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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부드럽게 만져지면서 주변 조직

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천천히 자라는 무통성의 경부 종물

이 관찰된다면 촉진을 통해 우선 지방종성 종양(lipomatous 

tumor)을 의심해볼 수 있다. 두경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방종성 종양은 양성 종양이며, 그 중 가장 흔한 유형인 지방

종(lipoma)은 전체 두경부 종양의 4~5% 정도를 차지하며 후

경부에 흔하게 발생한다.1) 악성인 지방육종(liposarcoma)이 두

경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지방육종은 

지방종과는 달리 매우 침습적이며 높은 국소재발율을 보

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2) 지방육종은 비특이적인 증

상을 보이는데, 천천히 자라는 무통성 종물로 나타나며 발

생하는 위치에 따라 연하곤란, 호흡곤란, 이물감 등의 증

상을 보일 수도 있다.3) 지방종과 지방육종을 임상적으로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상학적 검사, 조직학

적 검사 등을 시행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4) 저자

들은 경부의 지방종으로 진단 받은 환자에서 종물이 1년 뒤

에 갑작스레 커지면서 지방육종으로 악성 변화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기저질환이 없는 72세 남자 환자가 1달 전부터 커지기 

시작한 좌측 경부의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약 1년 전 

타 병원에서 상기 종물에 대해 경부 전산화 단층 촬영(Neck 

CT)을 시행하여 지방종으로 진단 받고 경과 관찰을 하고 

있었던 분으로, 이학적 검사상 좌측 경부에 걸쳐 약 7 x 

6 cm 크기의 부드러운 종물이 관찰되었으며 압통이나 감

각 이상 등의 증상은 없었다(Fig. 1). 초음파 검사 상 균질하지 

않은 고에코성의 종물이 관찰되었고 초음파 유도하 세침 

흡인 검사 결과는 지방육종으로 보고 되었다(Fig. 2A, B).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제37권 제2호, 2021. pp.71-75

Korean Journal of Head & Neck Oncology, Vol.37, No.2

https://doi.org/10.21593/kjhno/2021.37.2.71

ISSN 1229-5183(Print) / ISSN 2586-2553(Online)

경부에 발생한 점액성 지방육종 1예

이규인1
⋅기정혜2

⋅신향애1
⋅김지훈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1, 병리과2

A Case of Myxoid Liposarcoma of Neck

Kyuin Lee, MD1, Jeong Hae Kie, MD, PhD2, Hyang-Ae Shin, MD, PhD1, Ji-Hoon Kim, MD1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1 and Pathology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Goyang, Korea

= Abstract =

Liposarcoma is a very rare malignant tumor affecting the head and neck area. Since it is an invasive and life- 

threatening disease, active treatments is necessary. However, differential it from lipoma, its corresponding benign 

counterpart, may be difficult. Herein, we report a rare case of posterior neck myxoid liposarcoma in a 72-year-old 

man who was initially misdiagnosed with lipoma,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of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lipoma and liposarcoma.

Key Words : Liposarcoma⋅Myxoid liposarcoma⋅Lipomatous tumor

Received
Revi sed
Accepted

: May 10, 2021
: May 29, 2021
: May 31, 2021

+Corresponding author: Ji-Hoon Kim, M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100, Ilsan-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South Korea
Tel: +82-31-900-0253, Fax: +82-31-900-3366
E-mail: jihoonkim@nhimc.or.kr



- 72 -

지방육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경부 전산화 단층 촬영(CT), 

자기 공명 영상(MRI) 및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PET- 

CT)를 진행하였다. CT에서는 주위 조직과 경계가 분명하게 

관찰되는 종물이 구획 II-V에 걸쳐 6.5 x 4.5 x 3.5 cm 크기

로 관찰되었다(Fig. 2C). MRI의 T1 강조 영상에서 지방 

성분이 포함된 저신호의 종물이 관찰되었고(Fig. 2D), 지방 

억제 T1 강조 영상에서는 조영이 증강되는 고형 부분이 

저명하게 관찰되었다(Fig. 2E). PET-CT에서는 상기 부위

에 FDG(fluorodeoxyglucose)의 대사율 증가 소견이 관찰되

었으며, 원격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F). 검사 결과

를 바탕으로 경부의 지방육종 진단 하에 광범위한 종양 

절제 수술을 계획하였다.

