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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oft tissue clear cell sarcoma is a rare tumor which originates from neural
crest cells. Due to its rarity and lack of established treatment, the prognosis of clear
cell sarcoma is poor. Here, we reviewed the clinical data and outcome of patients diagnosed with soft tissue clear cell sarcoma in our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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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on pediatric patients who were treated
for pathologically confirmed soft tissue clear cell sarcoma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etween January 2000 and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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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Six patients (3 boys and 3 girls) were diagnosed with soft tissue clear cell sarcoma at a median age of 14 years 4 months (range 11 years 7 months – 19 years 3 months).
The median size of the tumor was 5.6 cm (range, 0.6 cm to 7.9 cm). The most frequent
symptom was pain (67%), and the most common primary site was the lower limb (67%).
Three patients (50%) presented with metastases at diagnosis. Four patients underwent
chemotherapy with various therapeutic combinations. Four patients received surgical
resection. Only one patient received local radiotherapy. One patient died of primary
refractory disease, three patients relapsed, while the remaining two survive event-free.
Conclusion: Soft tissue clear cell sarcoma is a rare and highly aggressive tumor, for which
there is no established treatment. All surviving patients received surgery, indicating that
surgery is a key treatment modality. Further genetic studies of soft tissue clear cell sarcoma are needed to find a better treat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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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종양으로 전체 육종의 1% 미만으로 차지하며 정확한 유

서

병률은 알려져 있지 않다[1-3]. 주로 청소년기에 호발하며(15

론

세-35세), 성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주
연부조직 투명세포육종은 신경능선기원세포에서 발생하는

로 하지에 침범이 흔하며(40%), 그 중에서도 힘줄이나 널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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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2,4,5]. 주로 첫 증상은 통증이

절 전이된 경우는 4명, 원격 전이된 경우(뼈 3예, 폐 2예, 흉막

있는 종괴가 사지 말단에 나타나며, 진단이 늦을수록 증상이 심

1예, 췌장 1예, 부신 1예, 근육 1예)는 3명이었다. 장경 5cm

해져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6,7].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것

이상인 경우는 4명이었으며, 6명 모두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

으로 알려져 있어 윤활막육종, 신경섬유육종, 지방육종보다 예

하였고 그 중 4명에서 수술을 이용한 절제를 하였다. 6명 모든

후가 좋지 않고 평활근육종이나 악성섬유조직구종과 같은 정도

환자에게서 면역조직 화학검사상 S-100 양성, HMB-45 양성이

로 나쁜 예후를 보여 5년 생존률이 50-65% 정도로 보고되고 있

었으며, Melan – A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한 4명의 환자에

다[8-10]. 병리학적으로 악성흑색종과 감별하기 어렵고, 최근 형

서 모두 양성으로 보고되었다(Table 2). 총 환자 중에 4명에게

광 염색이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의 전이가 이들 질환

서 형광동소보합법(Fluorescence in-situ hybridization, FISH)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EWSR1-ATF1 t(12;22)(q13;q12)의 융

를 이용한 유전자 전좌 검사에서 4명 모두 EWRS1 유전자의

합 유전자나 EWSR1-CREB1 t(2;22)(q34;q12)의 융합이 90%의

전좌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투명세포육종에서 발견됨으로써 이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다[3,6,11,12]. 투명세포육종은 매우 드물고 수술 외에 아
직 뚜렷한 확립된 치료법이 없는 상태로, 증례 보고 외에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 결과가 없다.

2. 치료
6명의 환자 중에 4명의 환자에게서 수술적 절제를 시행하
였으며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환자 모두에게서 절제면의 종양

이 논문에서는 연부조직 투명세포육종에서의 임상 양상 및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들에게 사용한 화학요법제는

치료 결과를 검토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vincristine, adriamycin, cyclophosphamide, ifosfamide, eto-

하고자 한다.

poside, carboplatin, dacarbazine, dactinomycin, cisplatin,
pazopanib 등이었다. 2명의 환자에게서는 절제 수술을 시행

대상 및 방법

하지 않았으며, 1명의 환자에게서 국소 방사선 요법 63 Gy,
35회를 시행하였으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환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0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투명
세포육종으로 진단받고 수술,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를 받은
20세 미만 환자들의 증례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

없었다.
3. 치료 경과

하였다. 총 6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고, 환자들의

3명의 환자에게서 부분 관해 반응(Partial Response, PR)이

성별, 진단 당시 나이, 초기 임상 증상 및 초기 발병 부위,

있었다가 치료 중에 재발을 하였고(범위 3개월-7개월), 이 환

TNM 병기 설정 및 IRSG 병기 설정을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수

자들 모두 치료를 중단한 채 보존적 치료 위하여 퇴원하였다.

