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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rent Malignant Phyllodes Tumor with Liposarcoma
- A Case Report -

Ji Shin Lee, Hyung Seok Kim, Jong Jae Jung and Chong Dug Cho

Department of Pathology, Seo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Namwon, Korea

Phyllodes tumors are an uncommon mammary tumors composed of benign epithelial ele-
ments and cellular, spindle cell stroma. Adipose differentiation is an uncommon stromal alter-
ation in phyllodes tumors. Herein, a case of recurrent phyllodes tumors with liposarcomatous
stroma is described. A 30-year-old female presented with a left breast mass. Histologic exami-
nation showed a phyllodes tumor with low-grade malignant potential exhibiting a few mitoses
and moderate cellularity. It also contained mature adipose tissue as well as a well-differenti-
ated liposarcomatous area. This tumor recurred 43 months later. The recurrent tumor had a
higher cellular density and more mitoses than the primary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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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육종이 동반된 재발한 악성 엽상종양

- 1예 보고 -

엽상종양은 모든 유방 종양의 0.3%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 엽상 구조를 가지면서 섬유선종과 같이 상피 성분과

간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간질의 세포 도가 섬유선종보

다 더 높다.1 엽상종양에서 간질은 주로 섬유모세포로 구성되며

종종 지방세포, 연골 또는 골세포, 평활근세포 등과 같은 화생성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2 지방 분화는 엽상종양의 7% 정도에서

관찰되며,3 성숙한 지방세포로부터 지방육종의 소견까지 다양하

다.4 국내에서는 지방육종성 간질을 지닌 엽상종양에 한 보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저자들은 재발한 고분화 지방육종성 간질을 지닌 저등급악성

엽상종양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30세 여자가 6개월 전부터 만져졌고 최근 점점 커지는 왼쪽

유방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신체 검사상 왼쪽 외측상방

의 유방에 경계가 좋은 고무양 촉감의 종괴가 만져져 양성 질환

의심 하에 종괴를 제거하 다. 육안적으로 종괴의 경계는 명확

하 으며 크기는 6×5.5×4 cm이었다. 절단면상 종괴는 고형성

으로 회백색과 연한 황색을 띠고 있었으며, 종양이 낭성 공간내

로 자라들어가 표면이 오돌토돌한 모습이었다(Fig. 1). 괴사나

출혈 소견은 없었다. 조직 소견에서 종양은 주변 조직과 경계가

좋았으며 간질 성분과 상피 성분으로 구성된 부위가 낭성 공간

내로 나뭇잎 모양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간질 부위에 지방세포

가 광범위하게 섞여 있었다(Fig. 2). 간질세포는 도가 높고

핵은 중등도의 이형성을 보 으며 10개의 고배율 시야당 유사분

열은 3개 정도 관찰되었다(Fig. 3A). 간질의 과성장이나 괴사

소견은 없었다. 간질 성분에서 관찰된 지방조직은 성숙한 지방

세포를 닮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한 개 혹은 다

수의 지방공포를 지닌 지방모세포나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었다

(Fig. 3B). 상피 성분에서는 증식이나 화생 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상 방추형 간질세포는 vimentin (predi-

luted, Dako, California, U.S.A.)과 smooth muscle actin (pre-

diluted, Dako, California, U.S.A.)에 양성이었고, S-100 단백

(prediluted, Dako, California, U.S.A.), desmin (prediluted,

Dako, California, U.S.A.), cytokeratin (AE1/AE3) (predi-

luted, Dako, California, U.S.A.)에 음성이었다. 간질세포는

PCNA (1: 50, Dako, California, U.S.A.)에 32% 정도 양성

이었고, p53 단백(1:100, Dako, California, U.S.A.)에 음성이

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prediluted, Dako, California, U.S.A.)

