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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융기성 피부섬유육종(deromatofibrosarcoma protuberans)

은 진피와 지방조직에 걸쳐 섬유아세포가 파괴성으로 증식되

어 발생하는 드문 종양으로 연조직 육종의 5% 미만, 두경부 

육종의 4~10%를 차지하는 저등급의 피부육종이다.1) 30~40

세에 호발하고, 남성에서 7:3의 비율로 많다. 두피에 가장 많

이 발생하고, 그 외 안면부과 경부에 발생한다.2)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붉은색이나 청색을 띠고 손가락

으로 누르면 창백해지는, 융기되고 경화된 무통성의 판 또는 

결절로 나타난다. 국소재발률이 매우 높은 반면, 원격전이는 

아주 드물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고 결절 형

태를 보이므로 켈로이드, 기저세포암, 피부경화증으로 오진

되기 쉽다.3) 그 결과 경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단순 양성종

양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기가 쉽다.

본 증례는 단순 켈로이드로 진단되고 치료받은 융기성 피

부섬유육종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3세 남자 환자가 내원 8년 전부터 서서히 커지는 경부 전

하방종물을 주소로 본원 피부과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

력상 당뇨병으로 투약 중이었으며 10여 년 전에 전경부에 작

은 상처를 경험한 일이 있었다. 신체검사상 경부 전하방 부위

에 약 8×4 cm 크기의 무통성이며 단단한 종괴가 촉지되었

다(Fig. 1).

지속적인 피부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종물은 점점 커져 

본원 성형외과에 의뢰되었다. 환자의 과거 병력과 경험상 켈로

이드(Keloid)로 의심되어 종물절제 후 피부 이식을 통한 재건

을 계획하였다. 수술 전 시행한 경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조

A Case of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s  
was Misdiagnosed as Keloid of the Anterior Neck

Jin Hyun Seo1, Jin Pyeong Kim1, and Seung Hoon Woo1,2 

1Departments of Otorhinolaryngology, 2Institute of Health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켈로이드로 오인된 전경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서진현1 ·김진평1 ·우승훈1,2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1 건강과학원2

Received May 18, 2016
Revised August 2, 2016
Accepted August 10, 2016
Address for correspondence
Seung Hoon Woo, MD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79 Gangnam-ro, Jinju 52727, Korea
Tel +82-55-750-8173
Fax +82-55-759-0613
E-mail lesaby@hanmail.net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s is a rare type of cancer, a soft tissue sarcoma that develops 
in the deep layers of skin. It is a locally aggressive tumor with a high recurrence rate but the 
metastasis rarely occurs. The first sign of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s is often a small 
bump on the skin. It may resemble a deep-seated pimple of rough patch of skin. The tumor typ-
ically grows slowly and can become a raised nodule. Therefore, it is likely to be misdiagnosed as 
keloid, basal cell carcinoma and scleroderma. W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dermatofibro-
sarcoma protuberans in a 63-year-old man, who presented with anterior lower neck mass. We 
present this case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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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증강이 되는 8×4 cm의 종물이 경부 전하방부에 있었고 우

측 피대근(strap muscle)으로 침윤이 의심되었으나 켈로이드

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추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Fig. 2).

성형외과에서 종물 절제생검을 계획하였고 전신마취하에 

종물을 절제하였고, 술 중 시행한 동결절편 병리검사결과 육

종(sarcoma)으로 의심되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성형외과

에서는 켈로이드가 너무나도 확실해 보였고, 동결절편 병리

검사 결과가 확실한 육종으로 확진할 수 없기에, 추후 악성 

진단이 내려지면 추가 수술을 고려하고 절제 부위에 대한 재

건 없이 그대로 수술을 마쳤다(Fig. 3). 이후 조직 생검에서 융

기성피부섬유육종(deromatofibrosarcoma protuberans)으

로 진단되었다. 조직검사상 진피층의 방추형 세포(spindle cell)

가 나선형으로 밀집되어 있었으며 핵의 다형성(nuclear pleo-
mophism)이나 유사분열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Fig. 4A). 

면역조직화학적 검사에서 CD34에 양성 반응을 보인 반면

(Fig. 4B), CD31, smooth muscle actin(SMA), S-100 protein

에는 음성 반응을 보여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에 합당한 소견

을 보였다(Fig. 4C and D). 심부 및 외측 절제연에서 악성세

포가 발견되었고 광범위절제와 향후 치료 위해 이비인후과

에 의뢰되었다.

이비인후과적 검사에는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경부 CT, MRI

에서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양전자단층촬영에서

는 수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표준섭취계수 2.8의 과대사 병

변만 관찰되었다. 피부섬유육종은 절제부위에서 자주 재발

하는 특성을 가진 종양이므로 최초의 CT 소견을 기준으로 종

양에서 3 cm의 절제연을 두고 종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

으며, 양측 피대근(strap muscle), 흉쇄유돌근(sternocleido-
mastoid muscle)의 내측부위, 양측 갑상선의 내측부위 및 협

부(isthmus)부위를 절제하였다. 이어 양측 경부 level III, IV, 

VI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다(Fig. 5). 동결절편 결과 절제

연의외측, 상부, 하부 및 심부절제연에서 악성세포는 발견되

지 않았다.

이후 대흉근피판(pectoralis major myocutaneous flap)을 

이용하여 결손부위를 재건하였다(Fig. 6). 국소 재발이 많은 

종양이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외

래 경과 관찰 결과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의 증

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A B C

Fig. 1. 8×4 cm sized, erythematous 
protruding mass was noted on the 
anterior lower neck. Frontal view (A). 
Right lateral view (B). Left lateral 
view (C).

