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과학회지 제 47 권 제 7 호 2006

J Korean Ophthalmol Soc 47(7):1080-1086, 2006

1080

안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양에는 가장 흔한 맥

락막 흑색종을 비롯하여 혈관종, 맥락막 모반, 평활근

종, 전이암 등이 있으며 후극부 공막염, 각종 원인에 의

한 망막염 등 염증성 질환도 안내 종양을 가장할 수 있

다. 안내 종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비침습적인 검

사로서 간접도상검안경을 이용한 안저 검사, 초음파 A, 

B-scan, 형광안저혈관조 , 인도시아닌그린 형광안저

혈관조 , 자기공명 상 등이 있고 조직검사를 위해서

는 침습적인 방법인 세침 흡인 생검이 있다. 대부분의 

안내 종양은 비침습적인 검사법만을 사용하여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세침 흡인 생검을 이용한 세

포검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 보고에서는 세침 흡인 생검을 이용한 

안내 종양의 진단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었다.1 저자들

은 안내 종양을 진단하기 위해 세침 흡인 생검을 시행

한 증례들을 종합하여 검사방법의 유용성과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2004년 12월에서 2005년 8월까지 동일한 술자에 

의해 세침 흡인 생검을 시행받았던 안내 종양환자를 대

상으로 임상양상과 시술 결과, 시술 후 경과를 후향적

으로 조사하 다.

세침 흡인 생검을 시행했던 적응증으로는, 각종 비침

습적 검사 소견만으로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웠

거나 각각의 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 임상

적으로 맥락막 전이가 의심되지만 원발병소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환자가 방사선 치료 또는 안구적출술에 앞

서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세침 흡인 생검의 방법은 검사자마다 다양할 수 있

다.3-7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생검에 사용된 도구는 25게이지, 3.8 cm 의 일

회용 세침과 5 cc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으며 플라

스틱 튜브로 연결하여 사용하 다(Fig. 1).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한 이유는 보조자가 음압을 가하기 위해 

plunger를 당기는 순간에 생길 수 있는 검사자의 움직

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종양의 두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생검 시 세침에 의한 공막천공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세침의 끝부분을 적당한 각도로 구부림

으로써 세침이 종양으로 진입 시 각도가 되도록이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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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안내 종양의 진단에 있어 세침 흡인 생검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안내 종양의 진단을 위해 세침 흡인 생검을 시행받았던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결과 : 11명 11안에 대하여 총 12회 시행하 으며, 이 중 10명에서 세포적 진단을 통해 확진할 수 있었다. 1명은 채

취된 세포의 수가 적어 진단을 내릴 수 없었으며, 1명은 위음성의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시행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안내 출혈이었으나 대부분은 저절로 멈추거나 흡수되었다. 망막박리, 생검 부위에서 재발

은 없었다. 

결론 : 다른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진단이 어려운 안내 종양에 대해서 시행하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

교적 안전하게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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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에 평행하도록 하여 이를 방지하 다. 마취는 구후 

마취를 사용하 고, 먼저 3개의 25게이지 무봉합 유리

체 절제술 기구의 trocar를 각막 윤부로부터 3.5∼4.0 

mm 떨어진 적당한 부위에 삽입한 후 이 중 한 trocar

에는 관류액을 연결하여 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하 다. Trocar삽입에 관해서는, 세침 흡인 생검 전에 

안저검사, 자기공명 상자료 등을 분석하여 종양의 위

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삽입할 위치를 미리 정하 으

며 환자마다 위치를 달리하 다. 모든 환자에서 백내

장, 유리체 혼탁 등의 매체혼탁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현미경과 관류액이 흐르는 각막 접촉형 렌즈 하에서 눈 

속을 관찰하면서 생검을 시행하 다. 나머지 두 trocar

를 통해 각각 안내조명침과 25게이지 세침을 삽입한 뒤 

유리체를 가로질러 천천히 세침을 종양방향으로 전진시

킨 후 미리 정해둔 위치에 세침을 찔러 넣었다. 일단 세

침을 찌른 후에는 조직의 손상과 함께 심각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침을 전진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 다. 세침이 종양 속 적당한 깊이에 이르 다고 

생각되면 보조자로 하여금 주사기의 plunger를 갑자

기 잡아당겨 음압을 가하게 하 고 이 힘에 의해 세침

의 lumen속으로 종양 세포가 흡입되도록 하 다. 천

천히 세침을 종양에서 뽑은 뒤 상처부위에서 출혈이 발

생하는지 관찰하면서 안구 밖으로 재빨리 세침을 이동

하 다. 만일 출혈이 발생한 경우 미리 연결해두었던 

관류액의 높이를 높여 안압을 올림으로써 출혈이 저절

로 멈추도록 하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과다

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 다.

