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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평활근육종(leiomyosarcoma)은 평활근에서 기원하는 악

성종양으로 주로 평활근이 풍부한 자궁, 방광, 소화관 및 복

망 등의 부위에서 호발하며, 두경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는 매우 드물어 전체 평활근육종 중 약 3%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1) 평활근육종은 원발부위에 따라 주로 전이되는 장소에

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후복막성 평활근육종은 주로 인근 

장기로 전파되며, 드물게 혈행성 전파로 간으로 전이된다.2) 

이하선은 주요 침샘 중에서 악성종양이 전이되는 가장 흔

한 장소로, 전이의 대부분은 두경부 영역에서 유래되며 편평

세포암이나 흑색종이 대표적인 전이암이다. 쇄골 아래 부위

에서 이하선으로 전이되는 악성종양은 신장, 기관지, 대장, 전

립선, 위, 자궁의 육종 등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3) 두경부 이

외의 영역에서 발생한 평활근육종이 이하선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하선으로 전이된 평활근육종은 영문 

저널에서 발표된 1개의 증례만 보고되고 있다.

본 저자들은 10년 전 신장 평활근육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에게서 나타난 이하선 평활근육종을 경험해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66세 기저질환이 없는 남자 환자로, 10년 전 좌측 신장의 평

활근육종으로 좌측 근치신장절제술을 시행받고 비뇨기과에

서 경과 관찰하였다(Fig. 1). 경과관찰 중에는 특별한 이상소

견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경과관찰은 소실되었다. 첫 수술 

이후 10년 뒤, 우측 귀 뒤쪽으로 통증 없이 약 1 cm 크기의 

종물이 만져졌고, 그 당시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병원에 내

원하지 않았다. 종물은 약 5개월 사이에 크기가 서서히 커지

면서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이비인후과로 내원하였다. 이

하선 종물 의심하에 경부 CT를 촬영하였으며, CT 소견에서 

우측 이하선에 둥근 모양으로 가장자리가 조영증강이 되어 

있는 2.5×2.0 cm 크기의 종물이 확인되었다. 영상의학과 소

견상 이하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물 중 이러한 특징을 가

진 종물로 전이성 암종이 가장 의심되며, 다음으로 다형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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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omyosarcoma is a malignant tumor originating from the smooth muscle tissue, found most-
ly in the genitourinary tract, gastrointestinal tract and peritoneum. However, leiomyosarcoma 
of the parotid gland is extremely rare as there is only smooth muscle in the blood vessels of the 
parotid gland. There has been a only single case of metastatic leiomyosarcoma reported in the 
English journal. Herein we report an extremely rare case of leiomyosarcoma of the parotid gland 
of a 66-year-old man who initially suffered from primary renal leiomyosa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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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Fig. 2). 이에 세침검사를 시행하였

고, 세침검사상 악성 세포가 보이지 않아(Fig. 3) 다형선종 의

심하에 수술적 제거를 고려하였다.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진행되었으며, 종물은 2.7×2.0 cm 

크기로 이하선 속에 있었으며, 주변 림프절이나 안면신경과 

약 2 cm 이상 충분히 떨어져 있었다. 이에 종물을 포함한 이하

선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안면신경은 보존하였다. 환자의 병

력상 10년 전에 신장에서 발생한 평활근육종을 치료한 일이 

있고, CT 소견상 전이성 암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 적출

된 이하선을 동결절편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병리검사상 육

종이 의심되며 정확한 아형은 특수염색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하선으로 전이된 평활근육종 의심

Fig. 2. Parotid mass. Computed to-
mography image. The parotid mass 
is circular, rim enhancement and 
2.5 cm sized. Coronal view, arterial 
phage (A). Axial view, arterial phage 
(B). Coronal view, delayed phage 
(C). Axial view, delayed phage (D).

