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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hoblastic Carcinoma arising in Trichoblastoma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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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hoblastic carcinoma is a rare malignant neoplasm of follicular germ cell origin;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only six trichoblastic carcinomas arising in trichoblastomas have appeared
on the literature. We recently experienced a trichoblastic carcinoma arising in a long standing
trichoblastoma. A 68-year old woman came to the hospital with a chief complaint of an ulcer-
ated nodule on her face. The nodule, 1.1××0.9 cm with an asymmetrical configuration, had
been present and unchanged for more than 20 years, however, it grew suddenly with painful
burning sensation. An excisional biopsy was performed and disclosed a deeply invasive, high-
grade carcinoma, which consisted of cohesive epithelial cells arranged in irregular plump or
germinative cell nests of various sizes. However, at the periphery of the tumor was a benign
trichoblastoma surrounded by perifollicular sheath. We believe that the present case is a tri-
choblastic carcinoma developed via malignant transformation of pre-existing trichoblastoma.

Key Words : Skin; Hair follicle; Tumor

서경진∙유진 ∙강석진∙정지한
이혜경∙이교

 274

모낭모세포종에서 유래한 모낭모세포성 암종

- 1예 보고 -

모낭모세포종(trichoblastoma)은 Headington과 French가

1962년 모낭원성 부속기 종양(trichogenic adnexal tumor)이라

는 명칭으로 처음 기술하 다. 모낭모세포종은 주로 두피와 얼

굴에서 발생하고 남녀비는 거의 비슷하며 주로 진피에 위치하는

경계가 분명한 양성 종양으로, 조직학적으로 기저양 세포(basa-

loid cell)들이 소( nest)와 줄(cord) 구조를 형성한다.1 기저양

세포들이 소를 형성하면서 가끔 그 주변부에 책상배열(palisad-

ing)을 하는 점은 소결절형 기저세포암종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모낭모세포종에서는 특징적으로 종양 소 주변에 모낭 주위 섬유

초와 유사한 간질이 국소적으로 군집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기저

세포암종과 감별할 수 있다. 모낭모세포종의 악성형은 매우 드

물어 문헌에 6예만이 보고되어 있는데,2-4 모두 양성 모낭모세포

종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하 고, 이 중 5예는 암종, 1예는 암육

종(carcinosarcoma)이 발생한 예 다. 저자들은 최근 68세 여

자의 얼굴의 모낭모세포종에서 발생한 모낭모세포성 암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매우 드문 예로 생각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한다.

증 례

68세 여자 환자가 수십 년 전에 얼굴의 피부 및 연부 조직에

발생한 종괴가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커지면서, 그로 인한 통증

으로 내원하 다. 환자는 피지선 암종이라는 임상 진단 하에 절

제술을 받았다. 결절성 종괴의 크기는 1.1×0.9×0.9 cm 으며,

피부 표면의 중심부는 적갈색의 궤양 및 출혈을 보 다. 절단면

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0.9×0.5 cm 크기의 고무양 경도의 회갈

색 종양이 표피를 중심으로 보 고, 피부에 붙어 있는 횡문근으

로 침습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근육 내 출혈을 보 다. 현미경

으로 살펴본 결과 종괴를 피복한 표피는 종괴의 확장으로 압박

을 받아 위축되었으나 종괴와 표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중

심부는 궤양을 보 다(Fig. 1A). 종양은 악성과 양성 종양 성

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주로 궤양 하부에서 크게 융합되어 있

는 악성 종양 성분(Fig. 1B)은 주위 진피, 피하지방조직 및 골

격근 내로 침습을 보이고 있었다(Fig. 1C). 악성 종양 성분의

양측 주변부에서는 양성 종양 성분이 보 는데(Fig. 1D),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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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암종)이 인접한 양성 성분(모낭모세포종)과 혼재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

이 양성 종양 성분은 모낭 배아(hair germ)와 유사한 원형

또는 난원형 양성 상피세포 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성 상피

세포 소들은 경계가 명확하고, 섬유모세포들이 풍부한 간질에

둘러싸여서 모낭 주위 초(perifollicular sheath)로 분화하고 있

었고(Fig. 3A), 부위에 따라서는 follicular papillae와 유사한

곳도 있었다(Fig. 3B). 종양소의 상피세포들은 다형성이 경하

면서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고, 유사분열도 드물었고, 주변부의

책상배열도 뚜렷하여(Fig. 3C), 양성 모낭 배아성 세포소로 보

Fig. 1. Lower magnification represents ulcerative focus (A), con-
fluent malignant tumor component (B) with muscle invasion (C),
and benign tumor component (D).

Fig. 2. Malignant component (carcinoma) (left) blends at their mar-
gin with the adjacent benign component(trichoblastoma) (right
upper).

Fig. 4. Higher magnification reveals high grade trichoblastic car-
cinoma component. The carcinoma is composed of undifferenti-
ated and pleomorphic cells. Atypical mitosis (arrow) is noted with-
in the malignant neoplastic cell nest.

Fig. 3. The trichoblastoma shows well developed perifollicular
sheath (A), hair papillae-like structure (B), and peripheral palisa-
din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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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결절형의 양성 모낭모세포종으로 진단하 다. 이 모낭모

세포종은 소엽 주위의 간질에서 점액성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피지선이나 모발 혹은 편평세포 분화를 하지 않았다. 

