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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ary Cutaneous Reticulohistiocytoma On the Upper Lip
- A Case Report -

Jae Wang Kim and Hyun Wook Kang1

Departments of Dermatology and 1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Reticulohistiocytosis represents a rare spectrum of non-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the soli-
tary cutaneous form (reticulohistiocytoma), the diffuse or multiple cutaneous form without sys-
temic involvement, and multicentric reticulohistiocytosis with systemic involvemen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reports in the literature of solitary cutaneous
reticulohistiocytoma found on the lip. We report here on a case of solitary cutaneous reticulo-
histiocytoma in a 58-year-old male, who presented with an asymptomatic dome-shaped nod-
ule adjacent to the upper lip. The histopathologic examination revealed a dense dermal infil-
trate, that was composed predominantly of large oncocytic histiocytes and multinucleated giant
cells with abundant granular eosinophilic cytoplasms, which had a ‘‘ground-glass’’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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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입술에 발생한 단발성 피부 망상조직구종

- 1예 보고 -

망상조직구증(reticulohistiocytosis)은 비랑게르한스세포성 조

직구증(non-Langerhans cell histiocytosis)에 속하는 질환군으

로서 피부에만 국한하여 발생하는 단발성 및 다발성 피부 망상

조직구종과 온몸으로 침범하는 다중심성 망상조직구증으로 구분

된다.1,2 피부 망상조직구종은 세포 형태가 특이한 조직구 및 거

세포의 증식을 동반하는 황색육아종양 질환으로, 육안 소견으

로는 연소성 황색육아종이나 피부섬유종으로 오진하기 쉬운 조

혈 기원의 반응성 질환이다.2,3 최근에는 단발성 피부 망상조직구

종을 단발성 유상피 조직구종(solitary epithelioid histiocytoma)

이란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단발성 피부 망상조직구종은 성인

형 황색육아종과 병리조직학적으로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독립된 질환인지에 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3

피부 망상조직구종은 부분 단발성으로 발생하며, 주로 두경

부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다.3,4 단발성 피부 망상조직구종은 현

재까지 국내 피부과학회지에 4예가 보고되었으며 각각 귀, 흉부,

손가락, 두피에 발생한 증례들이었다.5-8 그러나 윗입술에 본 질

환이 발생하는 사례는 국외 문헌에서도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

다.9 저자들은 윗입술에 무증상 결절로 발생하여 특징적인 조직

소견을 보인 단발성 피부 망상조직구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보고

하는 바다. 

증 례

58세 남자 환자가 윗입술에 발생한 단발성 피부 병변을 주소

로 내원하 다. 약 10개월 전부터 단발성 종괴가 윗입술에 발생

하여 점차 그 크기가 커졌으나 특별한 자각증상은 없었다. 과거

력, 가족력 및 이학적 소견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피부 병변은 경계가 명확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연한 붉은

색을 띠는 1×1.5 cm 크기의 둥 고 견고한 침윤성 결절로 촉진

시 압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Fig. 1).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간

기능 검사, 일반화학 검사, 흉부 X-선 검사, 두경부 전산화단층

촬 결과는 정상 혹은 음성 소견을 보 다. 정상 경계부 2 mm

를 포함하여 피부 병변에 단순절제술을 시행하 다.

저배율 현미경으로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표피는 비교

적 정상이었으며, 진피 전층에 걸쳐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결절

양 침윤이 관찰되었다(Fig. 2A). 침윤 세포는 부분 크기가 크

고 분화가 잘된 단핵 세포들로서 난원형 혹은 수포성 핵, 1-2개

의 뚜렷한 핵소체, 호산성의 균일하고 풍부한 미세 과립성 세포

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소견은 젖빛유리(ground-glass) 양

상을 보이는 호산성세포성 조직구(oncocytic histiocytes)에 부합

하 으며(Fig. 2B), 유사분열은 보이지 않았다. 이들 세포 사이

 373 373

접 수 : 2006년 6월 1일

게재승인 : 2006년 7월 20일

책임저자 : 김 재 왕
우 690-716 제주도 제주시 삼도 2동 154
제주 학병원 피부과
전화: 064-750-1234
Fax: 064-757-8276
E-mail: rulid@cheju.ac.kr

