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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막과 복막 종을 동반한 회장의 상피양 평활근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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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al epithelioid leiomyosarcoma with omental and peritoneal s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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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omyosarcoma (LMS) of the small intestine is a rare tumor, accounting for about 1% of all malignant 
mesenchymal lesion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Since small bowel tumors are initially asymptomatic and 
nonspecific, delayed diagnosis and treatment are common. We found that a 44-year-old male patient who 
came in for lower abdominal pain had partial obstruction in the small bowel. Multiple ascites and ileal tumors 
involving peritoneal seeding were observed from his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He was diagnosed 
as epithelioid LMS involving peritoneal transition after surgical resection, and the outpatient department has 
planned for a conservative therapy with observation.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ileal epithelioid LMS 
accompanying a huge omental mass, with a size of 18 cm in dimension, and peritoneal seeding has not 
yet been reported in Korea. We report this rare case with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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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장의 악성종양 발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나 매우 드물어 우리나라에서 100,000명 당 1.2명 발생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육종은 소장의 악성종양 중 

1.2% 이내로 유암종, 선암종, 림프종, 위장관기질종양에 이

어 빈도 순으로 5번째인 매우 드문 질환이며[2], 소장의 평활

근육종은 전체 위장관 악성간엽종양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3]. 평활근육종은 소장에서 발생하는 육종의 한 형태로 

평활근 세포의 점막근, 고유근층에서 유래하며 50대 남성에

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4].

소장 종양은 발생 빈도가 낮고,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초기에는 비특이적인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에서 먼

저 의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악성종양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나타난 후 진단에 이르기까지 약 6-9개

월이 소요되어 조기 진단이 어렵다[5].

저자들은 하복부통증으로 내원한 44세 남자 환자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에서 소장의 부

분 폐쇄, 대량의 복수, 복막 전이를 동반한 회장의 종양을 

발견하였으며, 외과적 절제술 후 흔하지 않은 상피양 평활근

육종으로 진단되었다. 회장의 상피양 평활근육종과 함께 그

물막에 18×12×5cm의 거대한 종양과 복막파종이 동반된 경

우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2701/yujm.2017.34.1.132&domain=pdf&date_stamp=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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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s focal small bowel wall thickening in the midline
umbilical level with proximal small bowel wall dilatation. It reveals multiple masses in the omen-
tum and peritoneal wall with a large amount of ascites. (A) Axial view, (B) coronal view.

증  례

44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복부팽만감, 구토, 간헐적인 

복통 지속되었으며, 2일 전 발생한 하복부통증으로 내원하

였다. 10년 전 담낭절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으며, 가족

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활력징후는 혈압 130/80 mmHg, 

맥박 분당 78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5℃였다. 복부 

진찰소견에서 복부팽만과 장음 항진되어 있으며, 우하복부

에 경미한 압통이 있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4,100/mm3 (호중구 80.0%, 림

프구 13.0%, 단핵구 6.2%, 호산구 0.5%), 혈색소 18.0 g/dL, 

혈소판 317,000/mm3이고, 혈액응고검사는 프로트롬빈시간 

11.3 sec (range, 9.6-13.0 sec),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

간 28.9 sec (range, 20.2-36.5 sec)였다. 혈액화학검사에서 혈액

요소질소 6.5 mg/dL, 크레아티닌 0.98 mg/dL, 총콜레스테롤 

180mg/dL(range, 120-230mg/dL), 중성지방 191mg/dL(range, 

30-160 mg/dL), 단백질 6.0 g/dL, 알부민 3.8 g/dL, 젖산탈수소

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 345 IU/L (range, 150-550

IU/L),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 

ferase) 26 IU (range, 0-35 IU/L),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a- 

nine aminotransferase) 31 IU/L (range, 0-40 IU/L), 총빌리루빈 

0.6 mg/dL (range, 0.2-1.2 mg/dL), 아밀라아제 40 U/L (range, 

25-130 U/L)였다. 간염표지자검사는 HBsAg 음성, anti HBsAb 

양성, anti HCV 음성이었으며,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carcino- 

embryonic antigen (CEA) 0.8 ng/mL(range, 0-5 ng/mL), carbo- 

hydrate antigen 19-9 (CA 19-9) 2.7 U/mL (range, 0-37 U/mL)

였으며, 기타 혈액화학검사 및 소변검사는 정상이었다.