종양 생검에 사용한 세침을 연결튜브로부터 분리한 

뒤 5 cc 주사기와 직접 연결하 다. 세침 끝을 깨끗한 

평형 염액에 담그고 1∼2 ml 정도 평형 염액을 흡입하

여 세침 lumen속에 있는 종양세포를 주사기 공간 안

으로 들어오게 하 다. 흡인한 미세한 종양세포가 주사

기 안을 떠다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원심분리를 

하여 종양세포를 바닥에 가라앉힌 후 도말하여 조직염

색을 하여 판독하 다. 염색은 기본적으로 헤마톡실린-

에오신 염색을 사용하 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역조직

염색을 추가로 시행하 다.

결     과

총 11명 11안을 대상으로 세침 흡인 생검을 하 고 

총 시행 횟수는 12회 으며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4

세(37∼71세) 다(Table 1). 

Figure 1.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was performed by 
using a 25-gauge sharp disposable needle and a 5 cc plastic
disposable aspirating syringe. The biopsy needle was 
connected via standard plastic tubing to the syringe in order
that there will be no induced movement in the needle tip 
during the biopsy as the assistant exerts suction in the line 
for aspiration.

Figure 2. Malignant choroidal melanoma (patient 2) in a 
37-year-old man presenting with visual disturbance for 3 
months. Fundus and MR images demonstrate a 15×15×7.2
mm-sized, dome-shaped choroidal mass in his left eye.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was performed at the request of
the patient, but malignant cell was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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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침 흡인 생검을 시행한 안내 종양 환자 중 10명에

서 흡인된 세포를 통해 세포 진단이 가능하 고 이 중 

2명은 추후에 안구적출 또는 종양제거술을 통한 조직학

적 진단과 일치함을 확인하 다. 진단명은 맥락막 악성 

흑색종이 가장 많았고(8안) 비특이적 염증이1안, 전이

성 상피암종이 1안이었으며 채취된 세포의 수가 적어 

진단이 유보되었던 경우가 1안 있었다.

환자 2의 경우, 안저 소견 및 비침습적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맥락막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으

나 환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세침 흡인 생검을 시행하

던 경우 다(Fig. 2). 세침 흡인 생검을 시행하 으나 

첫번째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환자를 

설득하여 정위 방사선 치료(감마나이프수술)를 시행하

으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고 몇개월에 걸쳐 계속 종

양의 크기가 조금씩 커져 세침 흡인 생검을 다시 한번 

시행하여 비로소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

고 결국 안구제거술을 시행받았다.

환자 5는 직장암으로 화학치료를 받았던 기왕력이 있

던 환자로서 맥락막 전이 가능성을 의심하여 시행한 세

침 흡인 생검에서 비특이적 염증세포만이 검출되어서 3

개월간 경구용 스테로이드 및 염증치료만을 시행하

고, 그 결과 거의 치료가 된 경우이다(Fig. 3).

세침 흡인 생검이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경우

는 환자11로서 안저검사, 자기공명 상, 초음파 검사상 

악성흑색종으로 추정되었으나 종양의 전신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했던 양전자 단층 촬 (PET)에서 

경추와 요추 및 여러 군데의 임파선에 전이가 발견되어 

세침 흡인 생검을 시행했던 환자 다. 통상적으로 악성

흑색종이 전이되는 곳은 간이지만 이 환자는 간에는 전

이 소견이 없었고, 악성흑색종이 있으면서 간에 전이가 

없이 척추 및 임파선에 다발성으로 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는 맥락막 악성흑색종와 별개로 다른 부위에 암이 

있고 그 부위의 암이 전신 전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었

고, 둘째는 안구내 종양이 다른 부위의 원발종양에 의

한 맥락막 전이일 가능성이었다. 세침 흡인생검을 시행

해 본 결과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에서는 멜라닌 세포

를 함유한 세포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HMB45로 면

역염색해본 결과 악성 흑색종은 아니었으며, CD68과 

cytokeratin 면역염색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전이성 

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세침 흡인 생검 중 발생했던 합병증으로는 출혈이 가

장 많았다. 12번의 세침 흡인 생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에서 생검 부위의 출혈이 있었으며 대부

분 관류액의 높이를 높이는 것만으로 출혈이 멈추었으

나 2명에서는 출혈이 계속되어 추가로 유리체 절제술을 

Table 1. Clinical and diagnostic data on 11 cases of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of intraocular tumors

Patient 
no.

