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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mented Trichogerminoma
- A Case Report -

Jung Ha Shin, Ji Han Jung, Jinyoung Yoo, Seok Jin Kang and Kyo 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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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hogerminoma is a rare cutaneous adnexal tumor that dysplays differentiation toward the
hair germ epithelium. This tumor was first described by Sau et al. in 1992 and it is character-
ized by densely packed round nests or cell balls resembling hair bulbs. Herein, we report on
a deeply pigmented and sharply circumscribed nodular tumor that was excised on the abdomen
of a 48-year-old woman. Histologically the tumor involved both dermis and subcutis without
any epidermal connection. The main nodule was subdivided into the smaller lobules by fibrous
stroma. The lobules were composed of masses of basaloid cells that displayed peripheral pal-
isading. Within the lobules, the basaloid cells formed numerous cell balls. The tumor present-
e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richogerminoma. Interestingly, our case was the pigmented
type, which was remarkable by virtue of the heavy melanin deposits found within and around
the tumor nest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case of pigmented trichogermi-
noma that has been reported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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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모낭배아종

- 1예 보고 -

모낭배아종(Trichogerminoma)은 Sau 등1이 1992년 14증례

를 모아 새로운 질환으로 처음 발표한 이래, 국외 2예, 국내 1예

가 추가로 보고되었다.2-4 아직까지 모낭에서 기원한 피부 부속기

종양에 한 분류가 학자들 간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모낭배아

종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 을 가능성

도 있으며, 또 일부 학자들은 모낭배아종을 모낭모세포종에 통합

시키는 경향도 있다. 그렇지만 모낭배아종은 모구(hair bulb)와

유사한 세포구(cell ball) 같은 부수적이고 뚜렷한 조직 소견을

보이는, 다른 모낭원성(trichogenic) 종양과 조직학적으로 분명

하게 구분되는 드문 종양이다. 저자들은 최근 전형적인 모낭배아

종 1예를 경험하 는데, 종양 내에 멜라닌 색소가 광범위하게 침

착된 매우 희귀한 증례이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다.

증례 보고

48세의 여자 환자가 수년 전부터 복부 피부에서 유동성의 단

단한 종괴가 만져져 내원하 다. 종괴는 주위 조직과 경계가 분

명한 난원형으로 종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에서는 특별한 소견

이 관찰되지 않았다.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 는데, 종괴는 진

피와 피하지방 사이에 위치하고 표피와 연결되지는 않았다. 육

안 소견상 종괴는 2.0×1.2 cm 크기로 얇은 섬유조직의 피막으

로 둘러싸여 있었고, 절단면상 흑색 내지 흑갈색의 고무양 경도

를 지닌 충실성 종괴 다.

저배율 광학 현미경 검사 결과, 경계가 좋은 종양이 진피와 피

하지방 조직에 걸쳐서 위치해 있었으며, 얇은 교원섬유로 둘러싸

이고, 종양은 표피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종양은 간질에 의해

작은 소엽들로 나누어졌고, 소엽들과 주변부 간질 사이에 퇴축된

인공산물은 없었다. 소엽과 소엽 사이 간질은 모세혈관이나 소혈

관을 포함한 성근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었고 가끔 경화성 변화를

보 다. 부위에 따라 종양 소엽안과 소엽들 사이에서 다량의 멜

라닌 색소들이 보 다.

고배율 광학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소엽은 기저양 세포들로

이루어지고, 주변부 책상배열을 보 고, 소엽 안에는 모구(hair

bulb)와 비슷한 미분화 기저양 세포들로 구성된 둥근 종양소(tu-

mor nest)들, 일명 세포구(cell ball)로 알려진 구조물이 매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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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 다. 레티쿨린 염색 결과 종양 소엽과 세포구 안에서는 간

질이 보이지 않았다. 사이토케라틴은 소엽 안팎의 다수의 종양

세포들의 세포질에서 균일하게 양성으로 염색되었으나, 사이토

케라틴 7과 20은 소엽 내 일부 종양 세포들의 세포질에서만 양

성으로 발현되었다. 소엽을 구성하는 기저양 세포는 핵이 비교

적 크고 염색질은 연하면서 미세하게 흩어져 있었지만 이형성은

없었고, 핵소체는 작지만 뚜렷하 다. 세포분열이 활발한 부위는

고배율 10 시야에 3개 정도 관찰되었지만 이형성 세포분열은 없

었고, 괴사도 없었다. 각질낭이 드물지 않게 관찰되었는데 일부

부위는 각질낭의 층판각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지선 분화보다

는 모낭 누두부 분화로 생각하 다. 소엽 가장자리에서 2, 3층의

미분화성 기저양세포로 구성된 가닥들이 나와 서로 연결되거나

작은 상피 출아로 끝나면서 간질로 침윤해 들어갔다. 종양 소엽

의 주변을 털집주위집(perifollicular sheath)과 유사한 섬유모세

포층이 둘러싸고 있었다.

종양 소엽 안에는 소수의 조직구들이 멜라닌 색소들을 탐식하

고 있었고, 소엽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세포들이 세포질 내에 크기

가 다양한 멜라닌 색소들을 함유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수지상

(dendritic) 멜라닌 세포들을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HMB45 (발

색제는 AEC substrate solution [ZYMED, USA]을 사용하

음)는 소엽 내에 있는 소수의 멜라닌 세포들의 세포질에서 양성

으로 발현되었으나, S-100 단백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는

없었다. 종양 소엽 사이에서 다량의 멜라닌 색소들이 관찰되었는

데, 주로 멜라닌 색소를 다량으로 탐식한 조직구가 침윤되어 생

겨난 것이었다. 종양 간질에는 부위에 따라 림프구 침윤이 있었

고 소수의 형질 세포와 비만 세포가 뒤섞여 있었다. Sau 등1이

보고한 14예의 모낭 배아종 중에는 외모근초 또는 초자양층 분

화, 피지선 분화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저자들이 살펴본 예에

서는 위의 소견들을 찾을 수 없었다(Fig. 1).

