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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피부건조증 환자에서 발생한 안면부 기저세포암의 치료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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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Xeroderma pigmentosum is a rare autosomal recessive disease, related to defects in DNA repair mechanism. 

It presents skin lesions on sun-exposed areas, leading to various skin cancer. Skin lesions can be treated with 

cryotherapy, skin resurfacing, 5-FU, Imiquimod, topical T4 endonuclease V, radiotherapy and genetic therapy, but 

invasive skin cancer should be treated by a surgery. We report a 12-year-old female xeroderma pigmentosum patient 

with recurrent basal cell carcinoma successfully treated by skin grafting. In that there is no cure for this disease, 

prevention and patient education is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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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색소피부건조증은 드문 상염색체 질환이다. DNA 손

상을 찾아내고 복구하는 뉴클레오티드(nucleotide) 절제 

복구 기전에 유전적 결함이 있다.
1)

 뉴클레오티드 절제 

복구 기전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DNA의 비정상적인 

합성을 인식하고 RNA 중합효소(polymerase) Ⅱ의 활성

을 억제하는 기전과 또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자외선에 

의해 변형된 DNA를 인식하여 복구를 위해 표시를 하는 

기전이 있다.
2)
 각각 연관된 상세한 기전에 따라 XPA, XPB, 

XPC, XPD, XPE, XPF, XPG, XPV로 분류 될 수 있다.
3)

 

자외선과 같은 햇빛 노출이 이 질환에서 DNA 손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외부 유발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부암 발병율이 높다. 이러한 증례들이 한국에서는 보

고된 바가 외국에 비해 적다. 따라서 본 저자들은 색소피

부건조증 환자에서 안면부에 발생한 기저세포암의 치료

에 대한 증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2세 여자가 안면과 목 부위의 다양한 크기의 다발성 

과각화 판과 결절(scaly patches and nodules)을 주소로 내

원하였다. 2세때 일광 노출에 의해 발생한 안면부 화상과 

다발성 색소반에 대해 피부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

며, 내원 6개월전에 청력장애를 진단 받았다. 신체진찰에

서 피부는 노출부위에 다양한 크기의 다발성 과각화 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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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linical photograph of right cheek before CO2 laser 
ablation. (B) Clinical photograph of right cheek 3 month after
CO2 laser ablation. (C) Clinical photograph of left cheek be-
fore CO2 laser ablation. (D) Clinical photograph of left cheek 
3 month after CO2 laser ablation.

Fig. 3. Preoperative clinical photograph

Fig. 1. 12-year-old female patient with multiple various sized 
scaly patches and nodules, poikiloderma, lentiginosis and 
parchment like skin change

결절, 다형피부증(poikiloderma), 흑색점증(lentiginosis)이 

관찰되었고 양피지와 같은 피부 소견(parchment like skin 

change)을 보였다(Fig. 1). 또한 지능이상, 언어장애, 보행

장애등의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보였다.

소아과 협진 하에 시행한 발달평가에서는 신장 및 체중

의 발달장애와 더불어 신경학적 장애 및 정신지체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청력검사는 

진행 감각신경 난청(progressive sensorineural hearing loss)

으로 진단되었으며, 안과진찰에서는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다. 피부병변에 대해서 조직검사 진행하였으며 기저

세포암으로 확인 되었다. 평균적인 발생시기보다 현저하

게 빠른 피부암의 발병을 보이고 있으며, 임상양상을 종

합하여 환자는 색소피부건조증으로 진단되었다.

피부과에서 CO2 레이저 치료와 전암병변으로 의심되

는 피부병변에 ingenol mebutate 젤 도포로 예방적인 치료

를 시행하였다. 레이저 치료 후 3개월후, 기저세포암 병

변의 소실이 관찰되었다. Ingenol mebutate 젤 도포 부위

의 과인설성 판 및 색소 이상 등의 임상증상도 개선되었

다(Fig. 2).

피부과에서 CO2 레이저 치료 1년 6개월 후 검은 궤양성 

피부병변이 코와 좌측 뺨 등에 늘어나 수술적 치료 위해 

성형외과로 의뢰되었다(Fig. 3).