Age Sex Clinical diagnosis

Maximal 
basal 

diameter 
(mm)

Tumor 
thickness

(mm)

Cytologic diagnosis Treatment
Complications and 

its management

1

2

3

4

5

6

7

8

9

10

11

64

37

46

66

71

49

47

60

35

63

52

F

M

M

F

F

M

M

M

F

F

F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Choroidal metastasis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or choroidal metastasis

2.5

12.0

6.0

15.0

6.0

8.7

11.9

6.0

4.4

10.6

4.0

1.9

7.2

3.0

7.2

3.3

9.55

10.0

2.3

4.1

5.8

2.8

Not diagnostic

1st: Negative for maliganacy

2nd: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Non-specific inflammation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alignant melanoma

Metastatic carcinoma

Observation

radiotherapy

Radiotherapy

Radiotherapy

Oral corticosteroid

Radiotherapy

Radiotherapy

Radiotherapy

Radiotherapy

Lamellar

sclerochoroidectomy

Chemotherapy

Hemorrhage. PPV*

Hemorrhage.

Hemorrhage.

Hemorrhage.

Hemorrhage.

Hemorrhage.

Hemorrhage.

Hemorrhage.

Hemorrhage.

Hemorrhage.

Hemorrhage. PPV

* PPV : pars plana vit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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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 다. 검사 후 망막열공으로 인한 망막 박리나 세

침의 주행 방향을 따라 발생한 유리체 견인 등은 없었다.

고     찰

세침 흡인 생검은 20세기 초에 도입되어 다양한 장기

의 여러 병변의 진단에 널리 사용되는 진단방법으로서 

안과 역에서는 1950년대 초 안내암이 의심되는 환자

에서 시행한 예들이 처음 보고되었다.
8,9
 다른 부위의 

종양과는 달리 안내 종양의 조직학적 진단은 과거에는 

안구적출술을 시행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세

침 흡인 생검이 도입되면서 치료 전 조직학적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검사와는 달리 침습적인 

진단 방법이고 합병증의 발생가능성과 진단 정확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안내 종양의 진단에 있어서 세침 흡

인 생검은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3,6,10-12

세침 흡인 생검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시술 중 합병증

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망막, 유리체 출혈이다. 그 동안 발표된 여러 문헌을 고

찰해보았을 때 안내 출혈은 미세하게라도 거의 모든 예

에서 발생하 다고 하 다.
3,4,6,10

 그러나 심각할 정도

로 출혈이 많았던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안구에 

외부 압력을 가해 안압을 높이는 것 만으로도 저절로 

멈추었다고 하 다. 저자들이 시행한 12번의 세침 흡인 

생검에서도 거의 모든 경우에서 안내 출혈이 발생하

다. 대부분에서 관류액의 높이를 높여 안압을 높임으로

써 저절로 출혈은 멈추었으나 2안에서는 출혈의 양이 

과도하여 2차적으로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하 다. 추가

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한 2안은 종양의 두께가 각각 

2.8 mm, 1.9 mm에 불과하여 세침 흡인 생검시 각별

히 주의를 요하 어야 하는 환자 으나 검사자의 경험부

족으로 인해 과도한 안내출혈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세침 흡인 생검시 발생 가능한 또 다른 합병증으로 

세침에 의한 암세포의 전이가 있다. 세침으로 인한 암

세포의 전이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인체 

내 다른 장기에서는 드물게 보고되기도 한다.13,14 1988

년 Glasgow et al
15
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세침 흡인 

생검의 53%에서 세침의 주행경로를 따라 종양세포가 

파종됨을 확인하 다고 하 다. 그러나, 파종된 종양세

포의 수를 분석한 결과 파종된 곳에서의 종양 재발을 

유발할 정도의 세포 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

으며, 1993년 Shield et al3은 안내종양의 진단에 사

용한 세침 흡인 생검 159례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생검부위에서 종양이 재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 하 다. 안내종양에 대하여 세침 흡인 생검을 시행

하는 방법은 세침이 종양으로 접근하는 경로에 따라 크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종양이 위치하는 부

위의 공막을 직접 통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반대편 

공막으로부터 접근하여 안구내부, 즉 유리체를 경유하

는 방법이다. 저자들은 두번째의 방법을 사용하 는데, 

이 경우 세침이 진입하는 공막 부위와 종양 사이에 유

리체라는 완충조직이 있어 암세포 전이의 가능성을 낮

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15
 뿐만 아니라, 저자들이 사용

한 방법과 같이 25게이지 무봉합유리체 절제술의 

troca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침과 공막이 직접적으

로 맞닿는 경우는 없으므로 종양세포의 공막 파종 가능

성은 더욱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에게 시행받

은 세침 흡인 생검 환자 중 공막, 결막 부위에서 종양이 

재발된 경우는 없었으며 앞에 소개한 문헌들로 미루어 볼 

때 암세포의 전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Figure 3. (A) Large choroidal mass (patient 5) in a 71-year-old female who had received chemotherapy for rectal cancer 1 year
previously. She was diagnosed with chronic non-specific inflammation via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B) After receiving an 
oral corticosteroid therapy for 6 months the previous lesion has been almost resolved.



