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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격동에 재발된 평활근육종 

− 1예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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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red Leiomyosarcoma in the Mediastinum

 A case report  
Song Am Lee, M.D.*, Hyun Keun Chee, M.D.*, Sung Jun Lee, M.D.*, Jun Seok Kim, M.D.*, 

Jae Joon Hwang, M.D.*, Seong Joon Cho, M.D.**

Primary leiomyosarcoma of the mediastinum is an extremely rare tumor that develops either in the mesenchymal 
cells of the visceral mediastinum or in the smooth muscle of the great vessels. In the literature, the most sig-
nificant factor for determining survival is the ability to completely resect the tumor. But there is 30∼64% re-
currence rate and there is also a lack of data for the role of adjuvant therapy after complete resection. We report 
here on a case of recurred leiomyosarcoma of the mediastinum that was surgically removed via left thoracotomy 2 
years previously and this was misdiagmosed as benign disease.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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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63세 여자로 3개월 부터 발생한 좌측 흉통으로 방문

하 다. 과거력에서 3년  발생한 좌측 흉부의 난자통  

작열통의 악화로 2년  타병원에서 상포진(zoster sine 

herpete) 의증 하에 2차례 고주  흉추 후근신경  단술

(RF dorsal root ganglionotomy)을 시행 받았다. 증상의 호

이 없어 시행한 흉부 산화단층촬   자기공명 상 소

견에서 좌측 제7흉추 부  흉부 동맥과 인 하여 2.5×  

2.0×1.0 cm 크기의 타원형 종괴가 발견되어 개흉하에 종괴

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신경원성종

양은 아니며 평활근 기원의 양성 종양[ 평활근육지방

종(angiomyolipoma), 평활근종(leiomyoma), 평활근 섬유

모세포종(angioleiomyofibroblastoma)]으로 진단받았다. 

  본원 방문시 액 검사 소견  이학  소견은 정상이

었다. 흉부 산화단층촬  소견에서 좌측 제8흉추체  

2×3×2 cm 크기의 둥 고 석회화가 없이 균일하게 조 되

는 연조직 종괴가 찰되었으며(Fig. 1), 재발된 평활근 기

원의 종양으로 단하고 수술을 시행하 다. 수술은 신

마취하에 이 기도 으로 삽 하고 에 시행한 반흔을 

따라 후측방개흉술을 시행하 다. 종양은 제8흉추체에 넓

은 바닥을 두고 흉추체  흉부 동맥 외막과 단단히 붙어 

있었으며 피막은 없었으나 표면은 매끄러웠다. 종양은 흉

추체와 비교  쉽게 분리되었으며 가능한 넓게 가장자리를 

두고 제하 다. 유착된 흉부 동맥 외막을 함께 제하

하고 나서 첩포(Dacron vascular graft)로 감싸 보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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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ic scan demonstrates a 
paravertebral tumor contact with thoracic aorta.

Fig. 2. Gross finding of mediastinal leiomyosarcoma. The cut sur-
face of the tumor shows a relatively well demarcated fleshy white 
gray mass.

Fig. 3. (A) Histologic finding of the previously resected tumor, shows interlacing bundles of smooth muscle fibers with relatively increased 
cellurarity and nuclear pleomorphism. But, histology can not meet the pathologic criteria of leiomyosarcoma (H&E, x200). (B) Histologic find-
ing of the recurred tumor, shows increased cellularity, nuclear pleomorphism and increased mitotic count, comparing to the previous histo-
logic finding Fig. 3A (H&E, x200).

  조직병리학  검사에서 종양은 2.3×2.2×1.2 cm 크기의 

경계가 분명한 난형으로 흰색의 단단한 액성 단면을 보

다(Fig. 2). 미경 소견은 침윤성 성장 모양, 등도 유

사분열 활성도(4∼9/10HPF)  등도의 핵 다형성

(nuclear pleomorphism)을 보 으며, 과거 제된 조직과 비

교하여 세포충실성, 핵 다형성, 유사분열 수가 증가하 다

(Fig. 3).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데스민(Desmin), Ki-67 40%, 

SMA (smooth muscle actin)에 양성반응을 보여 재발된 평

활근육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Fig. 4). 

  환자는 수술 후 7일째 흉 을 제거하 으며 10일째 퇴

원하 다. 수술 후 2개월 후 촬 한 흉부 산화단층촬

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추가 인 방사선치료(총 5,580 

cGy)을 시행하 으며 10개월이 지난 재 외래 추 찰 

이다. 

고      찰

  종격동에 발생하는 원발성 평활근육종은 드문 종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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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munihistochemical staining for SMA diffuse positivity (×200).