기저세포암에 대해 3mm의 경계를 두고 광범위절제를 시행

하였다. 코의 병변에 대해서는 연골막위면(supraperichondrial 

plane)으로, 뺨의 병변에 대해서는 얕은근막이 포함되도

록 절제하였다. 동결절편검사에서 왼쪽 뺨의 깊은 경계

쪽으로 악성세포가 발견되어 추가로 지방조직을 포함하

여 절제하였다. 또한 5개의 가피부위에 대해 조직검사를 

위해 절제생검을 시행하였다(Fig. 4). 절제된 암종의 병

리학적 검색으로 우선 현미경 저배율소견에서 표피나 

모낭과 연결된 종양세포들의 모양과 배열양상이 편평상

피세포암종과 유사하다(Fig. 5A). 하지만 고배율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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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Excised basal cell carcinoma on nose. (B) Excised 
basal cell carcinoma on left cheek. Additional fat tissue was
removed because the deep margin was positive for tumor 
at first excision. (C) 5 excised eschar lesions on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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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The shape of tumor cells connected with epidermis and hair follicles looks like squamous cell carcinoma. (Hematoxylin
& eosin (H&E) x 40). (B) Black arrow; The basaloid cells form a palisade with a cleft forming from the adjacent tumor stroma. 
(Hematoxylin & eosin (H&E) x 100). (C) Basal cell carcinoma cells are stained with BerEP4. (BerEP4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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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6. (A) Intraoperative clinical photograph. Basal cell carcinoma was removed by wide excision and eschar lesions were 
removed by excisional biopsy. (B) Full thickness skin graft was done with tie-over compression dressing.

서 일부 기저양세포(basaloid cell) 둥지와 사이가 벌어져 

분리되는 틈새허상소견(palisade with a cleft forming)(화

살표)이 특징이고(Fig. 5B), 기저세포암에 민감한 BerEP4 

면역염색에 양성(Fig. 5C)을 보여 기저세포암종으로 확

진되었다.

절제된 부위 주변 조직은 피부암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건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손부위에 서혜부를 

공여부위로 하여 전층피부이식을 시행하였다(Fig. 6). 이

식된 피부는 5일간 봉합고정드레싱(tie-over dressing)하였

고, 수술후 7일째 봉합사 제거하였다. 9개월 후 외래 방문

시에 잘 생착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색과 피부 

양상은 안면부 피부조직과는 이질감이 있으나 윤곽은 자

연스러웠으며 구축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로 검사하였

던 5군데의 가피 부위에 대해서는 비정형세포였으며 흉

터는 눈에 띄게 생기지는 않았다(Fig. 7).

외래 추적 관찰하던 중, 수술 후 1년 5개월째 수술부위 

주변부로 검은 가피를 포함한 궤양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기저세포암의 재발이 의심되어 재수술 시행하였다. 피하

지방을 포함하여 광범위 절제하였고 절제 후 결손부의 

크기는 처음 수술과 비슷하였다. 좌측 뺨의 병변은 이전 

수술 부위와 접하도록 절제 범위를 정하여 재발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이전 수술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였고 

이전 수술과 반대측 서혜부를 공여부위로하여 전층피부

이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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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Photograph of postoperative 5th day. (B) Photograph of postoperative 9 months. Skin graft was well survived and 
cosmetically tol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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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Reccurent ulcerative blackish masses on her nose and both cheek. (B) Second intraoperative clinical photograph.
(C) Clinical photograph postoperative 2 weeks. (D) Clinical photograph postoperative 8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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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9. (A) Excised basal cell carcinoma on nose and cheek. (B) 6 excised eschar lesions on face.

수술 2주 후, 8개월 후 이식편은 잘 생착 하였음을 확인

하였다(Figs. 8, 9). 조직검사 결과 이전 수술부위 주변부의 

기저세포암 재발로 판독되었다. 현미경 소견상 기저세포

암에 특징적인 염색질이 굵게 덩어리진 균일한 기저양세

포로 구성되며, 경계가 좋은 세포둥지(cell nest)를 형성하

고, 틈새허상소견과 기질의 섬유화나 점액성변성을 일부 

보였다.

고찰

색소피부건조증은 모든 인종과 피부유형에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발병율은 미국에서는 1:1,000,000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 10배가 높게 나타난다.
4)

 한국에서는 그 

공식적인 역학적 조사 없으나 유병율은 1:183,000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발표에 따르면 1971년이후 대한피부

과학회지에 보고된 색소피부건조증 연구는 총 11건으로 

다양한 피부의 악성 종양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대표적으로 피부의 특징적인 이상을 보이지만 눈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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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신경학적 발달장애 및 퇴행변화 그리고 점막 등

의 다양한 부위의 이상을 보인다. 해외에서 발표된 연구

에서 색소피부건조증 환자에서 신경학적 손상이 약 25%

에서 동반하여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6)
 하지만 국내

에서는 본 증례와 같이 심한 신경학적 손상을 동반 이상

이 보고된 바는 드물다.
5)
 심한 경우, De Sanctis-Cacchione 

Syndrome과 같이 하나 혹은 여러가지의 신경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임상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7)

 또한, 색소피부

건조증 환자는 3000~10000배 가까이 구강내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8,9)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혀끝이나 혀등으

로 밝혀져있다.
10)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이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침범 

장기의 기능에 대한 다각적이고 정기적인 평가가 중요하

다. 암의 유발성을 갖는 대표적인 질환인 만큼 여러 과와 

협진을 통해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이는 

암 발생의 예방과 더불어 환자의 기대수명을 늘리는 중

요한 요인이다. 우선 피부병변에 대한 조직검사와 더불

어, 발달평가를 위해 소아과와 협의하여 신장 및 체중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신경학적 장애 및 정신지체 