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ediluted, Dako, Californi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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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상 상피세포만이 프로게스테론에 양성이었다. 고분화 지방

육종의 간질을 지닌 저등급 악성 엽상종양으로 진단 받고 추적

관찰 중 43개월 후에 종괴가 재발하여 절제하 다. 재발된 종양

의 육안 및 현미경 소견은 처음 종양과 비슷하 으나, 간질세포

의 이형성은 더 심해졌고 유사분열수는 10개의 고배율 시야당 5

개로 증가하 는데 체로 관주조에 인접한 간질부위에서 관찰

되었다. 그러나 침윤성 성장이나 간질의 과성장은 없고 동반된

지방 성분 역시 고분화 지방육종의 소견을 보여 처음 종양과 같

은 저등급 악성 엽상종양에 해당하 다.

고 찰

Powell과 Rosen4은 14예의 지방 분화를 보인 엽상종양을 보

Fig. 2. Leaf-like processes protrud into cystic spaces. The stroma
is composed of cellular spindle cells and fat cells.

Fig. 3. Low-grade phyllodes tumor with liposarcomatous stroma shows cellular spindle cell stroma with mitotic figures (A) and classic
lipoblasts (B).

A B

Fig. 1. The mass is well circumscribed and the cut surface shows
bulging, gray-to-yellow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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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 는데 지방 분화는 성숙한 지방세포로부터 지방육종의 소

견까지 다양하며, 지방육종의 경우 고분화, 점액성 혹은 다형태

지방육종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본 예는 성숙한 지방세포와 고

분화 지방육종의 소견을 지닌 엽상종양에 해당한다. 국내문헌

검색상 엽상종양에서 지방육종의 분화를 동반한 예는 찾기 힘든

데, 김 등5은 엽상종양 소수에서 간질에서 연골성 혹은 근육성

분화의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하 다.

엽상종양의 분류는 양성, 저등급 악성, 고등급 악성으로 분류

하고 있으나 보고자마다 그 진단 기준이 상이하다.1,2,6 Powell과

Rosen4은 지방 분화를 보인 엽상종양을 간질세포의 도, 다형

성, 유사분열수 등을 기준으로 양성, 저등급 악성, 고등급 악성

으로 구분하 다. 간질에서 관찰된 지방 성분은 고등급 악성의

경우 다형태 지방육종이, 저등급 악성의 경우 고분화 및 점액성

지방육종이, 양성인 경우 성숙한 지방조직이 각각 동반되어 있

었다. 본 예는 저등급 악성 엽상종양에 해당하 고 동반된 지방

성분은 성숙한 지방세포와 고분화 지방육종이었다.

엽상종양의 간질에 섬유모세포 이외의 다른 성분을 지닌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고 하 으나,7 Powell과 Rosen4은 지방 분화를

동반한 엽상종양의 경우 고등급 악성도 예후가 양호하여 통상의

방추형세포로 구성된 간질을 지닌 엽상종양과 비교하여 특별히

악성 경과는 밟지 않는다고 하 다. 일반적으로 엽상종양의 재

발은 30%에서 발생하며 부분 진단 후 2년 이내에 발생한다.1

Powell과 Rosen4은 지방 성분을 동반한 엽상종양 14예 중 단순

절제한 1예에서만 재발하 다고 하 다. 재발된 예는 불완전하

게 절제된 성숙한 지방 성분을 지닌 양성 엽상종양으로, 절제 1

년 후에 다형태 지방육종을 동반한 고등급 악성 엽상종양으로

재발하 다. Powell과 Rosen4은 지방 분화를 보인 엽상종양의

경우 완전히 절제되어 수술 절제연에 종양이 존재하지 않은 경

우 단순절제가 유방절제술보다 더 바람직한 치료 방법이라고 주

장하 다. 본 예는 주변 조직과 경계가 좋아 완전히 절제된 경

우로 43개월 후에 재발하 다. 따라서 지방 분화를 보인 엽상종

양의 임상 경과를 알기 위해선 보다 많은 예에 한 조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들은 저등급 악성 엽상종양으로 고분화 지방육종의 간질

을 지닌 드문 예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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