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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개에서의 myxoid liposarcoma 증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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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xoid liposarcoma in a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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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athological features of a mass in the back skin region of an 8-year-old castrated male dog are described
herein. The cut section of the tumor was white to tan with a soft multilobulated mass containing hemorrhagic and
necrotic foci and a mucinous-like composition. Microscopically, the tumor was composed of a mixture of lipocytes,
lipoblasts, spindle cells and stellate cells and had a myxoid background. Oil red O staining revealed that the cytoplasm
of neoplastic cells contained large numbers of lipid droplets. Immunohistochemically, tumor cells were positive for
vimentin and S-100 protein. The skin mass was diagnosed as myxoid liposa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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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종양 중 피부와 연부조직의 종양은 매우 높은 빈
도로 발생하며, 섬유종(fibroma), 섬유육종(fibrosarcoma), 악
성 섬유성 조직구종(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점액종
(myxoma), 점액육종(myxosarcoma), 지방종(lipoma), 지방육
종(liposarcoma) 등이 있다 [9]. 연부조직 육종은 동물에서
주로 사지와 머리에서 자주 나타나며, 사람에서 약 75%는
사지(대부분 대퇴부)에서 발생하고 10%는 복벽과 후복막에
서 발생한다 [7].
지방육종(liposarcoma)은 드물게 발생하는 지방조직의 악
성 종양을 의미한다. 사람에서 지방육종은 가장 흔한 악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그 발생 빈도는 모든 악성 연부조직 종
양 가운데 16~18%에 이른다 [4, 20]. 지방육종은 대부분의
동물에서 발생하며, 다른 동물에 비해 개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하나 발생률은 1% 미만이다 [2]. 개에서 대부분의 지방육
종은 몸통 배 쪽과 앞다리 쪽에 많이 발생하며, 발병 평균
연령은 10세이고 종양은 수술적 제거 후에도 재발이 흔하고
드물지만, 폐, 간, 뼈 등으로 전이된다 [2, 6, 9]. 지방육종의
분류로는 비정형 지방육종(atypical liposarcoma), 고분화성
지방육종(well differentiated liposarcoma), 점액성 지방육종

(myxoid liposarcoma/round cell liposarcoma), 다형성 지방
육종(pleomorphic liposarcoma)이 있다 [6, 15].
보통 지방육종의 육안적 형태는 잘 경계가 지어져 있고,
다발 결절성 근육 내 종양이며, 백색 내지 황갈색으로 젤라
틴성 절단면을 가진다. 보통 세포의 크기가 다양한 지방세포
의 증식을 보이며, 지방육종은 지방종보다 세포 충실성
(cellularity)이 높다. 지방육종에서 세포 대부분은 둥글지만,
타원이나 성상, 또는 다각형이다 [6].
이 같은 연부조직 육종들은 호발 부위와 빈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병리조직학적으로 악성인 경우에는
더욱 구분이 어려워진다. 점액종이나 점액육종의 경우에는
점액성 기질의 확인을 통하여 다른 연부조직 육종들과 구분
할 수 있고, 지방종이나 지방육종의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확
인을 통하여 종양의 종류를 감별할 수 있다. 세침흡인술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간엽 유래의 종양은 대개 잘
분리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침흡인술의 진단적 가치는
적으며, 조직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점액성 지방육종은 지방
육종의 분류 중 흔치 않은 형태로 H&E 염색과 지방염색을
통해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Oil red 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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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yxoid liposarcoma, dog. (A) Spindle and stellate cells, lipoblasts, and lipocytes with fat vacuoles. (B) Cellular areas of
round or spindled cells are distributed haphazardly through a stroma of collagen. H&E stain. Scale bars = 100 µm.

Fig. 2. Myxoid liposarcoma, dog. (A) Acidic mucin, neutral mucin, and mixture of acidic and neutral mucin are expressed blue,
magenta or bluish purple (Box: high magnification of A). (B) Lipid droplets in cytoplasmic vacuoles of tumor cells are observed
with red staining. Alcian blue/PAS stain (A). Oil red O stain (B). Scale bars = 100 µm.