병변의 중심부에 위치한 악성 종양은 소와 줄이 근육 다발 사

이에 위치하며 근육 조직을 분리 또는 파괴하 다. 악성 종양

소엽이나 소는 둥 거나 리본 혹은 화환 모양을 하거나 불규칙

하면서 서로 융합되기도 하 다. 악성 종양을 이루는 상피세포

들은 크고 다형성을 보이는 고등급의 미분화 암종 세포들로서,

핵이 크고 과염색성은 보이지 않고 수포양 핵이 많고, 핵막은

뚜렷하고 핵소체도 비교적 크고 뚜렷하고, 세포질은 소량이면서

세포의 윤곽은 뚜렷하지 않았다. 악성 종양 세포의 유사분열이

흔하 으며, 비정형성 유사분열도 관찰되었다(Fig. 4). 본 악성

종양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모낭모세포종이 갑자기 커지면서

그 중심부에서 생겼기 때문에 저자들은 모낭모세포종에서 이차

로 발생한 모낭모세포성 암종으로 진단하 다. 

악성 종양 세포들은 CK20 음성, CK7 양성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촉각판세포암종(Merkel cell carcinoma)은 진단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종양소 사이의 간질은 섬유성이었고, 섬유모

세포들이 약하게 증식하고 있었고 모세혈관에 울혈이 보 으며,

림프구와 형질 세포가 약하게 침윤하고 있었다.

고 찰

피부 부속기 종양들 중에는 에크린과 아포크린 분화를 하는

종양들이 많이 있으나 모낭원성(trichogenic)부속기 종양은 드

물고, 거의 양성 종양이다. 더구나 모암종(tricholemmal carci-

noma)과 증식성 모낭종양(proliferating tricholemmal tumor)

까지도 모낭성 종양보다는 편평세포암종의 변형으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모낭모세포성 암종은 매우 드물며 지금까지

모낭 분화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Ackerman 등은 기저세포암종(basal cell carcinoma, BCC)

을 혼란스럽게 모낭모세포성 암종이라고 다시 이름 붙여 사용했

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드물게 두 질환을 감별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분화가 뚜렷한 부분을 기술해주면서 악성 부속기

종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지만,2 일반적으로 모

든 학자들은 두 종양을 임상 및 조직학적으로 분명히 다른 질환

으로 간주하고 있다.3

기저세포암종은 종양 소(nest)의 주변부에서 책상배열을 하

고 있는데, 이런 소견이 태아의 모낭배아세포들과 유사하여서

이 종양이 제한된 모낭 분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

다. 저자들이 살펴본 예에서 암종이 발생한 부위의 조직소견은

통상적인 기저세포암종과 편평세포암종의 조직소견과 달랐다.

본 증례에서 암종이 발생한 부위는 기저세포암종처럼 작은 기저

양 세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종양세포들이 크고 다형성을

보 으며, 유사분열이 흔하면서 비정형성 유사분열도 드물지 않

았고, 세포질 양이 적고, 양염색성(amphophilic)을 보 고, 소

엽의 주변부에서 책상배열이 뚜렷하지 않아서, 통상적인 기저세

포암종과 달랐다. 또 종양 소엽과 소 주변의 간질이 점액성 변화

를 보이지도 않았고 소엽과 간질 사이가 분리되지 않아서 기저

세포암종과 쉽게 감별할 수 있었다. 또 본 종양에서는 편평세포

암종에서 나타나는 편평상피 소용돌이(squamous eddies)나 유

리양 세포질(glassy cytoplasm) 등을 볼 수 없었고, 모기질암

종(pilomatrix carcinoma)에서 보이는 투명 세포(shadow cell)

도 없었다. 저자들은 본 예의 악성 종양 부위가 미분화성 암종

으로서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모낭모세포종이 갑자기 커지면서

그 중심부에서 생겼기 때문에, 모낭모세포종에서 이차로 발생한

모낭모세포성 암종으로 생각하 다.

모낭모세포종의 판 변이형(plaque variant)을 저등급(low-

grade)의 악성모낭종양으로 보고한 학자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

종양들이 침습성 성장을 하고 자주 재발을 하더라도 파괴적인

소견이 없고 전이의 증거가 없으며, 또한 조직학적으로 종양 소

에서 모낭주위초가 결여된 확실한 암종 부위가 없기 때문에 악

성종양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4-6 Hunt와 Abell이 보고

한 모낭상피종에서 발생한 암종은 국소적으로 투명세포(shadow

cell)들이 나타나서 모기질성 분화를 하는 모기질암종일지도 모

른다고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모낭상피종과 암종의 이행 부위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7 Sau 등은 지금은 모낭모세포종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모낭 분화를 보이는 모낭배아종(trichoger-

minoma) 14예에 해서 기술하 는데, 이 중 1예가 40년 후

악성 변화를 하여 환자가 전이로 인해 사망한 예 다.10 Regauer

등의 예도 40년 보다 더 오래된 양성 종양에서 악성 변화를 하

다.9 Schulz 등은 자신들이 연구한 모낭모세포성 암종 2예와

Regauer 등의 증례를 비교 정리한 결과, 모낭모세포성 암종은

노인에게 많고(평균 연령이 75세), 개 사지에 위치하고, 장기

간에 걸쳐 존재하 던 모낭모세포종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차적

으로 발생한 미분화성 암종이었으며, 조직학적으로 유사분열이

흔하고 종양의 괴사가 있으며 염증을 동반했다고 하 다.8,9 이들

의 예처럼 저자들의 예도 68세 노인의 수십 년간 존재하던 모낭

모세포종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미분화성 암종이었지만, 얼굴

에 위치하고 괴사가 없다는 점은 Schulz 등의 예와 달랐다.

모낭모세포성 암종의 발생 기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악성

림프종 환자에게서 이차적으로 메르켈세포암종이나 기저세포암종

등이 생기는 것처럼, Regauer 등은 그들의 증례가 B-CLL 환자

에서 생겼기 때문에, CLL에서 이차적으로 B 세포 기능의 조절

이상이나 면역 기능 장애로 유발된 것으로 추정하 다. 그러나

본 증례의 환자는 과거력상 악성 종양이 있었던 병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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