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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에는 여러 종류의 색소성 침착이 생길 수 있으

며, 여기에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태어날 때는 없었으나 서서히 생기는 것도 있다.
1
 이러

한 결막모반은 희게 보여야 할 결막을 검게 보이게 하

여 심각한 미용상의 문제를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변의 크기나 정도에 관계없이 환자에게 심각할 정도

의 정신적인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막모반에 

대한 제거를 원할 경우 그 동안 수술적 방법으로 병변

의 절제를 해 왔으나 수술적 절제를 할 경우 결막충혈

이나 결막반흔이 남을 수 있어, 일부의 환자들은 수술

을 꺼려해 왔으며 또한 결막모반의 수술적 절제를 받은 

환자들 중 일부에서 그 결과에 만족해 하지 않는 경우

가 있었다. 저자들은 최근 10년간 모반의 크기나 색의 

변화가 없고 임상적으로 양성으로 판단되는 결막모반 

환자들 28명 30안을 대상으로 아르곤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 충혈이나 반흔 등의 부작용 없

이 쉽게 모반을 제거하 으므로 그 임상결과를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안과를 방문한 결막모반 환자 28명 30안을 대상으로 

하 다. 남자가 3명 3안, 여자가 25명 27안이었으며 

평균나이는 33.0±9.3 세 다. 모든 환자에서 결막에 

색소성 모반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안과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 과거력에서 특별한 질환을 앓았거

나 장기간 안약이나 내복약을 사용한 병력은 없었다. 

결막모반은 주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최근 

10년간 크기나 색의 변화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1. 레이저 조사

결막모반 제거에는 파장 514 nm 인 아르곤 그린 레

이저(Argon-Krypton ophthalmic laser photocoa-

gulator, Novus Omni 2000 ; LUMENIS 

medical group, USA)를 사용하 다. Spot size는 

200 μm, duration은 0.1 second, power는 300 

mW 에서 가감하 다.

환자의 결막모반이 있는 눈의 결막낭에 국소점안마

취제(Alcaine, Alcon, USA)를 1방울 점안한 후 바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한 결막모반의 제거
정진욱1,2․김태임3․이진학1,2․위원량1,2․권지원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1,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서울인공안구센터2, 서울성애병원 안과3

목적 : 양성 결막모반의 제거에 있어서 아르곤 레이저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결막에 모반이 있는 환자 중 최근 10년간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없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아르곤 레이

저를 이용한 결막모반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는 모두 28명 30안이었으며, 남자가 3명 3안, 여자가 25명 27

안이었고, 평균나이는 33.0±9.3 세이었다. 레이저 시술 후 모든 환자에서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하였다.

결과 : 결막모반의 평균 크기는 3.9×2.8 mm 이었다. 대상 환자 모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부위의 결막모반이 완

전히 제거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시술 2일 내에 나타났다. 추적 관찰 중 재발된 경우는 없었다. 결막 반흔이나 충혈 등

의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결론 :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한 결막모반의 제거는 임상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별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

았다. 따라서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한 결막모반의 제거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 방법이며 수술적 절제를 대신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한안지 45(12):1989-1994, 2004> 

<접수일 : 2004년 7월 20일, 심사통과일 : 2004년 10월 21일>

통신저자 : 권  지  원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Tel: 02-760-2438,  Fax: 02-741-3187

E-mail: eyeminerva@korea.co.kr



― 대한안과학회지 제 45 권  제  12 호  2004년 ―

1990

로 시술하 다. 시술 시간은 점의 크기와 진하기에 따

라 조금 달랐으나 5분 정도로 하 으며, 모반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1∼2주 간격으로 3∼4회에 나누어서 시행

하 고, 1회 시술하는 범위는 3×3mm 정도로, 레이저 

조사횟수는 1회에 100회 정도로 하 다. 레이저 조사

는 결막모반에 초점이 맞도록 하 으며 레이저가 결막

모반을 응고시켜 조사부위 결막이 분화구 모양으로 파

이고, 주변부에 흑색물질이 모이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

하 다. 중간에 빈 공간이 없도록 치료범위 안에서 레

이저를 촘촘히 조사하 다.

2. 시술 후 관리 및 추적관찰

시술 후 다음날부터 0.1% fluorometholone 을 하

루 3회 3일간 점안하도록 하 고, 눈을 비비는 것을 금

하 으며, 술이나 수 도 금지하 고, 외출 시 가능하

면 선 라스를 착용하도록 하 다. 시술 후 1일, 3일,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후에 추적관찰을 하 다.