제주 학교의과 학피부과학교실
1병리학교실



 374 김재왕∙강현욱

에는 세포의 형태와 핵 배열이 불규칙적인 다핵 거 세포들이

주로 혼재해 있었으며(Fig. 2C), 일부 부위에서만 Touton형 다

핵 거 세포들이 소수 관찰되었다. 진피 일부에서는 림프구 및 호

중구의 염증성 침윤이 국소적으로 관찰되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침윤 세포의 부분은 CD68

(KP1)과 vimentin에 양성 소견을 보 으며(Fig. 2D), diastase

저항 PAS (dPAS) 염색엔 약양성을(Fig. 2E), desmin, smooth

muscle actin (SMA), S-100 단백, CD1a, CD34 등에는 음성

반응을 나타냈다. 피부 병변에 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고 찰

피부 망상조직구종은 일명 유상피 조직구종, 망상조직구성 육

아종(reticulohistiocytic granuloma), 거 세포 망상조직구종(gi-

ant cell reticulohistiocytoma) 등으로 불리며, 전신 장기를 침범

하지 않고 조직구의 비정상적 증식이 피부와 연조직에만 국한되

어 발생하는 망상조직구증의 일종이다.1-3 주로 건강한 청장년 남

자의 두경부 등 신체 상부에 발생하지만 구강 점막을 포함한 어

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3,4 그러나 이 질환과 관련된 국내

외 문헌을 검색해본 결과, 본 증례처럼 윗입술에 발생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임상적으로는 90%가 빠르게 성장하는 무증상의

단발성 병변이며, 표면이 매끈하거나 중심부 표면에 인설을 수반

하는 견고한 적갈색 혹은 황적색 결절로 발생한다.5,6 본 종양의

발병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소 외상 등 물리적 자극

에 한 과민 반응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6 그러

나 본 환자에게서는 과거력상 외상 등 특별한 발병 인자를 찾을

수 없었다.

병리조직학적으로는 젖빛유리 세포, 즉 균일한 호산성의 풍부

한 과립상 세포질을 갖는 호산성세포성 혹은 유상피 조직구와 불

규칙한 다핵 거 세포들이 진피 내로 침윤하는 것이 특징이다.2,3

초기에는 조직구, 림프구, 호중구, 호산구 등이 많이 침윤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섬유 조직과 다핵 거 세포의 수가 증가한

다.1,2 염증성 침윤 세포 중 림프구는 CD3 양성 T-림프구가 부

분이며, B-림프구, 형질세포, 비만세포 등은 희박하다.3 때로 다

양한 숫자의 공포화 세포, 방추형 세포, 황색종화(xanthomatized)

단핵구 등이 혼재할 수 있다.10,11 일부 병소에서는 활성화된 조직

구들에 의해 백혈구 탐식증이나 교원 섬유 탐식증 소견이 동반

될 수도 있다.4,9 전자현미경 소견으로는 조직구 내에 골지체, 미

토콘드리아, myelin body, 용해소체, 포식소체 등이 증가하지만

Birbeck 입자는 발견되지 않는다.9

Zelger 등11은 다중심성 망상조직구증의 거 세포가 50-100

m의 크기와 10개 정도의 핵을 가진 데 비해, 피부 망상조직구

종의 거 세포는 200 m로 크기가 더 크고 보다 불규칙적인 형

태를 보이며 20개 이상의 핵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형태학적 감별점은 가장 전형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조직학적 소견만으로 다중심성 망상조직구증과 피부

망상조직구종을 명확히 감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병변의 다발성 여부, 점막 병변을 동반했는지의 여부, 관절 등

