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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alignant fibrous/fibrohistiocytic tumors are uncommon soft tissue tumors which gives dermatologists 

special attention on differential diagnosis. However, there has not yet been a multicenter study on these tumors in 

Korea.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pidemiology and clinical features of malignant fibrous/ 

fiborhistiocytic tumors.

Methods: A total of 62 patients from 11 training hospitals who had been confirmed with malignant fibrous/ 

fibrohistiocytic tumor were studi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hospital records served as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Results: Among patients with malignant fibrous/fibrohistiocytic tumors, the most common tumor type was der-

matofibrosarcoma protuberance followed by malignant fibrohistiocytic. The male to female ratio among subjects was 

1.38 to 1 and the mean age was 44 years old. Of the common complaints recorded, asymptomatic mass was the 

most frequent. The mean size of the subjects’ tumors was 2.9 cm in the long axis and 2.3 cm in the short axis with 

a mean tumor thickness of 2.1 mm. The most common site for tumors was the back followed by the thigh. The 

recurrence rate after primary treatment was 14.5% and metastasis developed in 5 of 62 patients.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clin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ignant fibrous/fibrohistiocytic tumors. (Korean J Dermatol 2009;47(2):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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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은 진피 및 피하조직에 섬

유모세포와, 섬유조직구성 계열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

식하여 발생되는 종양으로 정의할 수 있다1. 이러한 종양

은 피부과 영역에서 흔하게 접하는 질환은 아니나,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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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ease distribution of the malignant fibrous/fibrohistio-

cytic tumor. DFSP: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ce,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AFX: atypical fibroxanthoma, 

SGT: soft tissue giant cell tumor, AFH: angiomatoid fibrous 

histiocytoma, FS: fibrous sarcoma, MFS: myxomatoid fibrous 

sarcoma.

Table 1. Distribution of sex and mean age at onset of the 

malignant fibrous/fibrohistiocytic tumor

Disease
Sex Mean age

at onsetMale Female

Fibrohistiocytic tumor

Fibrous tumor

DFSP

MFH

AFX

SGT

AFH

FS

MFS

22

 9

 1

 0

 1

 2

 1

14

 5

 2

 3

 0

 1

 1

36.9

61

60

45.6

11

22.6

75

Total 36 26

DFSP: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ce,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AFX: atypical fibroxanthoma, SGT: soft 

tissue giant cell tumor, AFH: angiomatoid fibrous histiocytoma, 

FS: fibrous sarcoma, MFS: myxomatoid fibrous sarcoma

다양한 종류의 양성 혹은 악성의 연부 조직 종양과 감별하

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부과 의사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다2.

섬유조직구성 종양은 Enzinger와 Weiss3에 의해 제안된 

분류에 따라 크게 양성, 중간악성, 악성으로 분류하고 있으

나, 세부적 분류의 기준은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서 변화하

거나, 특정 질환의 범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중간악성 섬유조직구성 종양에 속하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의 질환을 악성 섬유조직구성 종양에 포

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에 대해서는 국내에 간간

히 증례 보고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규모의 임상적 고찰

은 없는 실정이다4-6
. 이에 대한피부과학회산하 피부암 연

구분과위원회에서 악성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에 

대한 임상적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상  방법

1. 연구 상 

최근 5년간(2003∼2007년) 전국 11개 수련병원(서울지

역 4곳, 경기지역 3곳, 전라지역 1곳, 경상지역 3곳)에서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으로 악성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으로 진단된 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1) 진료기록부 조사 

의사의 문진 및 이학적 검사에 근거한 진료 기록부의 기

재 내용을 기초로 하여 후향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2) 조사항목 

본 연구는 질환의 분포, 환자의 성별, 연령, 지역적 분포, 

가족력, 기저질환의 분포, 증상, 유병기간, 크기(장축과 단

축의 길이), 발생위치, 진단에 이용된 면역조직화학검사, 

치료 및 예후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질환의 분포는 악성 섬유조직구성 종양의 경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36명(5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악성 섬유조직구종 14명(22.6%), 비정형 섬유황색종 

3명(4.8%), 연부조직 거대세포 종양 3명(4.8%)의 순서였다. 