결     과

대상환자 28명 30안 중 우안과 좌안은 각각 13안 및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Case No. Age Sex Involved eye Location of lesion Size of lesion (mm) Number(s) of laser treatm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45
24
42
24
34
41
52
22
36
35
33
19
39
39
51
32
41
31
24
33
16
25
35

24
31
23
43

F
F
M
F
F
F
F
F
F
F
M
F
F
F
F
F
F
F
F
F
F
M
F
F

F
F
F
F

Right
Left

Right
Left
Left

Right
Left

Right
Left
Left

Right
Right
Left
Left
Lef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Right
Left
Left
Left

Right
Right
Left

Bulbar conjunctiva
Bulbar conjunctiva

Limbus
Bulbar conjunctiva

Limbus
Limbus

Bulbar conjunctiva
Bulbar conjunctiva
Bulbar conjunctiva

Limbus
Bulbar conjunctiva

Limbus
Bulbar conjunctiva
Bulbar conjunctiva

Limbus
Bulbar conjunctiva

Limbus
Bulbar conjunctiva
Bulbar conjunctiva

Limbus
Limbus

Bulbar conjunctiva
Limbus

Bulbar conjunctiva
Bulbar conjunctiva

Limbus
Bulbar conjunctiva

Limbus
Limbus
Limbus

4×3
3×2
4×2
5×5
4×3
3×2

2.5×2
3.5×3
3×2
4×2

3.5×2.5
3×2
3×3
4×3

2.5×2
5×4

2.5×2
4×3

1.5×1
9×6
3×2
3×2

3.5×2.5
5×3
7×3
3×2

2.5×1.5
7.5×6
6×5
3×2

2
1
1
3
2
1
1
1
1
1
1
1
1
2
1
2
1
2
1
4
1
1
1
2
2
1
1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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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안이었다. 결막모반의 위치를 윤부 위치 및 구결막 

위치로 나누어 보았을 때, 윤부에 위치한 경우가 14안, 

구결막에 위치하는 경우가 16안이었다. 결막모반의 평

균 크기는 3.9×2.8 mm 이었으며, 작은 것은 1.5×1 

mm에서부터 큰 것은 9×6 mm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

을 보 다. 평균 레이저치료 횟수는 1.53±0.82 회

Figure 1. Anterior segment photographs of Case No. 15. (A) 
Before argon laser photocoagulation. This photograph shows 
2.5×2 mm sized conjunctival pigmented nevus in limbal area. 
(B) Immediately after 1st argon laser photocoagulation. (C) 
Seven days after 2nd argon laser photocoagulation. This 
photograph shows the complete disappearance of the lesion.

Figure 2. Anterior segment photographs of Case No. 25. (A) Before argon laser photocoagulation. This photograph shows 3×2 
mm sized conjunctival pigmented nevus. (B) Seven days after argon laser photocoagulation, the pigmented lesion completely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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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병변의 크기에 따라 1회에서부터 4회로 나누어 

시행한 경우까지 다양하 다. 대상 환자들의 나이, 성

별, 모반의 위치 및 크기, 환자당 레이저치료 횟수는 

Table 1 과 같다.

아르곤 레이저 조사 후 전례에서 결막모반이 깨끗이 

제거되었다. 시술 당시 통증은 매우 경미하여 시술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시술 2일 내로 

모반이 제거되었다. 시술 2일까지는 약간의 충혈이 남

아 있었으나 곧 소실되었고, 환자의 일상생활에는 장애

가 되지 않았으며, 결막충혈이나 반흔 없이 깨끗이 모

반이 제거되어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추적관

찰을 하면서 모반이 재발한 경우는 한 예도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의 시술전과 시술후의 사진을 Figure 1에서부