Fig. 2. Pharynx CT shows 5.5 cm 
enhancing mass on the anterior low-
er neck subcutaneous area. Axial 
view, Suspicious invasion of right 
strap muscle (A). Coronal view, 5.5 
cm enhancing mass on the anterior 
lower neck (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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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비교적 드문 중등도의 악성 종양으

로 0.5 cm에서부터 20 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보고

되며, 전체 종양의 0.1% 이하를 차지한다.4) 증상은 주위 피부

의 모세혈관확장증이 동반된 분홍색의 판(plaque)형태로 시

작하여 결절(nodule)의 형태로 성장한다. 서서히 자라기 때문

에 진단되기까지 대부분 오랜 시간이 경과된다.5)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의 병인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외상의 

경력을 10~20%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6) 화상을 입은 부위나 

수술 후 반흔조직에서 이 종양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들이 있

다.7) 따라서 켈로이드와 감별이 어렵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자라면서 점차 피부뿐만 아니라 피

Fig. 3. After mass excision. The resection margins were cancer 
positive.

Fig. 4. Histopathology and immuno-
chemistry showing dermatofibrosar-
coma protuberans. Histologic finding 
shows slender spindle cells arrang-
ing in storiform pattern (H&E stain 
×100) (A). Immunohistochemical 
stain reveals tumor cells showing 
positive reaction for CD34 (CD34 im-
munostain×100) (B). This photo-
graph shows negative for S-100 pro-
tein (S-100 immunostain ×200) (C). 
This photograph shows negative for 
anti-SMA antibody (SMA immunos-
tain ×100) (D). SMA: smooth mus-
cle actin. C

A

D

B

Fig. 5. Intraoperative photograph taken after wide excision, both 
strap muscle resection, both sternocleidomastoid muscle medial 
side resection, thyroid both lobe medial side and isthmus resec-
tion, both neck level III, IV, VI lymph nodes di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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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아래의 근막, 근육, 골까지도 침범한다. 말기에는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궤양, 출혈, 그리고 통증을 일으킨다.4)

최근에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Aiba 등8)이 항 CD34 항

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융기성 피부 섬유 육종

의 진단과 감별에 사용되고 있다. 수술 전 조직생검이 가장 확

실한 진단방법이며 본 증례에서는 절제생검을 실시하였다.

감별진단으로는 켈로이드, 피부섬유종(dermatofibroma), 

양성 섬유성조직구종(benign fibrous histiocytoma) 등의 중

간엽 종양(mesenchymal tumor)이 있으며 면역조직화학검

사가 감별에 도움이 된다. 방추세포는 특징적으로 피부섬유

종에 양성인 factor XIIIa, 멜라닌 세포에 양성인 S-100, 평활

근종양에 양성인 SMA에 염색되지 않는 반면, CD34에 대하

여서는 세포질 내에 강하게 염색된다. 본 증례에서도 CD34에 

대하여 양성인 반면, S-100 및 SMA에 대하여 음성이었다. 반

면 켈로이드는 조직학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콜라겐 다발 

복합체(collagen bundle complexes)를 확인할 수 있다.9)

치료는 광범위 절제가 치료원칙이며 발생부위에 관계없이 

2.5~5.0 cm의 경계로 근막을 포함하여 아래의 피하조직을 일

괄 제거한다.10) 절제 후엔 기능적이고 미용적인 면을 고려하

여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며 피부이식술이나 국소피판, 근피판, 

유리피판 등의 피판술이 주로 쓰인다.11,12) 본 증례에서는 3 cm

의 절제연을 두고 전경부광범위 절제술을 실시하였고 동결

조직 절편검사에서 절제연과 기저부에서의 종양세포 침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수술 후 피부 결손부위가 커서 대흉근피

판(pectoralis major myocutaneous flap)을 이용하여 결손 

부위를 재건하였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의 재발률은 11~55% 정도로 다양하

게 보고되어 있다.12)

재발의 양상은 원격 전이보다는 국소재발이 흔하며 국소 

재발률은 보고자에 따라 0~60%로 큰 차이를 보이나 대개 

2.4%에서 8.3%로 보고하고 있으며 재발한 환자에서 약 반수

는 외과적 절제술 후 2년 이내에, 80%는 3년 이내에 발생하

지만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5)

환자는 수술 후 적어도 첫 3년 동안 3~6개월마다 추적관

찰이 필요하고 그 후 1년에 한번씩 추적관찰이 필요하다.11) 국

소재발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유의하게 감

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절제연이 불충분하거

나 절제연이 양성일 경우 유용하다.13) 또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는 종양 크기를 줄일 수 있다.5) 본 증례

에서는 절제연이 충분하였지만 국소재발이 흔한 종양이기에 

국소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였

다. 전이는 대부분 관찰되지 않으나 Bowne 등14)은 1%의 전이

율을 보고하였다. 전이성 종양에서 항암치료의 효과는 분명

하지 않으나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인 글리벡(Glivec, ima-
tinib)이 절제 불가능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종양에서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5)

본 증례는 전경부에 발생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을 켈로

이드로 오인해 단순절제만으로 치료하려다 육종으로 진단된 

경우로, 향후 단순 켈로이드 양상의 종물도 주위조직으로 침

윤이 의심될 경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도 고려해 보아야 하

며 유사한 증례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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