악성 섬유성 종양은 섬유육종이 3명(4.8%), 점액양 섬유육

종이 2명(3.2%)이었다(Fig. 1). 전체적인 성별 분포는 남자

가 36명, 여자가 26명으로 남자가 약간 많았다. 이 가운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남자가 22명, 여자가 14명이었고,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남자 9명, 여자 5명이었다. 발병 당

시 연령은 10세에서 85세로 평균 나이는 44세였으며, 융기

성 피부섬유육종은 평균 36.9세,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평

균 61세였다(Table 1). 질환발생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지

역 33명, 경기지역에서 9명, 경상지역에서 14명, 전라지역

에서 6명 발생하였다. 내원당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9

명이었으며, 고혈압 5명, 당뇨병 3명, 폐결핵 2명, 갑상선 저

하증이 1명이었다. 가족력을 보인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병원 방문 시 호소한 주 증상은 무증상의 종괴가 44명

으로 전체 환자의 7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동통성 종괴가 13명(21%)을 차지하였다(Fig. 2). 병변의 

유병기간은 1개월에서 240개월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

며, 평균 45개월이었다. 이 가운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유병기간이 평균 66.5개월이었고,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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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 duration of the malignant fibrous/fibrohistio-

cytic tumor

Disease

Minimum

duration 

(Month)

Maximum 

duration 

(Month)

Mean 

duration 

(Month)

Fibrohistiocytic tumor

Fibrous tumor

DFSP

MFH

AFX

SGT

AFH

FS

MFS

 2

 1

 2

 1

48

 3

 8

240

 24

  2

 24

 48

 60

120

66.5

8.5

2.0

10.3

48.0

29.0

64.0

DFSP: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ce,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AFX: atypical fibroxanthoma, SGT: soft 

tissue giant cell tumor, AFH: angiomatoid fibrous histiocytoma,

FS: fibrous sarcoma, MFS: myxomatoid fibrous sarcoma

Table 3. Size of the malignant fibrous/fibrohistiocytic tumor

Disease
Long

axis (cm)

Short

axis (cm)

Thickness 

(mm)

Fibrohistiocytic tumor

Fibrous tumor

DFSP

MFH

AFX

SGT

AFH

FS

MFS

3.3

5.0

1.4

1.5

4.0

1.2

3.8

2.6

4.0

0.4

1.1

3.6

0.9

3.5

0.9

4.0

ND

1.2

3.0

ND

1.4

Average 2.9 2.3 2.1

DFSP: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ce,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AFX: atypical fibroxanthoma, SGT: soft 

tissue giant cell tumor, AFH: angiomatoid fibrous histiocytoma, 

FS: fibrous sarcoma, MFS: myxomatoid fibrous sarcoma, ND: 

not done

Table 4. The location of the malignant fibrous/fibrohistiocytic tumor

Location
Fibrohistiocytic tumor Fibrous tumor

Total
DFSP MFH AFX SGT AFH FS MFS

Head

Trunk

Upper limb

Pelvis

Lower limb

Internal organ

Scalp

Face

Chest

Abdomen

Upper back

Lower back

Upper arm

Forearm

Hand

Thigh

Leg

Foot

Liver

 2

 9

 4

 8

 4

 4

 1

 1

 3

 1

 1

 1

 1

 8

 1

 1

2

1

3

1

1

1

1

1

1

 4

 4

10

 4

 8

 6

 4

 3

 2

15

 1

 1

Total 36 14 3 3 1 3 2 62

DFSP: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ce,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AFX: atypical fibroxanthoma, SGT: soft tissue giant

cell tumor, AFH: angiomatoid fibrous histiocytoma, FS: fibrous sarcoma, MFS: myxomatoid fibrous sarcoma

Fig. 2. Common dermatologic symptoms complained at derma-

tologic clinic 

개월이었다(Table 2). 병변의 크기는 장축과 단축으로 구

분하였을 때 장축은 평균 2.9 cm이었으며, 단축은 평균 2.3 

cm이었고 병변의 두께는 평균 2.1 mm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각

각 평균 3.3 cm과 2.6 cm이었고,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각

각 평균 5.0 cm과 4.0 cm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병변의 

발생위치는 허벅지가 15명(2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 

부위가 14명(22.5%), 전흉부가 10명(16.1%)을 차지하였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의 경우 흉ㆍ복부 및 등 부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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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reatment and prognosis of the malignant fibrous/fibrohistiocytic tumor