A B

C D

Fig. 1. Histopathological examina-
tion. High cellularity with interacting 
bundles of pleomorphic spindle cells 
(H-E stain, ×100) (A). Immunohisto-
chemical staining for smooth muscle 
actin reveals strong positivity of tu-
mor cells (H-E stain, ×100)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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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우측 이하선 하부의 림프절 곽청술을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병리검사에서 hematoxylin-eosin(H-E) 염색상 다양한 

정도의 이형성과 방추상 세포가 얽힌 모양으로 배열되고 세포

질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면역염색에서 smooth muscle actin과 

vimentin에서 양성소견을 보였고, cytokeratin에서 음성소견을 

보여 이하선 평활근육종이 진단되었다(Fig. 4). French Feder-
ation Nationale des Centres de Lutte Contre le Cancer grade 

2로 확인되었고, 림프절 전이는 없었다. 

이하선 수술 후 시행한 전이검사 중, 복부 CT에서 우측 신

장의 전이가 의심되는 종물이 새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혈액종

양내과로 전과되어 경과관찰 중이다. 

고      찰

평활근육종은 평활근 또는 원시 미분화 중간엽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모든 육종의 6%를 차지하고, 이 중, 

3% 만이 두경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3가지 

주요 침샘의 종양에서 육종은 오직 0.3~1.5%에 불과하다.4) 

평활근육종은 신체의 평활근이 존재하는 모든 부위에서 원

발 종양 및 전이종양으로 발생 가능하다. 하지만 두경부에는 

Fig. 4.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Highly cellular atypical spindle cell 
in fascicular arrangement with pleo-
morphic nuclei (H-E stain, ×400) 
(A).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smooth muscle actin is strong 
positivity (×400) (B). Immunohisto-
chemical staining for vimentin is pos-
itive (×400) (C). Immunohistochem-
ical staining for cytokeratin is negative 
(×400) (D).

A

C

B

D

Fig. 3. FNA examination. No visi-
ble abnormal cell & malignancy cell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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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근이 존재하는 기관이 드물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혈

관벽과 피부의 기모근에 약간의 평활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드물지만 평활근육종이 발생하기도 한다. 

평활근육종의 임상증상은 서서히 자라며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무통성의 융기형 종물로 나타나며, 주로 점막하에 위

치한다.5) 따라서 이하선에서 발생할 경우, 이하선에서 흔히 발

생하는 다형선종과 같은 양성 종양으로 오인하기 쉽다. 

평활근육종은 주로 혈행성 전파로 전이된다고 알려져 있

고, 전이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높은 사망률 및 치명률을 보인

다. 평활근육종은 원발부위에 따라 주로 전이되는 장소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평활근육종의 원격 전이의 빈도는 약 

10% 정도이고, 이 중 83%가 폐로 전이되었다. 그리고 분화도

가 높을수록, 원격 전이가 발생활 확률도 더 높았다.6) 그리고 

인근 림프절로의 전이는 약 2.6%로 보고되었고, 평활근육종

의 인근 림프절 전이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7) 본 증례처럼 

후복막성 평활근육종은 주로 인근 장기로 전파되며, 혈행성 

전파로 주로 폐로 전파되고, 드물게 간으로 전이되고,2) 이하

선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보고된 증례가 없다. 

병리조직학적으로 평활근육종은 H-E 염색에서 분홍색으

로 염색되는 세포질이 풍부한 방추상 세포들이 다발을 이후

로 꼬여 있는 양상이며, 핵은 중앙에 위치하고 길지만 끝이 

뭉툭한 모양을 보인다.8) 평활근육종의 현미경 소견상의 진단

적 기준은 1) 고배율에서 관찰되는 유사핵분열의 수가 5개 이

상, 2) 기괴한 모양의 세포 형태, 3) 평활근 세포들의 얽힌 모

양 및 배열, 4) 세포의 다형성 등이다. 하지만 분화도가 낮은 

종양의 경우에는 현미경 소견만으로는 섬유육종, 방추상 세

포암, 악성 신경초종 등과 구별이 힘들어 면역조직화학검사가 

필수이다.9)