수술 당시 종물은 흉쇄유돌근, 외경정맥, 대이개신경과 

유착이 있어 상기 구조물을 종물과 함께 모두 절제하였으

며, 경부 구획 II-V의 주변 림프절도 함께 적출하였다(Fig. 3). 

조직 병리 검사 소견 상 광범위한 점액성의 간질(myxoid ma-

trix)이 림프관종성 낭포(lymphangioma- like cyst)와 함께 분포

되어 있으면서 타원형의 종양세포(ovoid tumor cell)와 지방

아세포(lipoblast)를 관찰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점액성 

지방육종(myxoid liposarcoma)으로 진단되었다(Fig. 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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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ltrasonography shows large, ovoid, heterogenous hyperechoic mass (A, B). Contrast enhanced neck CT shows a 6.5 
x 4.5 cm sized relatively well-defined, enhanced mass with intralesional fat component in the left neck(arrow) (C). Preoperative
MRI (magnetic resonance image). An axial T1-weighted image shows a predominently low signal intensity mass (asterisk) with 
intralesional fat component and high-signal intensity (arrow) in the left posterolateral neck (D). An axial fat-suppressed con-
trast-enhanced T1-weighted image shows enhancement of solid portions (E). Subtle FDG uptake was shown at left lateral neck
without regional LN or distant metastasis (F).

             

Fig. 1. About 7 x 6 cm sized soft, non-tender mass was noted at left lateral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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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절제연은 음성이었으며, 함께 절제한 림프절에서 종양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육종 분류 기준인 French Federation 

of Cancer Centers Sarcoma Group system (FNCLCC) 상 종

양분화도(tumor differentiation)는 점액성으로 score 2, 유사

분열도(mitotic count)는 2/10 HPF (high- power field)로 score 

1, 종양괴사(tumor necrosis)는 관찰되지 않아 score 0으로, 

최종 score 3점으로 FNCLCC grade 1으로 보고 되었다. 환

자는 특이 합병증은 없었으나 배액량이 줄지 않아 21일째 

배액관 제거 후 22일 째 퇴원하였다. 수술 이외의 추가 

치료 없이 수술 후 2년 째까지 재발 소견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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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 Intraoperative findings and resected specimen. Surgical site after tumor resection and lymph node dissection (A). The 
gross specimen was 8 x 7 cm sized large mass attaching on the fascia of left paraspinal muscl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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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scopic finding shows extensive myxoid stroma with lymphangioma-like cystic space(upper) and increased cellularity in
peripheral area(lower) (H&E, x40, scale bar = 100 µm)(A). Round to ovoid tumor cells are observed in the basophilic vasculature.
Occasionally scattered lipoblasts are seen (arrow)(H&E, x200, scale bar = 20 µm)(B). Image shows Ki-67 stained nucleoli analyzed
with GenASIs Hipath system (Applied Spectral Imaging, Carlsbad, California, USA) (Immunohistochemisty for Ki-67, x200, scale 
bar = 20 µm, colored number below shows positivity for Ki-67 staining, blue for negative, yellow for 1+, orange for 2+, red for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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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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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지방종과 지방육종을 영상학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감별이 필요하다. 지방종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피

막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 균일한 음영의 낮은 감약 병변

(-23 ~ -140 Housefiled unit)을 보이며, 자기 공명 영상에서는 

지방과 동일한 신호 강도를 보이면서 가둘리늄 조영제에 

의해 조영 증강이 되지 않는다. 반면 지방육종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비교적 균일하지 않은 음영을 보이면서 지

방 성분과 고형 성분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자기 공명 영상

에서는 가돌리늄 조영제에 의한 조영 증강이 비교적 뚜렷하

며, 주변조직으로의 침윤이나 결절성 병변이 관찰된다.5-7)

지방종은 성숙한 지방 세포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서 피막이 잘 형성되어 있다. 지방 위축이나 괴사로 인해 

대식 세포가 관찰될 수 있고, 대식 세포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육종을 의심할 수 있다.8) 지방육종은 WHO 

분류 상 병리조직학적으로 호분화성(well-differentiated), 점

액성(myxoid), 미분화성(dediffrentiated), 다형성(pleomorphic)