터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고     찰

결막 모반은 흔한 양성 안종양이다. 결막에는 원발성 

후천성 흑색증(primary acquired melanosis), 이

차성 흑색증(secondary melanosis), 모반(nevus), 

흑색종(melanoma), 눈 멜라닌세포증(ocular mela-

nocytosis), 맥락막흑색종의 안외확장(extraocular 

extension of uveal melanoma) 등의 여러 가지 질

환에 의해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다.2,8 이러한 결막의 

색소침착은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으므로 양

성과 악성을 감별 진단해야 하며, 임상적 양상이 비슷

하여 진단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진단은 임상적으로 

내려지며, 확진은 조직학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결막의 

색소침착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모반이며, 결막모반은 

다시 복합모반, 상피하모반, 경계성 모반, 청색 모반으

로 나뉜다.
2-4
 복합모반은 피부의 것과 같으며 조직학적

으로 상피층의 모반세포는 크고 둥 며 낭포를 형성하

기도 한다. 악성으로 변이할 가능성은 적다. 상피하모

반은 선명한 갈색을 보이며 공막과 분리되어 잘 움직이

고, 조직학적으로는 작고 진한 방추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경계모반은 공막과 분리되어 잘 움직이며, 모반

세포는 피부의 것보다 더 크고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색 모반도 피부의 청색 모반과 비슷하며, 

공막까지 침범되어 유동성이 없고, 앞에서 언급한 모반

세포들보다 더 깊숙히 색소침착이 있으며 악성변화는 

거의 없다.4-8 

결막모반의 분포는 구결막(72%), 누구(15%), 반달

주름(11%)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구결막에

서의 분포를 보면 이측에서 46%, 코측에서44% 의 비

율로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양성 결막모반은 대부분이 

윤부 가까이에 있으며 각막으로 침범되지 않고, 크기는 

다양하나 두께가 얇으며 매우 표면적으로 분포한다. 반

면에 결막 흑색종은 주로 구결막 상부나 하부에 위치하

고 두께가 두껍고 크기가 크며 모혈관이 있고 종양 내

에 낭포가 없는 것이 중요한 구분점이다.2 

이러한 양성 결막모반에 대한 치료로 수술적 절제술

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수술적 절제시 결막모반의 완전절제가 중요하며, 만약 

병변이 공막과 유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막의 일부를 

절제하여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

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변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 수술 

절제연에 냉동 치료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9 
그러나 이

러한 수술적 치료는 치료 합병증으로 수술 반흔이 남거

나 지속적인 충혈이 있을 수 있다. 

Figure 3. Anterior segment photographs of Case No. 27. (A) Before argon laser photocoagulation. This photograph shows 7.5×
6 mm sized conjunctival pigmented nevus. (B) One month after argon laser photocoagulation, the pigmented lesion completely 
dis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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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양성 결막모반에 대한 레이저 치료의 효과

에 대한 연구로는 1993년 Kim and Han
10
이 보고한 

결막 상피 흑색증(conjunctival epithelial melano-

sis)을 엑시머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한 2예의 보고가 

있으며, 국내에는1984년 On and Shin
4
이 보고한 결

막표층 색소종양 환자 5안에 대한 아르곤 레이저의 효

과에 대한 보고가 있다. 그러나 양성 결막모반의 아르

곤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에서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장기적 추적 관찰 결과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

다. 이에 저자들은 양성 결막모반 환자 28명 30안을 대

상으로 아르곤 레이저 절제술을 시행하 고, 6개월 이

상의 장기 추적 관찰에서 좋은 임상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막모반 중에서도 두께가 균일하고 

최근 10년 내에 크기나 색의 변화가 없었던 임상적으로 

양성인 결막모반 환자를 대상으로 아르곤 그린 레이저

를 이용하여 제거술을 시행하 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미용적 문제로 인해 그 동안 여러 병원을 가보았으나 

절제술을 시행하자는 제의를 받았고,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반흔이나 충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

분 때문에 수술을 꺼려왔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나이가 젊었고, 모반의 위치가 이측 또는 코측 윤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반흔이나 충

혈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미용

상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아르곤 레이저는 주로 망막병변의 치료에 이용되지

만, 주변부홍채절개술이나 백내장수술 또는 녹내장수술 

후 결막하 봉합사 제거나 수포성형에 사용되기도 한

다.
11,12

치료에 사용된 아르곤 그린 레이저는 파장이 514nm 

로 색소의 침착부위에만 선택적으로 광에너지 입자인 

photon 을 전달하여 열에너지로 바꿔 세포의 단백질

을 응고시켜 세포를 완전히 파괴시키며, 조직반응은 응

고부위 모양으로 강약을 판별하여 약할 경우 power를 

높이고 강할 경우 power를 낮추어 적절한 응고반이 생

기도록 조사하 다.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하여 결막모반 제거술을 시행

한 후 시술 당일이나 다음날 광응고술이 이루어진 모반

은 눈물에 씻겨 떨어져나가 제거되었으며 시술 2일까지 

경미한 충혈만 관찰되었고, 시술 1주일째는 다른 부작

용이나 후유증 없이 깨끗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후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한 예에서도 재