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치료 방법을 조사하였다. 또한

투명세포육종의 진행(Progressive disease, PD)으로 1명의 환

연부조직 투명세포육종의 병리학적 표지자인 S-100, HMB-45,

자에서 진단 3개월에 사망하였다. 2명은 수술적 완전 절제 이

Melan A등의 양성 여부 확인 및 면역 형광 염색을 통한

후 완전 관해(Complete Response, CR) 반응을 얻었고, 이후

EWSR1의 전좌를 확인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현재 상태를
추적 관찰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IRB 1709-069-886).

치료 없이 추적 관찰(범위, 2년 6개월-10년) 중이다. 환자 6명
에 대한 간략한 증례는 다음과 같다.
1번 환자(12세 여자)는 왼쪽 대퇴부 통증 및 종괴로 내원하
였고, 타원에서 지방 성분이라고 듣고 지켜보다가 1개월 이후

결

과

1. 임상적 특성 및 진단

에도 증상 지속되어 왼쪽 볼기근의 종괴에서 시행한 흡인 생
검 결과 투명세포육종으로 진단받고 전원되었다. 왼쪽 엉덩부
근 및 서혜부 부근의 림프절 비대 소견 보였으며 생검 이후

진단된 6명 중 남자 3명, 여자 3명이었고 진단시 정중 연령

시행부위 주변으로 혈종 퍼진 소견 있어 종양 세포의 파종

은 14세 4개월(범위, 11세 7개월-19세 3개월)이었다(Table 1).

가능성 있어 우선 vincristine, adriamycin, cyclophospha-

발현되었던 증상은 통증(4예, 67%)과 종괴(2예, 33%)가 있었

mide, ifosfamide, etoposide로 항암 시행하였고, 2개월이후

으며 비강에 생긴 증례에서는 코막힘이 처음 증상이기도 하였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종양의 크기는 3.5 cm×

다. 4명에서 사지, 그 중에 하지 부근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1.7 cm×1.3 cm이었으며, 종양과의 경계는 0.6 cm-2 cm이었

1명에서 복강, 1명에서 비강에 발생하였다. 6명중 인접 림프

다. 이후 동일 약제로 항암 5주기 시행 이후 방사선 치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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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yr
mo
yr
mo

18 yr
2 mo

11
7
19
3

14 yr
7 mo

14 yr
1 mo

12 yr
6 mo

Age at
Dx (yr)

Foot

Thigh

Primary
site

Palpable mass Foot

Palpable
Abdomen
mass, chest,
abdomen
pain
Nasal
Nasal
obstruction
cavity
Pain
Foot

Pain

Pain

Predisposing
symptom

2.0

7.0

0.6

7.9

5.4

5.8

Size
(long
Dia.
cm)

T1aN0M0

T2bN1M1

T1aN0M0

T2bN1M1

T2bN1M1

T2bN1M0

TNM
stage

I

IV

I

IV

IV

III

IRSG
group
No
residual

Residual
mass

Done

Done

Done

No
residual

No
residual
No
residual

Not done -

Not done -

Done

Surgical
resection

Etoposide, Ifosfamide,
Cisplatin, Adriamycin,
Dacarbazine,
Pazopanib
Not done

Vincristine, Adriamycin,
Cyclophosphamide,
Ifosfamide, Etoposide
Vincristine, Adriamycin,
Cyclophosphamide,
Ifosfamide, Carboplatin,
Etoposide, Dacarbazine,
Cisplatin,
Dactinomycin,
Vincristine, Adriamycin,
Cisplatin,
Cyclophosphamide
Not done

Chemotherapy

Not done

Not done

Not done

Not done

Not done

63 Gy/35 Fx

Radiotherapy

Relapse
(3 mo)

Death
(3 mo)

Relapse
(7 mo)

Relapse
(7 mo)

Event/Status

F/U (10 yr)

F/U (2 yr
6 mo)
Hopeless
discharge
(7 mo)

Death (3 mo)

Hopeless
discharge
(7 mo)
Hopeless
discharge
(7 mo)

Outcome

th
Abbreviations: Pt, Patient; No, Number; Dx, Diagnosis; Dia, Diameter; TNM stage, AJCC 7 Cancer staging system; IRSG, Intergroup Rhabdomyosarcoma Study Group; fx,
fraction; Gy, Grays; yr, years; mo, months; f/u, follow up.

