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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에 발생한 청색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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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Blue Nevus of the Nasal Sep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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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nevus (BN) is a blue- or black-colored benign melanocytic proliferation that commonly occurs on the dorsal surface of the 
hands and feet or in the head and neck region. However, BN arising from the sinonasal mucosa is extremely rare. BN is usually 
asymptomatic and small in size. Based on the pigmentation of BN, sinonasal malignant melanoma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BNs in this region. We herein report a case of BN of the nasal septum. Histopathologic examination re-
vealed the presence of heavily pigmented, spindle-shaped melanocytic cells within the stromal tissue. On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BN cells were positive for S-100 and HMB-45. Due to the few reported cases of sinonasal BN and challenging loca-
tion, complete resection, biopsy, and adequate follow-up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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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색모반은 임상적으로 푸른색을 띄는 양성 멜라닌세포 

병변이다. 진피에 위치한 멜라닌 색소에 의해 긴 파장의 빛은 

흡수하고, 푸른색과 같은 짧은 파장의 빛은 반사하는 ‘Tyn-

dall effect’로 인해 푸른색 또는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된다.1) 

청색모반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아시아 인에서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2) 청색모반은 경계가 비교적 명확

하고, 단독으로 발생하고, 살짝 융기 된 구진형태를(papule) 

보이며, 두경부, 엉덩이, 사지 등에서 흔하게 발생한다.3) 조

직학적으로는 청색모반 내에 진하게 염색되는 수지상의 멜

라닌세포가 특징적이다. 대부분 손등이나 발등의 피부에 발

생하며, 두피, 림프절, 눈 주위에서도 생긴다. 간혹, 청색모반

이 구강 점막이나 결막 등 점막조직에서 발생한 사례들도 보

고 되었다.3)4) 특히, 비강 점막에 발생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다.5)6) 최근 저자들은 무증상의 비강내

의 색소침착성 병변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절제 및 생

검술을 시행하였으며 조직학적 검사 결과 청색모반으로 진

단되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4세 여자환자가 우연히 발견된 좌측 비강의 색소성 병변

으로 내원하였다. 코막힘이나 비출혈같은 증상은 없었다. 비

내시경에서 좌측 비중격 중간-하단부 점막에 약 지름 5 mm 

크기의 타원형의 흑색 점막병변이 관찰되었다(Fig. 1).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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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시행한 조영 증강 부비동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비

중격 점막 병변부위의 조영 증강은 관찰되지 않았고, 연골이

나 뼈 등의 주위기관으로의 침범은 없었다. 진단을 위하여 

병변에 대한 부분마취를 시행하고, 내시경하에 2 mm 정도 

주변 정상 조직과 연골막을 포함하여 절제를 시행하였다. 환

자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회복하여 당일 퇴원하였으며, 절

제한 검체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학적으로 핵의 다

형성이나, 핵소체의 두드러짐,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으

며, 면역조직화학 염색 중 HMB-45, Melan A, S100 protein

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최종적으로 청색모반으로 확진하였

다(Fig. 2). 환자는 수술 후 6개월까지 재발을 포함한 합병증 

없이 추적관찰 중이다 (Fig. 1).

Fig. 2. Photomicrographs showing nasal septal tissue with stromal presence of heavily pigmented spindle cells. A: H&E stain, ×40, 
B: H&E stain, ×200. Immunohistochemical stains in blue nevus of the nasal septum. Blue nevus cells are positive for S100 protein and 
HMB-45, respectively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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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ue nevus of the nasal septum. A: Endoscopic finding of blue nevus on the nasal septum preoperatively. B: Postoperative view 
of the nasal septum 6 months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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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청색모반은 대부분 피부에 발생하는 멜라닌세포의 색소

침착성 증식으로, 비강 점막에 발생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멜라닌세포는 신경능선(neural crest)에서 기원