로 의 평활근세포나 내장쪽 종격동(visceral media-

stinum)에 있는 간엽세포(mesenchymal cells)에서 기원하

는 것으로 내장쪽 종격동에서 발생하는 것은 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내장쪽 종격동에 발생하는 원발성 

평활근육종에 한 간헐 인 증례보고만 있다가[2,3], 

1994년 Moran 등[4]이 처음으로 10 를 모아 발표하 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7.8세(26∼71세) 으며 여성이 3

, 남성이 7 다. 상종격동에 3 , 후종격동에 7

으며, 자의 경우는 종양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있었

으나 후자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모두 수술  제술을 시행하 으며 추가 인 방사선치

료나 화학요법은 시행하지 않았다. 2∼7년 추 찰기간 

동안 2 가 각각 4년, 6년간 생존하 으며, 3 는 재발로 

인해 사망하 다. 국소재발이 3 , 폐 이가 1 다. 

1998년 Burt 등[5]은 종격동에 발생하는 원발성 육종에 

한 임상양상, 진단,  치료 결과를 발표하 으며, 평활근

육종은 11% (5/47) 다. 외과  제술, 방사선치료  화

학요법 등을 조합하여 치료 하여 국소 재발은 64% 으며 

5년 생존율은 32% 다고 보고하 다. 후인자로서는 악

성도가 낮을수록 후가 좋았으며( 악성도 5년 생존율 

66% : 고악성도 5년 생존율 27%), 완 제가 불완 제

보다 후가 좋았다고 하 다(완 제 5년 생존율 49% : 

불완 제 3년 생존율 18%). Moran 등과 Burt 등의 보고

는 종격동 원발성 평활근육종에 한 치료방침  후에 

한 략 인 지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은 보고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종격동 원

발성 평활근육종은 극 인 외과  완  제가 생존율

을 높이는 방법이라는데 많은 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2-7]. 그러나 재발이 40∼60% 정도 보고되고 있어 추가

인 방사선치료나 보조  화학요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5,8]. 본 증례의 경우 처음 수술 시 양성종

양으로 오진된 평활근육종으로 2년 2개월 후에 국소재발

한 경우이다. 자들이 수술 시에도 육안소견상 양성종양

처럼 단되었으나 같은 부 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악성

의 가능성도 높아 가장자리를 충분히 제하 으며 흉부

동맥의 외막도 함께 제해 내었다. 수술 1개월 경과 후 

추가 으로 총 5,580 cGy 방사선치료를 시행하 다. 

  종격동에 발생한 원발성 평활근육종은 다른 육종과 마

찬가지로 국소재발률이 높아 철 한 추  찰이 필요하

다. 자들은 재발한 원발성 평활근육종을 치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Shields TW, Robinson PG. Mesenchymal tumors of the 

mediastinum. In: Shields TW, LoCicero J III, Ponn RB. 

General thoracic surgery.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5;2786-811.

2. Rasaretnam R, Panabokke RG. Leiomyosarcoma of the 

mediastinum. Br J Dis Chest 1975;69:63-9.

3. Steen BC, Florez MS, Fernandez FL, et al. Mediastinal leio-

myosarcoma. An Med Intern 1993;10:83-5.

4. Moran CA, Suster S, Perino G, Kaneko M, Koss MN. 

Malignant smooth muscle tumors presenting as mediastinal 

soft tissue masses: aclinicopathologic study of 10 cases. 

Cancer 1994;74:2251-60.

5. Burt M, Ihde JK, Hajdu SI, et al. Primary sarcomas of the 

mediastinum: results of therapy. J Thorac Cardiovasc Surg 

1998;115:671-80.

6. Son YS, Rhyn SM, Son HS, et al. SVC Syndrome caused by 

leiomyosarcoma of SVC -a case report-.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2;35:235-8.

7. Conner WC, Fink GW, McGinnis KM, Alfieris GM. Surgical 

management of leiomyosarcoma of the mediastinum. Ann 

Thorac Surg 2004;77:334-6.

8. D'Aiuto M, Veronesi G, Pompilio G, et al. Extended right 

pneumonectomy with partial left atrial resection for primary 

leiomyosarcoma of the mediastinum. J Thorac Cardiovasc 

Surg 2005;129:694-5. 



흉외지

2009;42:127-130

− 130 −

=국문 초록=

종격동의 원발성 평활근육종은 극히 드문 종양으로 의 평활근세포나 내장쪽 종격동에 있는 

간엽세포에서 발생한다. 문헌보고에 따르면 종양의 완 제 가능여부가 후를 결정짓는 가장 요

한 요소이다. 그러나 30∼64%의 재발율을 보이고 있으며 완 제 후 보조요법의 역할에 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들은 2년  좌측 개흉술로 제되어 양성종양으로 오진된 종격동 평

활근육종의 재발을 치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1. 종격동 신생물

2. 육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