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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l-Differentiated Extraskeletal Osteosarcoma
- A Case Report -

Jung Wook Yang, Dae Hyun Song, Dong Hee Kim1 and Gyung Hyuck Ko

Departments of Pathology and Orthopedics1,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inju, Korea

A well-differentiated extraskeletal osteosarcoma is very rare, and only seven cases have been
reported in the English language clinical literature. We report an additional case of this rare
tumor. A 71-year-old man had noticed a mass in the left pubic area for ten years. A CT scan
demonstrated the presence of a lobulated calcified mass within the soft tissue. A 5 cm-sized
well-circumscribed mass was excised. Histologically the tumor was composed of mature col-
lagenous tissue and bony trabeculae rimmed by osteoblasts. After 43 months, the tumor
recurred at the same site and was re-excised. The re-excised tumor contained focal areas of
higher cellularity and atypism. We believe that this is the first case of well-differentiated
extraskeletal osteosarcoma repor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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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화 뼈 외뼈육종

- 1예 보고 -

뼈 외뼈육종은 드문 병이고 그 중에서도 고분화 뼈 외뼈육

종은 매우 드물어서 전 세계적으로 7예만 보고되어 있으며,1-6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고분화 뼈

외뼈육종을 보고한다.

증 례

71세 남자 환자가 10년 전에 두덩(pubic) 부위에 둥근 덩이

가 생긴 후 점점 커졌다. 다친 적은 없다고 했다. 진찰해보니 왼

쪽 두덩 부위에 약 5 cm 가량 되는 둥 고 딱딱한 덩이가 만져

졌으며 전산화단층촬 에서 왼쪽 두덩뼈 앞 연조직에 불규칙하

게 생긴 비정상 석회화가 보여(Fig. 1) 수술을 하 다. 수술 시

덩이는 둥 고 딱딱하 으며 두덩뼈와 분리되어 있었다. 치료로

절제술을 시행하 으며 화학요법은 하지 않았다. 수술한 지 3년

7개월 후 같은 자리에 불규칙하게 생긴 약 3 cm 가량 되는 덩

이가 만져져서 다시 절제하 는데, 몸 어느 곳에도 전이로 생각

되는 병터는 없었다.

처음 수술한 조직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는데 매끄러운 부분

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경계가 뚜렷한 것으로 생

각되었다. 가장 큰 조각은 4 cm 가량 되었고 뼈처럼 딱딱하

으며 절단면은 거친 잔기둥(trabeculae) 때문에 흉터처럼 보

다. 이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니 종양 중심부에서는 골수 지방조

직을 포함한 층판뼈가 나와 마치 정상 뼈조직을 보는 것 같았으

며 무층뼈이긴 하나 비교적 성숙한 뼈와 섬유조직도 볼 수 있었

다(Fig. 2). 뼈잔기둥들(bony trabeculae)은 두껍고 뼈모세포

로 둘러싸여 있었다. 섬유조직은 부분 교원섬유가 많고 섬유

모세포가 적어 섬유종증(fibromatosis) 때 보는 조직과 비슷하

다. 그리고 종양 가장자리 일부에서는 덜 성숙한 뼈와 섬유모

세포가 더 많이 나오는 부위도 있었다(Fig. 3). 이 부위의 섬유

모세포들은 약간의 비정형성을 보 으며 주변에서 뼈파괴세포

같은 다핵세포가 보 다. 뼈잔기둥은 미성숙하 지만 어느 정도

뼈모세포가 둘러싼 모습을 하고 있었다. 유사분열은 보이지 않

았다. 3년 7개월 후 재발하여 절제한 조직도 부분 비교적 성

숙한 뼈조직과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성숙한 뼈조직이

처음보다 더 많이 보 으며 뼈잔기둥 모양이 레이스 모양이거나

불규칙하여 뼈모세포로 둘러싸이지 않은 곳도 있었다(Fig. 4).

또한 국소적으로 섬유모세포가 중등도 비정형성을 보이는 곳도

있었는데 이 부위는 섬유종증이 아니라 섬유조직구종(fibrous

histiocytoma)처럼 보 다(Fig. 5). 유사분열은 종양세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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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곳에서 10개 고배율 시야당 2개 정도 다.