단순흉부촬영에서 특이 소견 없었으며, 복부촬영에서 공

기액체층과 함께 확장된 소장이 관찰되었다. 즉시 시행한 

복부 CT에서 배꼽 높이의 중앙선 부위에 국소적으로 두꺼워

진 소장벽과 근위부 소장의 확장이 관찰되었고, 우측 그물막

에 거대한 종양을 포함하는, 그물막과 복벽에 여러 개의 종양

이 다량의 복수와 함께 관찰되었다(Fig. 1).

복수천자검사에서 육안적으로 맑은 혈성이었고, 백혈구 

2,000/μL (호중구 4%, 림프구 96%), 적혈구 1,280/μL, 총단

백 4.2 g/dL, 알부민 228.8 mg/dL, LDH 257 IU/L, 포도당 

125 mg/dL, CEA <0.5 ng/mL (range, 0-5 ng/mL), CA 19-9 

<2.0 U/mL(range, 0-37 U/mL)였으며, 결핵균 도말검사, 진균 

염색 및 배양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이에 소장암의 복막전이를 의심하고 수술적 절제를 시행

하였다. 수술소견은 회장 원위부에 소장 폐쇄를 유발하고 

있는 종양이 발견되었고, 우상복부의 거대한 그물망 종양과 

복막, 그물막, 장간막, 결장간막, 대장, 소장을 포함하여 복강 

내 전체에 흩뿌려져 있는 여러 개의 종양들이 발견되었다. 

회장의 종양을 포함하여 소장 절제 및 문합술을 시행하였고, 

우상복부의 그물망 종양 역시 함께 절제하였다. 육안적 병리

소견은 7.5×5.5×4.5 cm 크기로 회장의 전체벽을 침범하고 

있으나 바깥 성장이 우세한 형태의 종양과 장막 및 장간막에 

퍼진 다수의 종양들로 괴사를 동반하고 있었으며(Fig. 2), 그

물막에 18×12×5 cm 크기의 거대 종양을 나타내었다(Fig. 3). 

현미경 소견에서 종괴는 미만성 혹은 결절성 형태를 보였으

며, 전층을 통해 침윤하고 있었고 섬세한 혈관구조는 관찰되

지 않았다(Fig. 4, 5). 대부분 둥글거나 다형성의 핵과 경계가 

불분명하며 투명하거나 양염성 혹은 약한 호산성의 세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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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omentum shows multinodular tumor mass with grayish
solid cut surface, with a dimension of 18×12×5 cm.

Fig. 5. Microscopic finding. The tumor is highly cellular with
diffuse infiltration (H&E stain, ×100).

Fig. 2. The ileum shows an irregular tumor mass (big arrow) in-
volving the entire layer with prominent exophytic component, with
a dimension of 7.5×5.5×4.5 cm, and multiple scattered tumor 
nodules (small arrow) on the serosal surface and the mesentery.

Fig. 4. Microscopic finding. The ileum shows an irregularly protru-
ding tumor with a transmural growth (arrow) (H&E stain, ×10).

을 가진 종양세포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50 HPF에서 40개 

이상의 유사핵분열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Fig. 6). 여러 질환

들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vi- 

mentin과 desmin에 미만성으로 세포질에 강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고(Fig. 7), smooth muscle actin과 caldesmon에는 

국소적인 세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CD117, CD34, 

DOG-1, HMB45, CD31, CD99, pan cytokeratin, cytokera- 

tin7, cytokeratin19, leukocyte common antigen, S-100, myo- 

genin에서는 음성반응을 보여서 상피양 평활근육종으로 진

단되었다. 환자는 추가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 및 추적관찰

을 계획하고 퇴원하였으나, 퇴원 후 더 이상의 추적 관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찰

소장의 악성종양은 전체 위장관 악성종양의 5% 이내이고

[3], 육종은 소장의 악성종양 중 1.2% 이내로 유암종(<44.3%), 

선암종(<32.6%), 림프종(<14.7%), 위장관기질종양(<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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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croscopic finding. Leiomyosarcoma with epithelioid mor-
phology shows a round to pleomorphic nuclei with clear cyto- 
plasm and frequent mitosis (arrow) (H&E stain, ×200).