Treatment/Prognosis
Fibrohistiocytic tumor Fibrous tumor

Total
DFSP MFH AFX SGT AFH FS MFS

CR

ICR

CR＋RTx

CR＋CTx

CR＋RTx＋CTx

ICR＋Rtx

Untreated

Recurrence

Metastasis

30

 4

 1

 1

 4

 1

6

2

1

5

4

3

2

1

3 1 1

1

1

1

1

1

1

44

 4

 3

 2

 5

 2

 2

 9

 5

DFSP: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ce,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AFX: atypical fibroxanthoma, SGT: soft tissue giant

cell tumor, AFH: angiomatoid fibrous histiocytoma, FS: fibrous sarcoma, MFS: myxomatoid fibrous sarcoma, CR: complete resection,

ICR: incomplete resection, RTx: raditherapy, CTx: chemotherapy

Table 5. Outcome of immunohistochemical stains used for diagnosis of the malignant fibrous/fibrohistiocytic tumor

Immunohisto-chemical 

stain

Fibrohistiocytic tumor Fibrous tumor

DFSP MFH AFX SGT AFH FS MFS

CK 7 (＋/total)

Pan CK (＋/total)

EMA (＋/total)

S-100 (＋/total)

HMB-45 (＋/total)

SMA (＋/total)

Desmin (＋/total)

CD31 (＋/total)

CD 34 (＋/total)

Vimentin (＋/total)

CD68 (＋/total)

HLA-DR (＋/total)

C-kit (＋/total)

Ki-67 (＋/total)

  1/15

  2/10

 0/4

 0/1

 24/26

 5/7

 5/8

 1/5

  6/10

0/1

0/1

 1/11

 3/11

0/5

0/1

 5/10

9/9

7/8

 8/10

1/3

1/3

0/1

0/1

1/1

0/1

0/1

0/1

0/1

0/1

0/1

0/1

1/1

0/2

0/2

0/2

0/1

0/1

0/1

1/1

1/2

2/2

0/1

0/2

0/2

0/2

1/2

1/1

DFSP: 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ce,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AFX: atypical fibroxanthoma, SGT: soft tissue giant

cell tumor, AFH: angiomatoid fibrous histiocytoma, FS: fibrous sarcoma, MFS: myxomatoid fibrous sarcoma, EMA: epithelial 

membrane antigen, SMA: smooth muscle actins, (＋): positive stains for immunohistochemical stain

하는 체간부에서 25명(7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허벅지 부위가 8명(57.1%)으로 가장 

많았다(Table 4).

진단을 위해 시행한 슬라이드의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36명 중 26명에서 CD 34을 시행하

여 24명에서 양성으로 나왔으며, S-100단백은 15명 중 1명

에서, smooth muscle actin은 9명 중 1명에서 각각 양성으

로 나왔다.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vimentin을 시행한 9명 모

두 양성을 보였고, CD68은 8명 중 7명에서, HLA DR은 10

명 중 8명에서, S-100단백은 11명 중 1명에서, smooth mus-

cle actin은 10명 중 3명에서 각각 양성을 보였다(Table 5).

치료는 광범위 완전 절제만 받은 환자가 44명, 부분절제

만 시행한 환자가 4명이었고, 완전절제 후 방사선 치료 혹

은 항암요법을 병행한 환자는 10명이었다(Table 6). 재발

은 9명에서 발생하였으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4명, 악

성 섬유조직구종이 4명, 점액양 섬유육종이 1명이었다. 전

이는 5명에서 발생하였고,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1명, 섬

유육종이 1명, 악성 섬유조직구종이 3명이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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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은 종종 다양한 종류의 연

부 조직 종양과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록 흔하게 발

생하지는 않지만 피부과 의사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다2. 섬유조직구성 종양은 주로 재발 및 전이 등의 

임상적 특징에 따라 양성, 중간 악성, 악성으로 크게 분류

하게 된다. 그런데 섬유조직구성 종양에 대한 분류에서 

WHO의 2005년과 2006년이 다르고, 비정형 섬유황색종이 

WHO에서는 중간악성 섬유조직구성 종양에, Enzinger 등

에 의해서는 악성 섬유조직구성 종양에 분류되는 등, 지속

적 연구에 의해서 세부적 분류기준이 변화하거나 특정 질

환의 범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섬유조직

구성 종양의 분류 기준은 잠정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으

며,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3
.

일반적으로 중간 악성 또는 악성 섬유조직구성 종양 중

에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체 62명의 악성 섬유성 및 섬유조

직구성 종양 환자 중에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36명

(5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악성 섬유조직구종

이 14명으로 나타나 발생빈도는 기존의 보고와 비슷한 분

포를 보였다7.