고 찰

뼈육종은 풋뼈(osteoid)나 뼈를 만드는 악성 중간엽 종양이며,

뼈 외뼈육종은 방사선 검사나 수술 시 종양이 뼈에 붙어 있지

않고 연조직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된 뼈육종이다.7 본 증례 또한

뼈를 만드는 종양으로 방사선 검사와 수술 시 종양이 뼈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조직 소견상 종양세포가 비정형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뼈 외뼈육종으로 진단하 다. 뼈 외

뼈육종의 발생 빈도는 연조직 육종의 1-2%이며,7 골육종의 2-

4%라고 한다.8 이 종양은 1:1.9 정도로 여자보다 남자에게 잘

생기고,7 잘 생기는 나이는 50-70세인데, 이는 10 에 잘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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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T scan shows a lobulated mass within the soft tissue of
the left pubic area. The mass has an irregular calcification in the
center. The pubic bone is intact.

Fig. 2. The tumor shows thick bony trabeculae surrounded by mature
collagenous tissue. A portion of fat tissue is seen at the right upper
corner. The bony trabeculae are composed of woven but relatively
mature bone and are rimmed by osteoblasts.

Fig. 3. A peripheral portion of the tumor shows immature-appear-
ing bony trabeculae and a more cellular fibrous stroma contain-
ing mildly atypical spindle cells and osteoclast-like multinucleat-
ed giant cells. The bony trabeculae are rimmed by osteoblasts.

Fig. 5. A portion of the tumor is very cellular. The tumor cells show
moderate atypism and arranged in storiform pattern, mimicking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Fig. 4. The recurrent tumor shows a mature collagenous tissue and
irregular or lace-like bony trabeculae. The bony trabeculae are
composed of woven bone and lack osteoblast rimming in some
areas.



일반적인 뼈육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7 가장 잘 생기는 곳은

넓적다리이고 볼기, 팔, 후복막에도 생긴다.7,8 주 증상은 덩이이

고 환자의 1/3 정도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6-8개월 정도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7 또한 이들 환자 중 약 10%가 방사선

치료나 외상 병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8 반 로 뚜렷한 외상

병력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9 종양은 주변 조직과 경계가 뚜렷하

고 크기는 8-10 cm이다.9 조직 소견은 뼈에 생기는 일반적인

뼈육종과 비슷하여 개 고등급(high grade) 육종이다.7-9 예후

가 좋지 않아 개 2-3년 안에 폐에 전이되고, 평균 생존 기간

이 2년이며9 5년 생존율이 25%이다.8

고분화 뼈 외뼈육종은 종양세포 비정형성이 미약한 뼈 외

뼈육종이다.1-6 이 종양세포가 만드는 뼈도 비교적 성숙한 모습

을 보여 무층뼈뿐 아니라 층판뼈(lamellar bone)를 만들기도 한

다. 또한 뼈잔기둥이 두껍고 뼈모세포가 뼈잔기둥을 둘러싸기도

하여 골화근육염이나 골곁뼈육종(parosteal osteosarcoma)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유사분열은 세포가 가장 집한

곳에서도 개 2개 이하로 나온다. 그러나 10개 고배율 시야에

서 12개까지 나온 곳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4 이를 보고한 저

자들은 이 곳을 탈분화(dedifferentiation)가 되는 곳이라고 보

았다.

본 증례는 처음에 골화근육염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

로 비정형성이 미약하 으므로 고분화 뼈 외뼈육종으로 생각된

다. 고분화 뼈 외뼈육종은 매우 드물어 저자들도 문헌에서 7예

밖에 찾을 수 없었다(Table 1).1-6 이들 보고된 증례들과 본 증

례를 토 로 고분화 뼈 외뼈육종의 임상병리 양상을 살펴보면,

고분화 뼈 외뼈육종은 일반적인 저분화(고등급) 뼈 외뼈육종

과는 달리 남자보다 여자에게 잘 생기며 증상 지속 기간이 더

길다. 즉 저분화 뼈 외뼈육종의 증상 지속 기간은 6-8개월인데

비해,7 고분화 뼈 외뼈육종의 증상은 1-10년까지 지속된다. 이

는 고분화 뼈 외뼈육종이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으로 추측된

다. 나머지 발생 연령, 발생 부위, 맨눈 소견 등은 저분화 뼈

외뼈육종과 비슷하다.