소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안과적 기능장애는 

없는지, 이비인후-두경부외과적으로 청력 이상 혹은 구

강내 종물은 없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2세 이전

에 햇빛에 과민감성을 보이거나 주근깨가 두드러지게 

보이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하며, 10세 이전에 피부

암이 진단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

로 판단된다. 색소피부건조증 아형에 따라 서로 다른 유

전적 결함을 나타낸다. DDB2, ERCC1, ERCC2, ERCC3, 

ERCC4, ERCC5, POLH, XPA, XPC 중, 가족력 및 인종과 

임상양상에 따라 의심되는 아형을 찾아 그에 해당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다.
11)

피부 병변은 색소침착부터 피부암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체 환자의 60%가 적은 자외선 

노출에도 피부염 소견을 보이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과다색소침착 소견을 보인다. 피부 노화와 다형피부증 

변화가 3세에서 5세경에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암은 8세

경에 발생할 수 있다.
1)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

색종 등 다양한 형태의 피부암으로 발병할 수 있다. 편평

세포암과 기저세포암은 10,000배의 위험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흑색종은 2,000배의 위험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2,13)

 흥미롭게도 색소피부건조증 환자에서의 악성

흑색종은 좀더 나은 예후를 보이며, 편평세포암은 나쁜 

예후를 보인다.
14)

 기저세포암의 형태조직학적 아형으로

는 결절형, 색소형, 기저편평상피형, 경화형 등 다양하다. 

색소피부건조증에서 호발하는 기저세포암은 결절형이 

가장 흔하고 색소형이 그 다음으로 흔하다.
15)

 본 증례의 

검체조직과 같이 기저편평상피양 아형은 세번째로 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만약 전암 병변이 일찍 발견된다면, 냉동요법, 레이저, 

5-Fluorouracil (5-FU) 도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고농도

의 isotretinoin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 이는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이나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다수에서 

새로운 피부 종양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16)

 Imiquinod 

5% 크림은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발표되었다.
17)

 이종 개

체의 복구 효소(Xenogenic repair enzyme)인 T4 endonu-

clease V 크림 국소 도포는 한 연구에서 기저세포암의 

발병율을 30%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
18)

 경구 Hedgehog 

pathway 저해제를 복용하면 약 16.5개월 후 피부암의 직

경이 61%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다.
19)

 방사선요법도 고

려해볼 수 있지만, 방사선 저항성 종양에 대한 보고도 

있다.
20)

침습적인 피부암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광범위절

제의 범위는 조직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피부암은 햇빛 노출에 의해 유발될 수 있어 재발

이 흔하다. 한 연구에서 피부암이 5년내에 45% 환자에서 

재발하였다고 밝혔다.
14)

 이는 재발이 되면 광범위절제를 

다시 시행해야 할 수 있다는 것과 이 때 재건을 위해 다른 

조직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첫 광범위

절제시에 경계에 종양이 포함되어서 안된다. 본 증례에서

는 다발성의 피부암이 서로 밀접해 있어서 최소한의 명확

한 경계를 두고 절제하였다. 첫 절제 수술 1년 6개월 후에 

수술 주변부로 재발하여 다시 광범위절제 수술을 하였다. 

만약 다발성 병변이 크고 산재되어 있다면 단일블록절제 

후 복부 부위에서 피부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다.
21)

수술 시에는 절제된 부위의 위치, 크기, 깊이 등을 고려

하여 국소피판술, 피부이식술, 유리피판술 등에서 재건 

방식을 선택해야한다. 예를 들어 코 병변에서 연골막을 

보존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리피판술과 같은 술법으로 재

건을 하게 된다.
22)

 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코의 연골막을 

보존할 수 있었기에 피부이식술로 선택할 수 있었다. 특

히 전층피부이식을 하여 윤곽이나 부피, 질감 등 미용적

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 국내에 

보고된 비슷한 증례에서도 피부이식술로 절제 부위를 재

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본 증례에서 피부이식시 공여부위는 서혜부로 선택되

었다. 이 부위는 햇빛으로부터 노출 적어 피부암 발생의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부암 재발

로부터 완전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이 되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현재까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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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소 자외선 차단제 도포, 긴소매의 옷 및 모자 착용 등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어 DNA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춰 줄 수 있다. 또한 전암병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

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치료가 늦어져 병변이 커진

다면 만족스러운 재건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증례

에서도 비교적 일찍 발견할 수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절제로 재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본증례는 전형적인 피부소견과 함께 신경학적 이상소

견을 보인 심한 형태의 색소피부건조증의 진단 및 재발

되는 악성 피부병변의 치료에 대한 흥미로운 증례로 생

각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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