의 4 가지 아형으로 분류된다. 조직학적 형태와 더불어 면

역 화학 염색 또는 FISH(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를 이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2) 호분화성 

지방육종은 두경부 지방육종의 30~40%를 차지하고 조직

학적으로 다양한 크기와 이형성을 보이는 지방 세포와 

지방아세포가 관찰된다. 미분화 지방육종는 조직학적으로 

악성도가 높은 다형성 육종의 형태로 관찰된다. 면역화학

염색 또는 FISH 상에서 호분화성과 미분화 지방육종은 12

번 염색체12q13-15에서 MDM 2, CDK4, HMGA2 gene의 

증폭이 관찰된다.2,8) 점액성 지방육종은 두경부 지방육종 

중 가장 흔한 아형으로 45~55%를 차지한다. 조직학적으로 

방추형 또는 타원형의 세포가 점액성의 간질(myxoid ma-

trix)에 분포하며 다공포성(multivacuolated)의 지방아세

포도 관찰된다. 점액성 지방육종의 분자적 특성은 다른 

아형에 비해 간단한 편이며 CHOP 유전자의 변이(CHOP 

gene fusion)가 95% 이상에서 나타난다. 다형성 지방육종

은 진단에 도움이 되는 분자적 표지자가 없어 순수하게 

형태학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2) 이외에도 호분화성 

또는 점액성 지방육종에서는 S-100 표지자가 양성으로 

나타나 아형의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9)

연조직 육종의 분류 체계로 흔히 사용되는 FNCLCC에 

따르면 연조직 육종의 5년 생존율은 grade 1은 91%, grade 

2는 71%, grade 3는 43%로 알려져 있고, 호분화성과 점액

성 지방육종이 다른 아형에 비해 예후가 좋으며 높은 질

병 특이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을 보인다.10) 반면, 미분화

성 지방육종은 원격전이율이 높고 방사선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아 예후가 좋지 않다. 다형성 지방육종은 가장 예

후가 좋지 않은데 원격전이가 30~50%에서 관찰되며, 질

병 사망률은 50%에 이른다.2) 최근에는 FNCLC에서 유사

분열도에 해당하는 항목을 Ki-67 labelling index로 대체

한 분류 방법이 연조직육종의 예후를 잘 반영한다는 보

고들이 있다.11) Ki-67 grade는 면역 염색을 통해 Ki-67 

에 양성을 보이는 세포의 비율, 종양 분화도, 종양 괴사에 

대해서 0~3점의 점수를 매기고 합산하여 3 등급으로 나

눈다. 본 환자의 경우 Ki-67 labelling index 15.1로 score 

2, 종양 분화도 score 2, 종양 괴사 score 0으로 총 4점으로 

Ki-67 grade 2에 해당한다. Ki-67 grade에 따른 생존율은 

grade 2와 grade 3의 5년 생존율이 각각 91.8%, 73.5%로 

보고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환자는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었다.11)

지방육종의 표준 치료는 종양의 완전한 수술적 적출이

다. 종양의 불완전한 적출은 국소 재발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하다.12) 방

사선 단독 치료의 경우는 수술만 시행하거나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5년 생존

율을 보이며, 항암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효과를 입

증할만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다.13) 국소 침범, 양성 절

제연, 높은 조직학적 분화도, 완전한 적출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 방사선치료를 고려

해야 한다.13) 본 증례의 경우 주변 구조물을 포함한 광범

위한 절제와 경부 림프절 절제술로 충분한 절제연을 확

보할 수 있었다. 최종 병리조직검사에서 점액성 유형으

로 확인되었으며, FNCLCC grade 1, Ki-67 grade 2로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었다. 상기 소견을 종합하여 수술 

후 방사선치료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지방육종은 지방종의 악성 변화(maliganant transformation)

로 발생하기 보다는 직접 발생(de novo)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3,14) 그러나 최근 보고들에 따르면 형태학적으로

는 양성으로 보이는 지방종성 종양에서도 침습과 전이에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내재된 경우 지방종이 지방육종