하여 배아형성기에 피부나 점막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

다.7) 비부비동에 발생한 청색모반은 호흡기점막의 간질이나 

상피에 자리잡고 있던 멜라닌세포가 이동해서 발생한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4) 비부비동에 발생한 청색모반의 처음 보

고된 증례는 상악동근치술을 시행 받은 28세 여성에게 보고

되었으며, 절제된 상악동 점막에서 병리학적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8)

비부비동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색소침착성 병변으로는 악

성 흑색종을 반드시 감별해야 한다. 비부비동 악성 흑생종은 

전체 악성 흑색종 중 1 퍼센트 미만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전이성 악성 흑색종도 발생할 수 있다.9) 비부비동 악성 흑색

종은 비출혈이나 코막힘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비교적 큰 

종양으로 발견되며, 청색모반은 비교적 크기가 작고, 비출혈

이나 코막힘과 같은 임상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비내시경 검

사나 조직학적 검사 등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학적으로는 악성 흑색종은 핵의 크기나 모양의 다형성

증(pleomorphic nuclei in size, shape, and staining), 핵소체

의 두드러짐(prominent nucleoli), 유사분열이 자주 발생하

는(mitotic rate) 것을 특징으로 하고,9) 청색모반에서는 이러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면역조직학적 염색에서 멜라닌세

포는 S-100, Human Melanoma Black-45(HMB-45), Mel-

anoma Antigen Recognized by T cells 1(MART-1)에 양성

반응을 띈다.10) 악성 흑색종에서 HMB-45 염색시 군데군데 

염색패턴(patch reaction)을 보이는데 반해, 청색모반에서는 

균일한(uniform) 반응을 보이는 점이 약간의 감별점이 될 수 

있다.6)

청색모반은 다발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Carney complex’ 

또는 가족성 다발 청색모반증(Familial multiple blue nevi) 

같은 증후군 같은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Carney com-

plex는 상염색체 우성유전으로 심장이나 피부 점액종, 반점

상 피부 색소증, 내분비계 과활동성(Cushing syndrome, ac-

romegaly, and sexual precocity), 신경초종(Schwannomas) 

을 특징으로 한다.11) 가족성 다발 청색모반증은 출생시부터 

다발성 색소성 병변이 두경부, 체간, 사지, 공막에 나타나며 

역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된다.12) 그러나 비부비동에 발

생한 청색모반이 이러한 증후군들과 연관성은 아직까지 보

고되지 않았으며, 우리 증례에서도 연관된 임상증상은 발견

되지 않았다. 

피부에서 발생한 청색모반은 대부분 양성 경과를 보이나, 

드물게 악성 흑색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13) 입

술에서 발생한 청색모반에서 악성 흑색종이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례 도 보고되었는데, 3년간 윗입술의 검푸른 반

점이 수개월사이 침윤성 변화와 궤양성 결절과 병변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변화를 보여 조직검사상 악성 흑색종으로 판

명되었으며, 기존의 청색모반 일부에서만 비전형 멜라닌세

포가 상피세포의 기저층에서 확인되어 기존의 청색모반에서 

진행하였거나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다.14) 그러나, 비부

비동 영역에서는 청색모반이 재발하거나, 악성 흑색종으로 

진행한 경우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비점막에 발생한 청색

모반은 보고된 케이스가 매우 적어서 확립된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비점막에 발생한 청색모반을 보고한 사

례에서는 대부분 병변의 완전절제를 시행하였다.5,6) 또한, 피

부나 입술에서 발생한 청색모반에서 악성 흑색종으로 진행

된 경우에, 주변 정상 조직을 포함한 병변의 완전절제와 관

련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고려해 볼 때,13)14) 정상 주

변 조직을 포함한 병변의 완전한 절제와 조직학적 진단과 

적절한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들은 이번 증례를 통해서 비부비동 점막에 발생한 색

소성 병변의 드문 원인으로 청색 모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심 단어：청색모반·악성 흑색종·비중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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