F

1

Pt GenNo. der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utcome of total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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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genetics

N/A
EWRS1 gene translocation +
EWRS1 gene translocation +
BRAF gene translocation −
EWRS1 gene translocation +
EWRS1 gene translocation +
BRAF gene translocation −
N/A

Gy/35 Fx) 시작하였으나, 7개월 이후에 왼쪽 서혜부 림프절이
촉지되어 시행한 병리 검사에서 전이 소견 발견되었으며 이후
동일 약제로 항암 1주기 시행 더 한 뒤에 치료 중단하고 타원
으로 전원되었다.
2번 환자(14세 남자)는 왼발 통증으로 타원에서 긴엄지벌
림근에 시행한 절제 생검결과 투명세포육종 진단받았다. 진단
당시 폐, 뼈, 무릎 관절,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고, vincristine, adriamycin, cyclophosphamide, ifosfamide, carbopla-

N/A

N/A
−

N/A
N/A
+

FLI-1

행하였으나, 7개월 이후 호흡 곤란 소견 지속되어 시행한 검
료 중단하고 타원으로 전원되었다.

+

N/A
−

N/A
N/A
−

사에서 폐 전이, 림프절 전이, 뼈 전이 악화되는 소견있어 치
CD99

Others

tin, etoposide, dacarbazine, cisplatin등으로 항암 9주기를 시

3번 환자(14세 남자)는 배에 만져지는 종괴 및 흉통, 복통

−

N/A
N/A

−
N/A
−

전 없어 시행한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Computed tomography, CT)에서 7.9 cm×4.9 cm의 우상복부에 종괴가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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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SMA, Smooth muscle actin; EMA, Epithelial membrane antigen; N/A, Not applicable.

−
N/A
N/A
N/A
N/A
+
+
6

N/A
−
−
N/A
N/A
−
N/A
N/A
+
+
+
+
+
+
4
5

+
+
+

+
+
+

N/A
+
+

−
N/A
+

N/A
N/A
−

−
N/A
−

−
N/A
−

었으며, 진단 당시 뼈, 흉막, 림프절, 췌장, 부신, 근육에 전이

1
2
3

Cytokeratin
EMA
Desmin
Myogenin
S-100

HMB-45

Melan-A

SMA

Muscle
Melanocytic tumor

Markers

Table 2. Immunohistochemical and cytogenetic feature

Immunohistochemistry

Epithelial

및 이로 인한 방사통증 있었으며 1달간 경과 관찰 이후에 호

소견 보였다. 이에 절개생검 시행하였고 투명세포육종으로 진
단받았다. 이후 dactinomycin, vincristine, adriamycin, cisplatin, cyclophosphamide 등으로 항암 1주기를 시행하였으
나 계속 질병 진행하여 3개월만에 사망하였다.
4번 환자(11세 남자)는 오른쪽 코막힘으로 인근 이비인후
과 내원하였으며, 감염 소견으로 항생제 복용하며 경과 관찰
하다가, 7개월동안 경과 관찰 이후 호전 없어 타원에서 시행
한 우측 비강 아래 안뜰 부위의 조직검사 시행 결과 투명세포
육종 의심되어 본원 전원되어 수술 시행받았다. 크기는 0.6
cm×0.5 cm×0.3 cm였으며 경계는 0.5 mm-0.2 cm였다. 진
단 당시 영상학적 검사 및 신체 검진에서 전이의 증거는 없었
다. 수술 이후 현재까지 추가 치료 없이 2년 6개월동안 재발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
5번 환자(19세 여자)는 보행시 우측 발바닥에 통증 있어 인
근 병원에서 족저근막염이라 진단받고 치료 지속하였으나 증
상이 호전되지 않아 1개월 이후 타원에서 시행한 조직 검사
결과 투명세포육종 진단받았다. 진단 당시 뼈, 서혜부 림프절,
폐 전이 있었으며, 무릎 아래로 절단 수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etoposide, ifosfamide, cisplatin 포함된 항암 3주기를 시행하
였으나 부분 관해만 있어 adriamycin, dacarbazine 포함한 항
암을 1주기 시행하였다. 진단받고 3개월만에 재발하여 pazopanib 항암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진단 7개월만
에 치료 중단 이후 타원으로 전원되었다.
6번 환자(18세 여자)는 점차 커지는 왼쪽 발목의 종괴로 타
원에서 조직검사 시행 이후 왼쪽 종아리 공통건 부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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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명세포육종 진단받고 본원으로 전원되어 광범위 절제술

영상학적 방법으로의 진단은 확진은 할 수 없으며 자기 공

시행받았으며, 진단 당시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명 영상 검사를 통해 가돌리늄 조영증강시에 T1의 신호 감소

없었다. 이후 10년동안 재발의 증거 없이 지내고 있다.