평활근육종의 면역표현형에 관해서는, smooth muscle actin 

혹은 h-caldesmon 같은 smooth muscle marker 염색의 양성 

소견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게다가 h-caldesmon의 면역반응

성은 평활근육종과 감별해야 할 근육섬유모세포종을 배제하

는 데도 사용된다.10) 그리고 면역염색에서 CD34, CD117에 

음성을 나타내고, 이것으로 또 다른 감별질환인 extragastro-
intestinal stromal tumor와 감별할 수 있다. S-100과 cytoker-
atin에는 반응성이 없다. 

침샘종양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두경부 종양의 약 6~8% 

정도를 차지한다.11) 침샘에서 원발 종양 및 전이로 인한 종양

은 모두 발생 가능하며, 전이로 인한 발생은 주로 림프선 전

이로 인해 발생하고, 전체 종양의 약 10% 정도로 여겨진다.12) 

이하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약 20%는 악성종양이며, 가장 

흔한 양성종양은 다형선종(pleomorphic adenoma) 및 와르틴

종양(Warthin’s tumor)이다.13) 

이하선은 주요 침샘 중에서 악성종양이 전이되는 가장 흔한 

장소로, 원발부위는 주로 두경부, 폐, 간, 뼈 등이 있다. 전이의 

대부분은 두경부 영역에서 유래되며 편평세포암이나 흑색종

이 대표적인 전이암이다. 중배엽 기원의 평활근육종은 두경

부 영역에서 잘 발생하지도 않고, 자궁 및 폐 등에서도 발생

해 이하선까지 전이되어 보고된 것은 1개의 증례밖에 없다. 

본 증례의 경우는 평활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하선에 

평활근육종이 진단된 경우로 굉장히 드문 경우이다. 상기 환

자처럼 이하선에서 원형의 가장자리가 조영증강이 되어 있는 

종물의 경우, 원발성인 경우보다는 전이성 암종을 더 시사하

는 소견으로 세침흡인검사에서 악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CT 소견을 바탕으로 감별진단을 시행하였다. 실제 다형선종

의 경우도 특별한 증상 없이 이하선에서 천천히 자라는 종물

의 형태로 발현하므로 본 증례에서처럼 평활근육종이 다형

선종으로 오인되기 쉽다. 두경부 영역의 평활근육종은 아직 

정립된 치료법도 없으며, 일부 원발성 이하선 평활근육종 증

례에서 수술적 제거 후, 방사선치료 혹은 항암화학요법을 시

행했다는 보고가 있다.10) 환자는 이미 신장에 발생한 평활근

육종으로 항암치료를 시행한 상태로 이하선의 평활근육종

의 치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불편감 및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어, 종양의 완전한 제거와 동시에 증상 호

전, 삶의 질까지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평활근육종 

역시 다른 이하선 종양들처럼 인근 림프절 전이 가능성을 고

려하여 림프절 절제도 생각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

은 증례가 보고될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된다. 이에 종양의 완전 절제 및 이하선 하부 림프절 제거를 

하면서, 절제면과 충분히 떨어진 안면신경은 보존하였다. 수

술 후 불편감 및 통증은 호전되었으며, 수술 부작용도 발생

하지 않았다. 

본 환자의 경우 이하선의 평활근육종이 10년 전에 발생한 

신장의 평활근육종이 전이된 것으로 명확하게 단정할 순 없

지만, 원발성 평활근육종이 이하선에 너무 드물게 발생하며, 

신장 평활근육종의 병력이 있고, 이하선 수술 후 시행한 전

신 검사에서 반대편의 신장에서도 평활근육종이 발생한 것

으로 유추해 보면, 이하선에 발생한 평활근육종은 10년 전

에 발생한 평활근육종의 전이이거나 반대측 신장에 발생한 

평활근육종의 전이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평활근육종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하선 종양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간과하지 말고 감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증례가 보고된다면 적절한 치료

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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