으로 변화(transformation)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15) 본 

환자의 경우, 본원을 내원하기 1년 전 지방종으로 진단될 

당시 촬영한 경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지방육종을 의

심할 만한 단서를 놓쳤는지, 1년 사이에 지방종이 악성 

변화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적극

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

는다. 특이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지방종의 경우 고령의 

환자에서는 수술 보다는 경과 관찰을 하거나 지방 흡입 

등의 비침습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진단 당

시에 지방종과 지방육종을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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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드물게 지방육종으로 변화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기 

증례를 통해 재발성 지방종이나 크기가 크고 오래 지속

되는 지방종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악성 변화에 대한 가

능성을 설명한 후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도하는 것

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1) de Bree E, Karatzanis A, Hunt JL, Strojan P, Rinaldo A, Takes 

RP, et al. Lipomatous tumours of the head and neck: a spectrum 

of biological behaviour. Eur Arch Otorhinolaryngol. 2015; 

272:1061-1077.

2) Barisella M, Giannini L, Piazza C. From head and neck lipoma to 

liposarcoma: A wide spectrum of differential diagnoses and their 

therapeutic implications. Curr Opin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20;28:136-143.

3) Gerry D, Fox NF, Spruill LS, Lentsch EJ. Liposarcoma of the 

head and neck: analysis of 318 cases with comparison to non- 

head and neck sites. Head Neck. 2014;36:393-400.

4) Kodiyan J, Rudman JR, Rosow DE, Thomas GR. Lipoma and lip-

osarcoma of the larynx: case reports and literature review. Am J 

Otolaryngol. 2015;36:611-615.

5) Hosono M, Kobayashi H, Fujimoto R, Kotoura Y, Tsuboyama T, 

Matsusue Y, et al. Septum-like structures in lipoma and lip-

osarcoma: MR imaging and pathologic correlation. Skeletal 

Radiol. 1997;26:150-154.

6) Munk P, Lee M, Janzen D, Connell D, Logan P, Poon P, et al. 

Lipoma and liposarcoma: evaluation using CT and MR imaging. 

AJR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1997;169:589-594.

7) Johnson CN, Ha AS, Chen E, Davidson D. Lipomatous soft-tis-

sue tumors. J Am Acad Orthop Surg. 2018;26:779-788.

8) Dei Tos AP, Doglioni C, Piccinin S, Sciot R, Furlanetto A, 

Boiocchi M, et al. Coordinated expression and amplification of 

the MDM2, CDK4, and HMGI-C genes in atypical lipomatous 

tumours. The Journal of Pathology: A Journal of the Patholog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2000;190:531-536.

9) Cheng J, Yu H, Wang L, Wang X, Shen G. Primary oral and 

maxillofacial liposarcoma: a clinicopathological and im-

munohistochemical study of eleven cases. Archives of medical 

science: AMS. 2012;8:316.

10) Coindre JM, Terrier P, Guillou L, Le Doussal V, Collin F, 

Ranchère D, et al. Predictive value of grade for metastasis devel-

opment in the main histologic types of adult soft tissue sarcomas: 

A study of 1240 patients from the French Federation of Cancer 

Centers Sarcoma Group. Cancer. 2001;91:1914-1926.

11) Tanaka K, Hasegawa T, Nojima T, Oda Y, Mizusawa J, Fukuda 

H, et al. Prospective evaluation of Ki-67 system in histological 

grading of soft tissue sarcomas in the japan clinical oncology 

group study JCOG0304. World J Surg Oncol. 2016;14:110.

12) Gritli S, Khamassi K, Lachkhem A, Touati S, Chorfa A, 

Makhlouf TB, et al. Head and neck liposarcomas: a 32 years 

experience. Auris Nasus Larynx. 2010;37:347-351.

13) Davis EC, Ballo MT, Luna MA, Patel SR, Roberts DB, Nong X, 

et al. Liposarcoma of the head and neck: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experience. Head & Neck: Journal 

for the Sciences and Specialties of the Head and Neck. 2009; 

31:28-36.

14) Golledge J, Fisher C, Rhys-Evans PH. Head and neck liposarcoma. 

Cancer. 1995;76:1051-1058.

15) Mentzel T. Biological continuum of benign, atypical, and malig-

nant mesenchymal neoplasms - does it exist? J Pathol. 2000; 

190:523-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