고 찰

모낭원성 종양은 매우 드문 원발성 피부 종양으로, 배아성인

종양 상피 성분은 기저양세포로 구성되며 휴지기 모낭 배아에서

유래한 듯하다. 저자들이 살펴본 증례들은 종양 세포들이 사이

토케라틴 7에 양성 반응을 보여, 음성 반응을 보이는 털상피종

(trichoepithelioma)과는 다른 계통의 종양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5 Headington6은 1970년 상피 성분과 간엽의 혼합 정도에 따

라 모낭원성 종양을 분류하 는데, 순수 상피 성분만으로 구성되

Fig. 1. A well-demarcated neoplasm in dermis surrounded by a
fibrous pseudocapsule. It contains heavy melanin deposits (A).
Cell balls are most characteristic of this neoplasm (B). The den-
dritic melanocytes within a tumor are positive for HMB-45 (C).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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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간질 유도가 없는 것을 모낭모세포종(trichoblastoma), 상피

성분과 간엽 성분을 함께 지니면서 초기의 간질 유도만 보이는

것을 모낭모세포성 섬유종(trichoblastic fibroma), 더 완전한 모

낭과 모발을 형성하는 분화가 좋은 것을 모낭원성 모낭모세포종

(trichogenic trichoblastoma)이라 하 다. 또 상피와 간엽이 혼

합되어 있는데 간엽이 독특하게 점액성으로 보일 경우 모낭 점액

종(trichogenic myxoma)으로 분류하 다.

1992년 Sau 등1은 기존의 모낭원성 종양과 달리 동심원성 배

열의 세포구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새로운 모낭원성 종양 14

예를 모아 모낭배아종이라는 진단명으로 발표하 다. 

모배아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은 증례가 드물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용어와 분류에 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이

며, 특히 모낭배아종은 1992년 Sau가 처음으로 보고한 이후 지

금까지 3예가 더 보고되었을 뿐이다.2-4 모낭배아종은 각질화와

모피지선 분화를 할 수 있는 모낭 배아 상피에서 기원한 종양으

로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 종양 내 멜라닌 세포는 HMB45에 양

성 반응을 보 는데, HMB45는 악성흑색종과 양성모반 외에도

모구(hair bulb)의 멜라닌 세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증례도 모낭 분화 중 모구 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낭배아종도 광의의 모낭모세포종에 포함할 수 있는데, Kan-

itakis 등7은 멜라닌 세포가 소수 관찰되면 색소 모낭모세포종(pi-

gmented trichoblastoma)으로 명명하고, 멜라닌 세포가 많이 증

식해서 종양성 증식으로 생각되면, 모낭의 각질 세포와 멜라닌

세포 모두에서 기원한 종양으로 간주하여 멜라닌 모낭모세포종

(melanotrichoblastoma)으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 다.

흑인에게서 잘 발생하는 멜라닌 가시세포종(melanoacanthoma)

도 이와 유사한 기전으로 표피성 각질 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혼

합 증식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도 HMB45 양성인

멜라닌 세포가 종양 소엽 내에서 소수만 관찰되었기 때문에 색소

모낭배아종(pigmented trichogerminoma)으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 다.

모낭배아종은 모피지선 분화를 보이면서 특징적인 동심성 층

판 양상의 세포구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모낭모세포종과 다르다.

모낭배아종은 모낭모세포성 섬유종과 감별해야 하는데, 전자가

후자와 다른 점은 종양이 간질에 의해 다발성 소엽들로 나누어

지며, 소엽 안에 빽빽하게 집해 증식하는 둥근 세포구가 보이

며 세포구 안에 간질이 거의 없고, 기저양 세포들이 누두부, 내

외모근초, 피지선 상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모낭모세

포성 섬유종은 섬유모성 간질 내에서 기저양 세포들이 종양 소

(nest)나 가닥(strand)을 형성하며 1-3세포층의 가닥들이 서로

연결되며 가끔 편평상피 분화를 보이며 모낭 분화는 불완전한데,

이러한 것이 모낭배아종과 다른 점이다.8 마지막으로 기저세포

암종과 감별해야 한다. 기저세포암종은 암종이 표피와 연결되고

종양과 간질 사이에 퇴축된 인공 산물(retraction artifact)이 있

으며 모낭 분화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별할 수 있다.

저자들이 살펴본 예는 이처럼 다른 모낭원성 종양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모낭배아종이며,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종괴 내에

멜라닌 색소가 심하게 침착해 있었다는 점이다. 멜라닌 색소 침

착은 모 배아 기원을 뒷받침해 주는 소견임에도 모낭배아종에서

는 멜라닌 색소가 과량 침착된 예는 보고된 바 없었다.

모낭배아종은 양성 경과를 거치지만, Sau 등1이 보고한 14예

의 모배아종 중에서 1예는 4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갑

자기 미분화성 암종으로 변하면서, 광범위한 괴사와 종양세포분

열을 보 고 국소 림프절로 전이하 다. 이처럼 악성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양을 완전 절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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