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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화상 반흔에서 빠르게 자란 거대피각에 대한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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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pid Growing Giant Cutaneous Horn from Burn Scar: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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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iant cutaneous horn (GCH) is a morphological description of huge, conical, dense, hyperkeratotic protrusion. Because of
its bizarre shape and associated risk of malignancy, GCH requires proper treatment. A 48-year-old male patient visited our department with a GCH on a burn scar of his right hand. It had started to develop about 8 months previously. At initial physical
2
examination, the lesion presented as a hard, dark brown mass of basal area 4×3.5 cm , and height 3.5 cm. Preoperative biopsy confirmed the absence of malignancy. We performed excision of the entire GCH, and biopsy and repaired the resulting defect with full-thickness skin graft. Histopathologic results revealed that all surgical margin were negative for malignancy.
Microscopically, the lesion exhibited marked regular acanthosis, parakeratosis and hyperkeratosis with granular layer loss. At
3 months postoperatively, no complication was observed. According to Mantese et al., 58.56% of GCHs originate from malignant or premalignant lesions. And thus, a histopathologic examination is mandatory, and if an accompanying malignant lesion
is found, additional resection should be undertaken.In another study, it was concluded the risk of premalignancy or malignancy depends on development time. In our case, the GCH had grown from a burn scar, this has not been previously reported
in Korea. Surgeons need to be aware cutaneous horn harbors risks of premalignancy or malignancy, and that histopathological evaluation is indispensable for treatment decision making. (J Korean Burn Soc 2017;20:6 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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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생기며 얼굴, 어깨, 팔 등이 그에 해당된다2). 하지만

서

론

햇빛 노출 부위가 아닌, 화상반흔에서 자라난 거대피각이
보고된 사례는 매우 드물어3), 본 저자들은 화상 반흔에 거

피각(Cutaneous horn)이란 뿔 모양으로 돌출된 덩이를
의미하는 임상 용어이며, 조직학적으로 각질화된 상피세포

대피각이 자라난 사례에 대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
자 한다.

(Cornified epithelial cell)가 동심원 층(Concentric layer)을
이루고 있다. 악성 종양의 동반 가능성이 있어, 치료 계획을

증

례

세울 때 조직병리학적 평가가 필히 요구된다1).
피각들 중 그 크기가 큰 것들은 거대피각(Giant cuta-

48세 남자 환자가 우측 손등의 화상 반흔에 거대피각이

neous horn)이라 지칭하고 기괴한 모양 때문에 환자로 하

생겨 본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45년 전, 화롯불

여금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수술적 제거를 요한다1).

이 옷에 붙으면서 우측 손, 얼굴, 앞가슴에 화염 화상과 접

피각은 햇빛에 노출되거나 지속적인 자극을 받는 부위에

촉 화상을 입었으며, 우측 손은 중수지관절 말단 부위가 절
단된 상태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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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내원 8개월 전부터 화상 흉터 부위에 작은 덩이
가 생겨 경과 관찰하던 중, 덩이가 빠르게 커져 본원 성형외
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시행한 신체 검진상 우측 손등 화상
반흔위로 뿔 모양의 딱딱한 암갈색 덩이가 있었으며,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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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is 48-year-old male patient had giant cutaneous horn on his right hand that had developed from a scar resulting from
burn injury about 40 years previously. His fingers were amputated distal to the metacarpophalangeal joint level at the time of injury.
(B) The violet marker indicates the location examined histologically to investigate the possible presence of a malignant tumor. The
3
3
cutaneous horn was 4×3.5×3.5 cm in size. (C) A cutaneous horn with a size of 4×3.5×3.5 cm grown in the burn scar.

Fig. 4. Microscopically, the lesion exhibited marked regular
acanthosis, parakeratosis, and hyperkeratosis with granular layer
loss (H&E stain, ×40).
Fig. 2. Cutaneous horn after excision.

부의 넓이는 4×3.5 cm2, 높이는 3.5 cm이며 동반된 통증이
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은 없었고 경부 혹은 액와 림프절
비대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에 앞서 악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저
부에서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에서
과각질화된 두꺼운 표피층이 보였으나, 악성 종양을 의심
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조직검사상 악성 종양이 없
음을 확인한 후, 이어서 전체 피각에 대해 절제 및 생검술을
시행하였고 피부 결손 부위는 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
다(Fig. 2, 3).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의 동반이 없는 피각으로 확인
되었고, 과립층의 소실과 함께 규칙적인 가시세포증(acanthosis), 이상각화증(parakeratosis), 과각화증(hyperkeratosis)
을 보였다(Fig. 4).
피부이식 중앙부 약 1.5×1.5 cm 정도가 원활하지 못한

Fig. 3. Full thickness skin graft was performed after complete
resection of the cutaneous horn.

혈류 흐름으로 일부 괴사되었으나 보존적 치료로 완치되었
고 수술 후 3 개월 째, 특별한 합병증 및 재발은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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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나타난다면, 절제해 낸 경계부에 대한 추가적인 절
제가 필요하다. 또한 Vera-Donoso 등에 따르면, 피각이 더
오래될 수록, 악성 혹은 전암성 병변이 동반 될 확률이 높다
고 한다6). 본 증례에서 악성 가능성을 의심하여, 수술에 앞
서 기저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은 없음을 확인한 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거대피각은 피각들 중 크기가 큰 것들을 지칭하며, 1953
년 이탈리아의 Farris에 의하여 최초로 보고되었다1). 하지
만, 거대피각의 정확한 크기에 대한 정의는 어느 문헌고찰
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만일 피각이 생긴다면 대부분의 사
례에서 거대피각이 되기 이전에 제거되기 때문에, 증례 보
고가 드물어 통계학적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 지지 못했다.
이들의 총 54례의 증례 고찰에 따르면, 거대피각을 가진 환
자군은 7개월 된 아이부터, 92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였
Fig. 5. At 3 months postoperatively, no complication or
recurrence was observed.

고, 대부분 햇빛에 주로 노출되는 부위, 특히 두피, 입술, 뺨
등에 흔하게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몸통에는 드물게 발생하
였다. 거대피각의 생성 기간은 대략 6주 부터 75년 까지로
다양하였다.

않았다(Fig. 5).

본 증례에서 환자는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거

고

대피각이 발생하였고, 햇빛 노출부위가 아니라, 노출을 피

찰

했던 손등에 생겼다. 또한, 화상 반흔에 거대피각이 생긴 사
피각은 고밀도 각화증을 동반한 동물 뿔과 비슷한 형태

례로, 아직 국내에서는 화상 반흔에 단기간에 생긴 거대피

를 가지나, 중심부 골조직은 없는 병변에 대한 임상 용어이

각에 관한 증례 보고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에 문헌고찰

1)

다 . 피각은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에 따라 백인에서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3)

흔하고, 동양인과 흑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 정확한
발생 기전은 밝혀진바 없으나, 햇빛이 주요 인자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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