Enzinger와 Weiss3에 의하면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의 경

우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며,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약 2/3

에서 남자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융기

성 피부섬유육종의 경우 남녀 비가 2.3：1.0으로, 악성 섬

유조직구종은 1.8：1.0으로 두 종양 모두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의 발병 당시 연령은 5세에서 70세

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연령은 36.9세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주로 20∼40대의 초기 성인에서 발생한다는 타 연구와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이 질환의 발병연령이 아주 다양하

며, 주로 초기 성인기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 준

다4,8. 반면에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Weiss와 Enzinger9가 대

부분 약 50∼70세 사이에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도 평균 61세에 발생하여,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

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 준다.

병원방문 시 호소한 주 증상은 무증상의 종괴가 44명

(70.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은 무증상의 판이나 결절 형태로,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무

통성의 종괴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3
. 

유병기간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평균 66개월, 악성 

섬유조직구종이 평균 7개월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자는 임

상증상이나 진단을 받기 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질환이 이미 어린 시기에 발생하여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의 성장을 거친 후 초기 

성인기에 발견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4,8,10.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의 크기는 본 연구에서 평균 3.3× 

2.5 cm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수술 당시 병변의 크기가 

약 5 cm이었다는 Taylor와 Helwig11의 보고와 비교하였을 

때 약간 작게 나타났다. 악성 섬유조직구종은 장축과 단축

의 길이가 평균 5.0 cm과 4.0 cm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종양의 크기가 최소 5 cm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다른 연

구보다는 작게 나타났다3,12.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의 경우 체간부에서 25명(72.2%)으

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상지의 순서였다. 이는 

발생부위의 빈도 순서는 기존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체

간부에서 47.4% 발생한다는 보고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

에서는 체간부의 발생빈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3. 

악성 섬유조직구종의 경우는 허벅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여, Salo 등18
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3
.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을 진단하기 위한 면역화학검사에

서 CD34가 대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양성소견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으로 진단받은 36명의 환자 가운데 26명에서 CD 34 염색

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24명에서 양성으로(92.3%) 나타났

다3,14. 따라서 일반 염색법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CD34 염색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1
. 그 외 S-100 단백의 경우는 시행한 15명 중 14명

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므로, S-100 단백에 양성으로 반응하

는 판형 신경섬유종과 감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1. 

현재 악성 섬유조직구성 종양은 일반염색을 통한 형태학

적 관찰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다

양한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나 아직

까지 염색의 종류와 범위 등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연

구가 부족하다1-3. 본 연구에서도 악성 섬유조직구성 종양

으로 진단받은 14증례 중 12증례에서 본 질환의 진단을 위

해서 CD68, vimentin, desmin, S-100 단백, smooth muscle 

actin 등의 다양한 면역화학검사를 시행하였다. 

융기성 피부섬유종은 광범위 국소 절제 후 재발률이 약 

10∼20%, Mohs's 수술 후 재발률이 약 10%로, 그리고 3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후 재발률은 1.75∼33%로 알려져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11.1%로 비슷한 재발률을 보였다15-17. 

악성 섬유조직구종의 경우 재발률은 약 19∼31%로 보고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인 28.5%로 나타났

다18,19.

본 연구에서 원격 전이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에서 1명

(2.7%), 악성 섬유조직구종에서 3명(21.4%)으로 조사되어 

각각 기존 보고인 3.4%와 31∼35%와 비교하여 조금 낮게 

나타났다3,20
.

결    론

저자들은 11개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시행한 악성 섬유

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특징의 조

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악성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 가운데 융기성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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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육종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으며,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 

악성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의 평균 발병 연령은 

약 44세이었으며, 평균 유병기간은 약 45개월이었다.

악성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의 크기는 평균 2.9× 

2.3 cm이었으며, 발생부위는 서양인에 비해 체간 부위가 

아주 많았고, 대부분 무증상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악성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의 진단을 위해 CD 

34, S-100 단백, smooth muscle actins, desmin, vimentin, 

CD68, Ki-67 등의 다양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

다. 

악성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의 치료는 약 70%에

서 광범위 완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재발률은 14.5% 

이었고, 원격 전이율은 약 8%이었다.

결론적으로 악성 섬유성 및 섬유조직구성 종양의 임상

적 양상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시행

한 기존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였나, 발생 부위는 체간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고, 종양의 크기나 원격 전이 등은 작거

나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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