및 T2의 신호 증가를 볼 수 있고 폐 전이 등이 많기 때문에
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신 평가를 위해

고

찰

서는 PET을 시행해야 한다[19,20].
드문 암종으로 아직 확립된 치료법은 없으나 근치적 절제

투명세포육종은 매우 드문 육종으로 의심하기 어렵고, 병

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혈관계나 신경계의 손상

리적인 검사에서도 악성흑색종등과 감별이 어려워 처음 진단

을 입더라도 1 cm 이상의 경계를 남기며 근치적으로 절제를

이 늦어지고 악성흑색종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2-5,13]. 이

해야 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2,21]. 이번 보고에

번 논문에서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진단에 기

의하면 수술하지 않은 환자는 모두 재발하여 치료를 중단하거

간이 걸렸고, 진단이 늦어진 1번 환자와 3번 환자의 경우 국소

나 사망하였으며, 4명의 수술한 환자에서도 2명이 재발하였으

림프절 전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발견되어 추가 치료를

며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였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뚜

하지 못했던 증례들이 있었다. 따라서 하지에서 발견되고 다

렷한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항암 치료를 시행한 4명

른 종양이나 고름집 등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질환을

의 환자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1명의 환자에서 모두 7개월

의심하고 빠른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14]. 또한 병

이내에 재발 혹은 사망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보고 및 이

리 검사에서 면역염색검사로 판단할 수 있는 S-100, HMB-45,

번 보고에 의하면 수술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항암 치료나

Melan-A 모두 악성흑색종에서도 양성으로 보고될 수 있어 이

방사선 치료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21-23].

로써 감별이 어려운 경우 90% 이상의 환자에서 EWSR1-ATF1

발병 기전에 대해서는 EWSR1-ATF1 단백이 전좌로 인해

전좌 양성 혹은 EWSR1-CREB1 전좌 양성이 보고되므로 이들

기존에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에 의해 조

을 형광동소보합법 혹은 중합연쇄반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절 받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로 인해 MITF를 과활성화 시켜

필요하다[3,6,11,12,15].

멜라닌 세포로의 분화를 일으키고 종양 세포의 증식을 발생시

기존 보고에 의하면 투명세포육종 서양 인종에서 아시아
인종 혹은 아프리카 인종보다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하지

켜 EWSR1/ATF1의 융합단백이 종양유전자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4,25].

침범이 흔하고, 상대적으로 두경부나 복부에서는 그보다 빈도

예후가 좋지 않고 수술 외에는 아직 효과 있는 치료법이

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2-6,13]. 이번 보고에서도 6명

없어, 최근 새로운 치료들에 대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위

중에 4명의 환자에서 하지에 발생하였고, 1명의 환자에서 복

의 융합 전좌된 단백질이 종양 유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에, 1명의 환자에서 두경부에 발생하였다. 본 보고에서는

유전자 레벨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으

3명의 남자 환자와 3명의 여자 환자가 발견되었다.

며, ALK와 ROS1의 방해 인자인 crizotinib이 투명세포육종에

증상으로는 통증이 있는 사지의 종괴로 발견되는 경우가

효과가 있는지 연구중인 EORTC study 90101 “CREATE”

제일 많았으며 [6,7] 전이가 된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증상으

(NCT01524926)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외 pazopanib이 세

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증례에서는 특히 사지에서 발

포 수준 혹은 이종 동물에게 실험한 보고에서 효과가 있다는

견된 경우 통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코막힘이

것이 알려져 있으며, Histone deacetylase (HDAC) 방해자 및

나 복통 등의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trabectedin이라고 하는 해초에서 자연적으로 추출된 물질이

5년 생존률은 50%에서 65%로 보고되고 있으며, 20%정도

암종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26-28].

의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0,

결론적으로 연부조직 투명세포육종은 매우 드문 육종이지

16,17].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는 종양의 크기로 보고되고 있

만 놓치게 되는 경우에 수술적 절제 외에는 뚜렷한 효과 있는

다. 이번 증례에서도 처음 발견시 5 cm이상의 종괴를 가진

치료가 없는 암종으로 하지에 원인 미상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환자들은 모두 1년 이내에 재발하였거나 사망하였으며, 그 외

있으며 다른 원인이 배제가 되는 경우에 반드시 의심을 해서

의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중이다. 전이는 폐나 림프

진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인근 림프절을 포함한 근

절로 잘하고 이번 보고에서도 전이 시에 국소 림프절 전이가

치적인 절제를 시행해야 한다. 기존 보고에 의하면 치료가 된

있었다. 이 때문에 수술 시에 의심 가는 림프절을 반드시 절제

경우에서도 29년 이후 재발한 증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야 하며, 감시 림프절 생검이 추천되기도 한다[3,18].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29]. 또한 문제가 되는 융합단백 -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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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과활성화된 기능을 막을 수 있는 현재의 연구들이
성과를 나타낸다면 추후 좋은 치료 방침 및 예후 개선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치료
방법이 일치하지 않아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으
며, 또한 본원에서 20세 미만 환아에서 6명만이 진단되어 역
학적 통계 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추후 다
기관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연부조직 투명세포육종의 역
학 및 예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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