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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ase of generalized syringoma

Jae-Wang Kim
Departmenl이 Dermatology，Jeju NationalUniversilySChool01Medicine，Jeiu，Korea

$yringoma is a common adenoma 01 eccrine intraepidermal ductal origin，which usually occurs in healthy middle-aged or
pubertal women. However. generalized syringoma is a extremely rare variant that arises in young adults and distributed over the
anterior su서aces 이 the whole 1orso. We presenl an unusual case 이 a he허thy 21-year-Old male with generalized syringoma
disseminated on the lace，lower abdomen. chest. neck‘!에gh，axillary lossa and groins. Although these lesions might result in
significant cosmelic dis’igurement，trealment options are Iimited and disappointing. (J Med Ufe Scl 2009;6: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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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훤 syringoma}은 표피 내 에크마인 l당생(eccrine sweat
duct)에서 기원한 양성 종양으로 시춘기 이후의 여성에서 호받한

다 ]-3) 병연은 피부잭 혹은 황강색의 1-3mm 크기의 무충상 구

진으로서 안겁부에 대칭적으로 다받하냐 드펀게 범l판성으로 경

부，전흉부，액와부，복부，굴측부 사지에까지 안생할 수 있디-4-6)

그러나 전신성 한관종은 병리조직학적으로는 안검에 국한되어

안생한 한관종과 차이가 없으여 현재까지 국내에는 5혜가 멍고

되었다 7-1]) 저지는 21세 냥자에서 알생한 전신성 한핀종을 경험

하여 문현 고창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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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소견상 특기 사항은 없었다 내원 시 직경 2-3mm 크기의

피부색을 갖는 다수의 구진플이 이마，뺨，옥 가숭 배 저드랑

이，휠과 대퇴부의 굳촉부에 대칭적으포 분포하고 있었냐에 g. 1，
Fig. 2，Fig. 3) 매의 구진성 명연에서 피부영리조직검사플 시행

한 견과，표피는 비교적 정상이었으며 기저세포충에서 환규칙한

멜악닌 색소 침칙이 관찬되었다 상부 진피에서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에크라인 한판，두 충의 상띠세포포 이루어진 도

판과 냥성 구조월，쉽표 형태 (comma-shaped) 혹은 융쟁이 꼬랴

형태 (tadpo!e appearance) 뜯 이루는 상피세포소 (epithelial
s1rands)，섬유성 기질 (fibrotic stroma)，균질한 호산싱 뭘진올

함유한 낭성 관강 풍을 관창한 수 있었다{Fig. 4) 이상의 소견으

로 전신성 한관총으로 진단하고 0.1% tretinoin 제제를 영변에

국소 도포하도폭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호전올 보이지

않고있다

21세 남자가 열괄 목 몽동，판다리의 다반성 구진성 띠부 영

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약 10년 전부터 얼군，가슴，배 겨드랑

이 상 하지의 물측부 둥에 작은 구진뜯이 생겼으며 아무련 자

각 증상은 없었으나 성장에 따라 영연의 수가 점차 번지는 영장

이었다고 한다 최근 1년 동안 마수 병의원운 전전하며 각기 상

이한 피부질환￡로 진단받고 박피‘레이저 수술 약월-치료 퉁올

반꽉했으나 호전이 없고 더욱 진행되었다 과거력 가촉력 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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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Numerous skin-∞lorcd fleshy papules on his fore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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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ruca plana juvenilis-mimick:ing tiny papulations
on his neck region

Fig. 3，A myriad of xanthoma disseminatum-like light
brownish non-follicular papules scattered on his chest
re밍on

Fig. 4. Numerous epithelial strands with tadpole
appearance and cystic ducts containing eosinophilic
colloidal materials in the fibrotic dennis (H&E.X100).

One∞se of generalized양nngoma

亡r 고」찰
한관종은 주로 중년 여자의 안겸 부위에서 가장 빈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 2). Friedman 풍.)은한관종을 국소형 가촉행，

Down충후군과 연관된 형‘전신성의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한 바

있다 전선생 한관총은 다발생 (multiple) 혹은 발진성 (eruptive)
한관총올 포첼하는 병명으로서 전형적인 한관총과는 탈리 발생

빈도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가 없으며，옥，가슴 배.지팔 부위，

어깨，걱드랑이‘사지의 굴욕부 등에 따총상으로 나타냐며 아주

드불게 자연적 소실올 보이기도 한다4-<) 그러냐 잉상적 소견만

으로는 감연이 어려워 연명 사마뀌，따총상 황잭종 파종상 환상

육아총，구진상 매독진，법발성 연평 태선，발진성 연모 낭종 둥
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영리조직학적 확진을 요한다 .7，8) 온 증례

도 범발생 영변으로 인한 영상적 진단의 어려웅으로 인해 여러

병의원에서 여드릉，연명 사마귀，전염성 연속종 둥 각기 상이한

병명으로 진단 받고 치료됨 받용으로써 확진이 지연된 경우에 해

당된다 전신성 한관종은 Down 중후군 환자에서 높은 빈도로 발

생하며 상염색체 우정으로 유전되어 가족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

다æ) 전신성 한관종 중에서 비교적 드문 조직학적 아형인 투명

세포 한관종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발진성 한관종

은 당뇨영과 연관되기도 한다 1，5) 본 중혜의 경우 Down중후군
이나 당뇨영의 소견은 없었으며 가촉력도 찾을 수 없었다

본 총양의 발생 기전으로는 사춘기 이후의 여성에 호벌히는

성향‘경구 에스트로겐 투여나 임신.원정 둥으로 악화되는 양상

으로 보아 호르온이 영향음 출 것으로 추정하나 분명치 않다 l

12) 최근 Guitaπ 둥찌은 숨진양 영변이 선행했던 부위에서 굉프

구성 침윤과 함께 에크라인 관의 과층식성 조직 변화가 관찰되므

로 벙딸성 한관종이 부속기 종양이 아니라 한관종성 띠부영

(syringomat.ous dennatitis)의 일종으로 염중에 의한 과중식생

반응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안검부위에 생긴 한관종은 C02 레이져，수술적 젤제，전기소

작술，냉동치료 둥이 시도되나 전신성 한판종의 경우 이틀 치료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반혼이 발생하며 재발이 혼해 치료하기 어

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12-1시 일부에서 박피술，전기소작솔， 화학

박피 retinoid 국소 도포， isotretinoin 청구복용， 광투열요법

Oight diathermy) 퉁을 시도한 수 있다고 하나 만족함 만한 치료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10，1I) 최근에는 전신성 한관종의 일부에서

벼chloroacetic acid ITCA)플 먼저 발라 종양의 표면을 부분 제

거한 후 C02 레이져로 표띠채생술 {resurfacing}을 시도하는 영

함 요법이 주변 조직에 대한 열 손상을 중이고 재밥을 출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15) 본 중례에서는 이며 환자가 각종 시술로

인해 영변이 더욱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박피，전기소작송，레

이져 지료 등 띠부 칩습적인 치료 방법에 따른 흉터 발생과 채발

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서 국소 σ'etinoin 제저l흥 도포하도륜 하였

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효전은 관첼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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