발이 관찰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한 결막 모반 제거술

은 시술이 간단하고 통증이 없고 비관혈적이며 일상생

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수술적 절제로 인한 부작용

을 남기지 않으며 환자의 만족도도 높은 좋은 치료 방

법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막모반에 대한 아르곤 레이

저 시술의 보다 장기적인 임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추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Shields JA, Shields CL. Tumors and pseudotumors of the 
conjunctiva. In: Shields JA, Shields CL, eds. Atlas of Eyelid 
and Conjunctival Tumors.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99; 
99-134.

 2) Shields CL, Fasiudden A, Mashayekhi A, Shields JA. 
Conjunctival nevi:clinical features and natural course in 410 
consecutive patients. Arch Ophthalmol 2004;122:167-75.

 3) Crawford JB, Howes EL, Char DH. Combined nevi of the 
conjunctiva. Arch Ophthalmol 1999;117:1121-7.

 4) On YH, Shin HH. Clinical Effects of Argon Laser 
Photocoagulation for the Conjunctival Melanotic Tumors. J 
Korean Ophthalmol Soc 1984;25:201-5.

 5) Baum TD, Adamis AP, Jakobiec FA. Primary acquired 
melanosis of the conjunctiva. Int Ophthalmol Clin 1997;37: 
61-72. 

 6) Sharara NA, Alexander RA, Luthert PJ, et al. Differential 
immunoreactivity of melanocytic lesions of the conjunctiva. 
Histopathology 2001;39:426-31. 

 7) Folberg R, Jakobiec FA, Bernardino VB, Iwamoto T. Benign 
conjunctival melanocytic lesions. Clinicopathologic features. 
Ophthalmology 1989;96:436-61. 

 8) Henkind P, Benjamin JV. Conjunctival melanocytic lesions. 
Natural history. Trans Ophthalmol Soc UK 1977;97:373-7.

 9) Shields JA, Shields CL. Management of conjunctival tumors. 
In: Shields JA, Shields CL, eds. Atlas of eyelid and 
conjunctival tumors.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99;3324.

10) Kim JH, Hahn TW. Excimer laser ablation of conjunctival 
epithelial melanosis. J Cataract Refract Surg 1993;19:309-11. 

11) Mudgil AV, To KW, Balachandran RM, et al. Relative 
efficacy of the argon green, argon blue-green, and krypton red 
lasers for 10-0 nylon subconjunctival laser suturelysis. 
Ophthalmic Surg Lasers 1999;30:560-4. 

12) Baum M, Weiss HS. Argon laser closure of conjunctival bleb 
leak. Arch Ophthalmol 1993;111:438.



― 대한안과학회지 제 45 권  제  12 호  2004년 ―

1994

=ABSTRACT=

Argon Laser Ablation of Conjunctival Nevus

Jin Wook Jeoung, M.D.1,2, Tae-im Kim, M.D.3,
Jin Hak Lee, M.D.1,2, Won Ryang Wee, M.D.1,2, Ji Won Kwon, M.D.1,2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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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Sung Ae Hospital, Seoul, Korea3

Purpose: To evaluate the efficacy of argon laser in the ablation of benign conjunctival pigmented nevi.
Methods: We conducted a prospective, observational case study, on a series of argon laser ablations of 
conjunctival pigmented nevi, in 30 eyes of 28 patients. Laser ablation was applied directly to the conjunctival 
pigmented nevus in all patien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33.0±9.3 years old, and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3:25. All patients were followed up over a period of at least 6 months. 
Results: The mean size of the conjunctival lesions was 3.9×2.8 mm. In all patients, the conjunctival lesions 
to which the argon laser was applied disappeared almost completely within two days after treatment. No 
lesion recurrence was detected in any patient during the follow-up period, nor were there any conjunctival 
scars or conjunctival injection. All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of the procedure.
Conclusions: Argon laser ablation of conjunctival pigmented nevi resulted in uniformly excellent clinical 
outcomes.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argon laser ablation is a safe and effective modality for the 
treatment of benign conjunctival nevi, and that this method is capable of replacing the classical surgic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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