전신 장기로 침범했는지의 여부 등 임상 소견에 의해 구분해야

한다.1,2

종양세포성 조직구 및 거 세포는 부분 PAS 및 dPAS 염

색, Sudan black B 염색, acid phosphatase, esterase, 1-anti-

trypsin, lysozyme, KP1 (CD68), KiM1P, HAM56, HHF35,

vimentin, CD163 등에 양성 반응을 보이며, 일부는 진피 수지세

포(dermal dendrocyte)의 표식자인 factor XIIIa나 S-100 pro-

tein에 국소적 양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CD1a, Mac387, Leu-M1

(CD15), CD3, CD20, CD30, HMB45, keratin 등에는 음성을

나타낸다.3,9 본 증례에서도 조직소견상 특징적인 종양세포성 조

직구와 불규칙한 핵 배열을 보이는 다핵 거 세포의 침윤이 명확

히 관찰되고, KP1, vimentin 등에 양성을 보이는 등 피부 망상

조직구종에 상응하는 소견을 보 다.

임상적으로 본 질환은 피부 유육종증, 황색종, 황색육아종, 섬

유황색종, 피부섬유종, 화농성 육아종, Spitz 모반, 유상피 육종,

흑색종, 과립양 세포종양, Hashimoto-Pritzker씨 자가 치유성

망상조직구증(self-healing reticulohistiocytosis of Hashimoto

and Pritzker) 등과 감별할 필요가 있으며, 병리조직학적으로

감별이 가장 필요한 질환은 황색육아종이다. 몇몇 피부 망상조직

구종에서는 Touton형 다핵 거 세포, 포말 세포 등이 국소적으

로 관찰되므로, 일부에서는 본 질환을 성인형 황색육아종의 드문

아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8,12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직 소견상

화환 형태(wreath-like)의 정연한 핵 배열을 보이는 Touton형

Fig. 1. Skin lesion represents a well-delineated dome-shaped, firm,
erythematous nodule adjacent to the upper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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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Relatively well-demarcated nodular infiltrate is composed
of mononuclear histiocytes and mutinucleated giant cells. (B) A
myriad of oncocytic histiocytes shows abundant eosinophilic, finely
granular cytoplasms. (C) Bizarre multinucleated giant cells with
haphazardly arranged nuclei and oncocytic histiocytes show a
‘‘ground-glass’’ appearance. (D)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KP1 (CD68) shows positive reaction in the oncocytic histiocytes.
(E) dPAS stain shows eosinophilic granular materials in the cyto-
plasms of the tumo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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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핵 거 세포와 거품양 세포 및 호산구가 주된 침윤 세포일 경

우에는 황색육아종으로, 젖빛유리 양상의 세포질을 가진 종양세

포성 조직구가 더 많이 관찰되면 망상조직구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과립양 세포종양은 피부 망상조직구종에서와 유사한 호

산성의 과립성 세포질을 보이나 핵의 형태가 더 균일하고 작으

며, 침윤 세포들이 교원질 섬유 사이로 광범위한 세포소나 다발

형태로 배열되며, Sudan black B 염색에 음성이고, 상부 표피

의 과증식 소견을 동반할 수 있다.3,7

본 질환은 전신에 침범하지 않고 양성의 임상 경과를 보이는

자기 한정성 질환으로 드물게 자연 치유되기도 한다. 또 단순 외

과적 절제술로 적절히 치료하면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3,7 본 환

자의 병변도 단순 절제술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재발 소견은 보

이지 않았다.

다발성 피부 망상조직구종이나 다중심성 망상조직구증은 임

상적 소견이 좀 더 명확한 반면, 본 증례처럼 단발성 피부 망상

조직구종은 비호발 부위에 무증상 결절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육안 소견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생검을 통해 더 많은 병례들이 집적된다면 동양인에게서 발

생하는 단발성 피부 망상조직구종의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특징

을 일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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