아직 증례 수가 많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평균 추적 기간인 약 3년 동안 8예 중 단 2예에

서 전이가 발생하 으므로 고분화 뼈 외뼈육종이 저분화 뼈

외뼈육종보다 예후가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본

증례까지 합쳐서 8예 중 1예 말고는 모두 종양의 경계가 좋은

편이었고 전이가 발생한 2예 중 1예가 종양의 경계가 좋지 않았

던 것으로 보아, 예후는 주로 주변 조직과 경계가 뚜렷한지와

수술로 잘 제거하 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이나 재발이 발생한 3예에서 나중에 발생한 종양의 조

직 소견을 보면 처음 것보다 종양 분화 정도가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2예는 종양세포의 비정형 정도가 심해 탈분화

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1,6 본 증례도 재발한 종양의 분화 정

도가 처음보다 나쁜 부분이 국소적으로 있기는 하나 아직도

부분이 고분화 종양이고 종양세포의 비정형성이 심하지 않으므

로 일반적인 저분화 뼈 외뼈육종으로 변했다거나 탈분화가 일

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탈분화의 구체적인 기준

과 빈도, 임상 의의에 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앞

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6

뼈 외뼈육종과 감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단은 골화근육염

이다. 특히 고분화 뼈 외뼈육종은 종양세포 비정형성이 미약하

므로 조직 소견만으로는 더욱 골화근육염과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감별점은 골화근육염에는 방사선이나 조직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역현상(zonal phenomenon)이 있다

는 점이다.10 구역현상은 병터 가장자리에서는 비교적 성숙한 뼈

가 나오고 중심부에서는 육아조직이나 섬유조직 또는 덜 성숙한

뼈가 나오는 현상인데, 뼈 외뼈육종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거나

오히려 중심부에서 성숙한 뼈가 나오는 역구역현상(reverse

zonal phenomenon)이 발생한다.7 본 증례도 방사선 소견에서

불규칙하긴 하지만 체로 병터 중심부에서 석회화 소견을 보이

고 조직 소견에서도 병터 중심부에서 비교적 성숙한 뼈가 보

다. 또 뼈 외뼈육종은 아무리 고분화라고 하더라도 종양세포가

어느 정도 비정형성을 보이는 부위가 있다는 점이 골화근육염과

다르다. 그 밖에 고분화 뼈 외뼈육종과 골화근육염의 다른 점

으로는 골화근육염의 평균 발생 나이가 32세로 비교적 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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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gh, buttock, paravertebral; b, with 4 satellite nodules; c, metastasis to lung.
NA, Not available; NED, No evidence of disease.

Referenc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Present case
1 2 3 4 5 6 6

Age 44 57 74 63 35 40 32 71
Sex M F F F F F M M
Location thigh popliteal axilla thigh leg back multiplea pubic
Size (cm) 5 20 15 7 11 9 10 5
Duration (year) NA NA 10 1 2 2 9 10
Trauma history NA no no no no no no no
Circumscription well well wellb well well well partly irregula well
Course metastasisc NED NED NED NED NED metastasis recurrence
Follow-up (months) 48 60 25 12 47 2 48 43

Table 1. Summary of the reported cases of well-differentiated extraskeletal osteosarcoma



비해 고분화 뼈 외뼈육종의 평균 발생 나이는 52세로 높다는

점 그리고 골화근육염은 남자에게 더 잘 생기며 60-75%에서

뚜렷한 외상 병력이 있다는 점 등10이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감

별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6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저분화 뼈 외뼈육종에 비해 예후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매우 드문 종양인 고분화 뼈 외뼈육종을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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