Fig. 3. Myxoid liposarcoma, dog. Representative photographs showing the distribution of immunostaining cells with vimentin, S100 protein, or desmin. (A) Vimentin positive. (B) S-100 protein positive. (C) Desmin negative. Immunohistochemistry, Hematoxylin
counterstain, Scale bars = 50 µm.

이용한 지방염색과 Alcian blue/PAS 염색, Vimentin과 S100, desmin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하여 점액성
지방육종을 감별 진단하고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8년령의 중성화 수컷 개에서 등 쪽 피부에 결절이 발견되
어 지역의 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 피부 결절 외에 경증의
ALP 증가(334, 정상범위: 14~224)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
견되지 않았다.
종괴는 등 쪽 피부에 형성되었으며, 크기는 2.5 cm × 2 cm
× 2 cm 정도였다. 눈으로 보면 백색에서 갈색을 띠며, 경도는
부드러운 편이었다. 종괴의 할단면은 다발성 작은 결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혈 및 괴사소가 관찰되었다. 병리조직학
적 검사를 위하여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 후 통상적인
조직 처리 과정을 거쳐 파라핀으로 포매 한 후 4 µm로 박
절하여 조직 절편을 제작하였다. 조직 절편을 H&E 염색을
시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다른 연부조직 종
양과 감별 진단하기 위하여 Oil red O 염색, Alcian blue/
PAS 염색 및 vimentin(1 : 200; Dako, Denmark), S-100(1 :
100; Santa Cruz Biotechnology, USA) 및 desmin(1 :
100; Santa Cruz Biotechnology)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
화학적 염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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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H&E 염색 결과 전형적으로 둥근
형태의 원시 비지방형성 실질 세포인 원형세포(round cell),
성상세포(stellate cell), 방추형 세포(spindle cell)와 지방세포
(lipocyte), 지방모세포(lipoblast)가 혼합 분포된 형태를 보였
다. 지방세포의 분화도는 다양하였으며, 원형세포가 기질에
널리 분포하여 있고, 높은 세포 충실성과 핵/세포질 비율을
보였다. 기질은 점액성으로 혈관이 잘 발달하여 있었고, 기
질 내 출혈이 일부 관찰되었다. 또한, 곳곳에 세포 외 점액
질이 넓게 저류되어 있었으나 점액성 지방육종에서 관찰되
는 소위 “pulmonary edema” 형태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 Oil red O 염색 결과, 점액성 지방육종 세포 내에 양성
반응의 축적된 지방 과립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lcian blue/PAS 염색에서 점액질이 푸른색 또는 보라색 염
색성을 보였다(Fig. 2).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는 vimentin과
S-100에 양성을 나타내었으며, desmin에는 음성반응을 보였
다(Fig. 3). 이상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종
양은 점액성 지방육종으로 진단하였다.
동물에서 점액성 지방육종은 지방육종의 분류 중 흔치 않
은 형태이며 점액질의 기질이 특징적이다. H&E 염색상에서
작은 방추형 세포가 다핵세포(multinucleated cell), 성상세포와
함께 불규칙하게 얽혀 있고, 경계는 불명확하다. 잘 분화된 지
방세포와 지방모세포가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세포는 세포질
내에 대개 하나의 큰 지질 액포를 가지고 있다. 기질은 점다
당질(mucopolysaccharide)이며 약간의 콜라겐 원섬유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모세혈관의 문합이 관찰된다 [15].
점액성 지방육종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점액성의 기질은
Alcian blue 용액과 PAS 용액에 염색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Alcian blue/PAS 염색에서 산성 점액은 Alcian blue에 염색
되고, 중성 점액은 PAS에 염색되기 때문에 두 염색을 같이
하면 점액성의 기질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8].
지방세포 및 지방모세포의 배열을 확인하여 점액성 지방
육종을 다른 점액종이나 점액육종으로부터 감별해 낼 수 있
다. 따라서 점액성 지방육종과 다른 간엽조직 종양을 구별하
는 데는 Oil red O 염색이 유용하다 [14]. 본 실험에서 종
양 조직은 Oil red O 염색 하에서 붉은색으로 염색되는 다
양한 크기의 세포질 내 공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간엽 유래의 종양을 파악하기 위한 면역조직화학적 표지
로는 vimentin, desmin, neurofilaments,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cytokeratin, S-100 protein 등이 있다 [12]. 본 실
험에서는 H&E 염색을 시행한 결과 간엽유래 종양으로 의심
하여 표지로 vimentin을 선택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
하였다. Vimentin은 간엽유래 세포의 중간세사를 구성하는
주된 소단백질이다. Vimentin은 핵과 원형질막 사이 단백질
운반에 관여하고, vimentin을 이용한 면역 염색은 암종과 육
종을 구분하며 근육 외의 육종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1].
Vimentin 발현은 골격근의 분화 중 감소하며 성숙한 근원섬
유나 골격근에서는 그 발현이 소실된다. 따라서 본 증례의
양성 결과는 근육 이외의 간엽조직에서 유래한 종양임을 시
사한다. 또한, Japanese Macaque의 점액성 지방육종에서