Fig. 7. Immunohistochemical stain. The tumor cells show a positive
reaction for desmin (immunohistochemical stain, ×100).

에 이어 빈도 순으로 5위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3]. 

평활근육종은 육종의 한 형태로 위장관 평활근육종은 위장

관 악성종양의 1-2%를 차지하며, 발생부위별 분포는 위 

50%, 소장 30%, 대장 15%, 식도 5%를 보인다[6]. 소장의 

평활근육종은 공장, 회장, 십이지장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7]. 평활근육종은 평활근세포의 점막근, 고유근층에서 유래

하며 50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4].

소장 종양은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초기에는 간헐적인 

복통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만 나타난다. 소장 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원인미상의 출혈로 종양 자체에 의해서, 또는 

소장 점막에 기계적인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30-50%에

서 체중감소를 호소하며, 25%는 부분적인 또는 완전 소장폐

쇄가 발생하며, 림프종이나 육종의 10%는 소장 천공이 발생

한다[8,9].

소장 종양의 평가를 위해 유용한 영상학적 검사로 복부 

CT, 복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자기공명영상 고위관장법(MR enteroclysis)이 있다[10,11]. 

복부 MRI는 연부조직을 대조하기 좋아 점막 병변을 찾는 

데에 이점이 있고,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에 복부 CT는 검사 시간이 빠르고 해상도가 좋아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 고위관장법은 비-공장튜브를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기 때문에 소장 고리를 더 확장시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 하지만 위의 검사들은 1 cm 이하

의 작은 병변을 놓칠 수 있다. 소장캡슐내시경은 비침습적이

고 CT, MRI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종양을 추가적으로 진단

할 수 있어 유용하다[13]. 소장내시경은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가이고 검사시간이 길며, 전체 

소장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단점이 있다

[14]. 이 경우에도 소장캡슐내시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평활근육종은 조직학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분화도를 갖는 

방추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피양세포, 혹은 이들 두종

류의 세포가 혼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증례는 둥글거

나 다형성의 핵을 가진 종양세포로 미만성 혹은 결절성 형태

를 보였으며, 선암, 위장관기질조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PEComa (perivascular epitheloid cell tumor), 역분화

성 이종 근원성 분화를 가진 지방육종(dedifferentiated lipo- 

sarcoma with heterologous myogenic differentiation), 횡문근

육종, 림프종 등 여러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면역

조직화학검사에서 desmin에 강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고, 

smooth muscle actin과 caldesmon에는 국소적인 세포에서 양

성반응을 보였으며, CD117, CD34, DOG1, HMB45, CD31, 

CD99, pan cytokeratin, cytokeratin7, cytokeratin19, leukocyte 

common antigen, S-100, myogenin에서는 음성반응을 보여 

상피양 평활근육종으로 진단되었다[15].

평활근육종은 36%에서 전이를 보이고 종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일 때 더 잘 전이된다는 보고가 있다[16]. 빈도는 혈행

성으로 간(65%)에 가장 잘 전이되고, 다른 소화기계(15%), 

폐(4%) 순이다. 또한 평활근육종은 다른 육종보다 림프행성

(13%)이나 복막(18%)을 통해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17].

소장에서 발생한 평활근육종의 유일한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을 통한 절제로써 장간막을 포함하는 광범위 절제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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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소장의 평활근육종에 대한 방사선치료는 아직 데이

터가 없으며, 항암화학요법은 매우 낮은 반응률을 보인다

[18,19]. 소장의 평활근육종의 예후는 좋지 않으며, 5년 생존

율은 27.8% (range, 10-48%)에 불과하다[16]. 또한, 조직분

화도가 낮은 경우(55%)는 높은 경우(5-20%)에 비해 나은 

예후를 보인다[20].

저자들은 드문 증례인 회장의 상피양 평활근육종을 진단

하였으며, 거대한 그물막 종양과 복막파종이 동반된 경우는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었다. 또한 회장의 평활근육종은 빈도

가 적고 증상도 비특이적이어서 임상에서 먼저 의심하는 것

이 쉽지 않아 진단이 늦어져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

가 흔하다. 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필요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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