오렌지색으로 염색되며 주위 조직은 옅은 오렌지색으

진행된다. 최근 25개 이상의 연관 단백질이 발견되고 있어

로 염색된다.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옅은 초록색의

9

비등성 굴절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amy-

연관 단백질로는 AL, AA, ATTR 등이 있으며 면역 글로

loid 종류에 따라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1

브린의 light chain 섬유소들을 가진 집단은 전신아밀로이

치료는 국소, 전신아밀로이드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신

드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조기 진단과 더불어 세

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증례에서도 혈액 및

부 분류에 따라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병의 경과와 생존에

소변검사, 혈청 면역전기영동검사, 간 및 신장기능검사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화학적 분류에

정상 범위였으며 심초음파,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흉부 방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9

사선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포도막염,

대한 내용은 더욱 연구될 전망이다.

아밀로이드증의 분류는 전신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 전신

안검염, 외상 등 다른 안질환을 앓은 적은 없어 일차성 국

성과 국소성으로 나뉘며 선행질환의 유무에 따라 일차성과

소적 아밀로이드증으로 진단하였다. 눈꺼풀아밀로이드증의

이차성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치료로는 단순절제술, 침범된 눈꺼풀 조직을 포함한 광범

있어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일차성 전신아밀로이드증은 다

위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이 보고된 바 있다.12 국소아밀로

발성 골수종을 제외한 다른 원인질환이 있지 않은 경우로

이드증은 성공적인 종괴 제거 후에도 재발할 수 있으며 재

주로 근육, 피부, 신경, 혈관을 침범하여 간, 비장, 신장, 부

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치료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Kim et

신 등에 침착되고 심부전, 위장관 궤양 등을 일으켜 치명적

al13에 의하면 전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신아밀로이드

경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안구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안검을

증에 동반된 결막아밀로이드증의 치료 방법으로 국내에서

3

침범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차성 전신아

14
냉응고술을 시도한 보고가 있었으며, Fraunfelder 에 따르

밀로이드증은 결핵, 류마티스성 관절염, 매독, 만성 염증성

면 결막아밀로이드증에서 종괴 절제 후 반복적인 냉동치료

질환, 악성 질환과 동반된 교원질환 등의 원인질환에 의해

술을 했을 때 재발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발생하는 경우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며 주로 신장, 비

외에도 Copperman et al15의 보고에 의하면 안검 및 안와

장, 간 등에 침범하며 안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

국소아밀로이드증에서 종양감축술 이후 체외방사선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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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결과 1년 동안 아밀로이드증이 진행하지 않았다.
본 증례에서는 전신질환의 동반 없이 반복적으로 재발하
는 눈꺼풀 종괴에 대하여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 후 일차성
국소아밀로이드증을 진단하였다. 비록 국소아밀로이드증으
로 진단받기 전 발생한 두 차례의 종물의 조직검사 결과는
편평세포이형성증와 기질의 양성 변성이었기 때문에 당시
의 종물이 일차성 국소아밀로이드증이었는지 확진할 수 없
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저자들은 결막을 포함한 눈꺼
풀의 일차성 국소아밀로이드증의 발생이 드물고, 종괴를
포함한 광범위절제술 후 합병증 없이 6개월까지 재발 소견
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고하는 바이며, 눈꺼풀의
재발성 종괴가 관찰될 때 눈꺼풀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과
더불어 아밀로이드증을 감별 진단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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