vimentin의 발현이 확인되었으며, 사람에서 지방육종의 분류
중 비정형 및 점액성 지방육종에서 vimentin 및 S-100
protein이 양성 발현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13]. S-100
protein은 산성의 칼슘 결합 단백질로 본래 S-100 protein은
뇌에서 분리되었으며 신경교세포(glial cell)에 특이적일 것이
라고 생각되어 왔다. 이후 S-100 protein은 다양한 비신경외
배엽성 조직에서 분리되었다 [19]. S-100 protein은 α와 β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α 소단위는 오직 뉴런과 림프절
의 대식세포에만 관찰되고, β 소단위는 종양세포에서 관찰되
기도 한다. S-100 protein은 악성멜라닌종, 혈관육종, 지방육
종, 평활근종,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 말초신경초종 등에서
발현된다 [3, 17, 20]. 대다수 지방육종에서 vimentin protein
이 발현되고, 35~50%의 경우에 S-100 protein이 관찰되기에,
본 실험에서 확인한 S-100 protein 및 vementin 양성 결과
는 지방조직의 종양성 변화를 뒷받침해준다 [5, 10, 15].
종양 이외에 감별이 필요한 병리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지
방층의 염증인 panniculitis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피하 지방층에 국한된 염증성 질환이다. 동물에서 panniculitis는 세포의 타입과 미생물의 여부에 따라 세분된다. 염
증의 주요 구성 세포는 호중구 및 림프구로 나뉘며, 감염성
요소의 유무에 따라 육아종 및 화농성 육아종성으로 나뉘는
데 본 증례에서는 미생물 감염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력한 염증 세포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11, 18].
피부에 종괴가 있을 때 조직 병리학적인 검사 이전에 시
행할 수 있는 세침흡인술은 조직 생체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안전하며, 종괴 절단면의 노출을 피하여 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시행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점액성 지방육종의 세포학
적 진단은 점액성의 기질과 모세혈관의 배열, 그리고 명확한
지방모세포의 확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모든 지방
육종에서 시행한 세침흡인술에서 지방모세포가 관찰되는 것
은 아니며, 세포학적인 면에서 지방육종은 지방종이나 근육
내 점액종, 지방모세포종,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 점액성 연
골육종, 혹은 다른 연부조직 육종과 감별이 어려워서 점액성
지방육종의 정확한 진단은 조직 병리학적인 평가 하에서 가
능하다 [16].
점액성 지방육종은 보통 깊은 연부조직에서 발생하고 전
이도 드물다 [7]. 따라서 종양의 정확한 발견, 진단은 종양의
진행방향을 예측하여 치료방향을 결정하는데 뿐만 아니라 수
술 후 예후평가에도 중요하다. 본 증례에는 개에서 매우 드
물게 발생하는 점액성 지방육종의 형태학적 분류 및 특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지방육종 중
더 많은 임상 증례를 통하여, 치료방법, 예후, 전이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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