Figure 4. Choroidal mass (patient 11) in a 71-year-old female. Fundus image (A) fluorescein angiography (B) and B-scan image
(C) was compatible with choroidal melanoma. Bu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revealed multiple metastasis in the lymph 
nodes, cervical and lumbar spines (D) Smear from fine-needle aspiration (E) Hematoxylin and eosin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400 did not show melanin pigment-containing cells nor immunohistochemical reactivity for HMB45 (F) original magnification 
×400. Instead, it showed immunohistochemical reactivity for CD68 (G), original magnification ×400 and cytokeratin antigen 
(H), original magnificatio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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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침 흡인 생검의 결과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충분하고 적절한 세포 검사물을 확보했는지가 중요

하므로 검사자의 경험이 검사의 정확성에 큰 향을 미

칠 수 있다. 세침 흡인 생검의 가장 큰 제한점은 세포분

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검체를 확보하기가 힘

들다는 것이다. 저자들이 시행한 세침 흡인 생검의 증

례들 중 위음성으로 판명된 1례와 채취된 세포의 수가 

적어 판독이 정확하지 않았던 1례 모두 생검을 시작한 

초기에 시행했던 환자들로서 경험과 검사 정확성의 상

호 관련성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5 gauge

이상의 큰 세침을 사용하여 생검을 시행하면 채취하는 

세포의 수를 늘릴 수 있으나 세침의 크기와 비례하여 

안내 출혈, 저안압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7,15
 세침 흡인 생검의 정확성에는 종양

의 크기도 향을 미친다. Cohen et al2이 안내 종양

의 두께와 판독 정확성의 관련성에 대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양의 두께가 4.0 mm 이상인 경우는 진단 정

확도가 98%에 달하지만 2.0 mm 이하인 경우는 40%

에 불과하다고 하 다. 본 증례들 중 종양의 두께가 

2.0 mm 이하 던 경우는 1안(환자1, 1.9 mm)이었

으며, 채취한 종양세포의 수가 적어 판독이 정확히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 이를 뒷

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세포검사를 경험 있는 안병리 의사가 판독했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3
 이에 관해서는 국내에 

경험 있는 안병리 의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안과의

사가 병리의사가 서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세포검사에 

대한 진단을 내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동안 본원에서 시행했던 증례들의 진단은 

병리의사와의 토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한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은 악성과 양성 종양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정확한 cell type을 판별하기가 쉽

지 않다는 점이다. 세침 흡인 생검의 가장 큰 목적은 안

구내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감별하는 데 있지만, 

더 나아가 종양의 종류와 세포종류의 판별을 통해 환자

의 예후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악성흑색종으로 진단된 9안 중에서 cell type까지 판

별할 수 있었던 경우는 단 한례 다. 저자들은 채취된 

세포들을 원심분리를 하여 모은 뒤에 이를 도말하여 판

독을 하 는데, 이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취된 세포의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단 채취한 

세포를 되도록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러다보

니 채취된 세포를 직접 도말하는 경우에 비해 원래 세

포가 지니는 형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cell type

의 판별까지는 힘든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점차 검사자의 경험이 축적되어 충분한 양의 세포를 확

실히 채취할 수 있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세침 흡인 생검은 종양의 두께나 적응증

을 잘 선택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내리기 어려

운 안내 종양에서 시행한다면 좀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

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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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of Intraocular Tumors

Jong Hyun Lee, M.D.1, Woo Ick Yang, M.D.2, Sung Chul Lee, M.D.3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lsan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1, Gyeonggi-do, Korea
Department of Pathology, Yonsei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2,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3,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in the diagnosis of suspected 
intraocular malignancy and simulating conditions.
Metho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of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underwent diagnostic 
pars plana transvitreal biopsy. 
Results: A total of 12 biopsies were performed in 11 eyes of 11 patients with intraocular tumor and the final 
diagnosis was confirmed by cytologic examination in 10 eyes. There was insufficient amount of material for 
cytologic examination in one case. In another case, biopsy was repeated to obtain the final result due to false 
negative result of the first biopsy. Localized intraocular hemorrhage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but resolved spontaneously in most cases. Retinal detachment and tumor recurrence were not 
observed. 
Conclusions: Transvitreal fine-needle aspiration biopsy is an accurate diagnostic procedure in the evaluation 
of intraocular tumors difficult to diagnose with other non-invasive diagnostic technique and it can be 
performed safely with minimal complication.
J Korean Ophthalmol Soc 47(7):1080-108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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