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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Glomus tumor is a benign neoplasm of the 
normal glomus body, occurring as painful subcutaneous 
nodules, frequently located in the subungual area. There 
are few cases of facial glomus tumor reported and we 
report a case of glomus tumor developing on the columella 
of nose.

Methods: A 68-year-old female presented with a mass 
of the columella grown for 2 years. The nodule was 0.6 cm 
in diameter, red-colored without any symptoms such as 
pain, tenderness and cold hypersensitivity. The pathologic 
result after punch biopsy was hemangiopericytoma. Excision 
with local anesthesia was executed.

Results: The postoperative recovery of the patient was 
uneventful,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indicated a glomus 
tumor. Immunostaining revealed positivity for vimentin, 
actin, and negativity for desmin, CD-34. After 8 months 
follow up, there is neither complication nor evidence of 
local recurrence on clinical examination.

Conclusion: To accomplish an accurate diagnosis of 
glomus tumor, the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is essen-
tial together with immunochemical studies. The differential 
diagnosis include hemangioma, lipoma, epidermal inclu-
sion cyst, dermoid cyst and arteriovenous malformation in 
this region. We report a case of glomus tumor on the face 
with uncommon clinic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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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구종 (glomus tumor)은 혈관종양 중 비교적 드문 정

상 사구체의 변형된 평활근육세포 (smooth muscle cell)
로부터 기원하는 양성종양이다.1 사구종은 적색 또는 청

색을 띄는 대개 1 cm 미만의 종괴로 압통, 동통, 한랭과민

성 (cold intolerance)이 주 증상이며, 수술적 절제로 완치

된다.1,2 안면부위에 생긴 경우는 국내문헌에서 볼 부위에 

생긴 단발성 사구종 1례,3 다발성 사구종에서 볼 부위에 

생긴 1례4
가 있었고, 국외문헌에서는 아래 입술, 콧구멍, 

뺨 부위에 각각 생긴 1례씩 있었으며
1,2,5 입술, 눈꺼풀, 구

개에 다발성으로 발견된 예도 보고된 바가 있었다.6 사구

종은 수부 사지에 발생하는 연부 조직 종양의 약 1.6%의 
빈도를 보이고 수부에 약 75%, 손톱아래 (subungual 
region)에서 약 50%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드물게 비전형적 또는 이소성으로 위, 폐, 후두, 뼈, 신경, 
나팔관, 정맥 내에서 발견되는 예도 있었다.7 저자들은 코

기둥 부위에서 혈관주위세포종으로 의심되는 종괴를 수

술적으로 절제하여 조직검사에서 사구종으로 진단 받은 

드문 임상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

고자 한다.

II. 증  례

특별한 과거력과 외상 병력 없는 68세 여자 환자가 내

원 약 2년 전부터 있던 약 0.6 cm 크기의 코기둥 부위의 

종괴로 내원하였다 (Fig. 1). 동통, 압통 한랭과민성 등의 

증상은 없었다. 종괴는 무통성의 연한 고정된 양상으로 

붉은색 이외에 외관상 염증 소견이나 궤양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전 피부과에서 시행한 조직생검에

서 혈관 주위 세포종(hemangiopericytoma)으로 진단되

었다. 국소 마취하에 코기둥 피부에 약 1 cm 정도의 수직 

절개를 가하고 피하조직 박리를 시행하여 종괴를 완전 절

제하였다. 종괴의 육안적 형태는 6 × 6 mm 크기의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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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photograph shows protruding red- 
colored mass in columella and the size was approximately
6 × 6 mm.

Fig. 2. Hematoxylin and eosin stain shows normal capil-
lary-size vessels and pericapillary concenteric arrangement
of round cells, glomus cell shows a round to cuboidal, pale,
punched-out nucleus and faintly staining eosinophilic cyto-
plasm (× 400).

타원형이었다. 조직의 현미경적 소견은 H & E 염색에서 

정상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모세혈관들 주위로 둥근 모양

의 세포들이 동심원 모양의 배열 형태를 보여주는 사구종

의 특징적 소견을 보였고 (Fig. 2), 면역 조직 화학염색에

서는 CD34, desmin에는 음성소견을 vimentin, actin에는 

양성 소견을 보여 사구종으로 확진되었다 (Fig. 3).
수술 후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고 약 8개

월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재발 및 합병증은 보이지 않

았다.

III. 고  찰

사구체 (glomus body)는 동정맥 문합의 형태로 망상 

진피층에서 발견되는 신경근 동맥체 (neuromuscular 
body)로서 사구체 안의 신경세포는 외부 온도변화에 반

응해서 평활 근육이 수축함으로 혈류 양을 조절하는 기능

을 한다.1 사구종은 수부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조갑하 

종양의 형태로 잘 나타난다.2 이것은 사구체는 체내 어디

에서나 발견 될 수 있지만 손가락, 손바닥, 발바닥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7 발생연령과 성별에 따른 발생빈도의 

차이는 발생 위치에 따라 다른데 수족지 부위 병변인 경

우에 호발 연령이 30대에서 50대이고 주로 여성에게서 

흔하고 수족지 이외의 병변인 경우는 호발 연령이 40대
에서 70대이고 주로 남성에게서 흔한 것으로 되어 있다.7 
동통, 압통,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주된 증상이나 증

상이 경하거나 종괴나 색조 변화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

어 진단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수족지 이외의 

사구종으로 진단받은 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

에서 사구종의 증상이 전형적으로 있는 경우가 약 86%, 
무증상인 경우가 약 11%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특히 안면부에 생긴 증례에서는 사구종이 아랫입술에 

생긴 증례에서만 압통이 있었고
1 그 이외에서 모두 무증

상이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2-6 본 증례에서도 환자

가 코기둥 부위의 단일 종괴를 호소하였고 사구종의 전

형적 증상이 없었으며 확진까지 2년의 시간이 경과하였

다. 사구종과 감별진단을 해야 하는 종양은 카포시육종 

(kaposisarcoma), 혈관주위세포종 (hemangiopericytoma), 
혈관종, 신경종, 지방종, 맥관종 (angioma), 신경섬유종

증, 동정맥 기형, 진피성 모반 등이 있다.1,7 이 중, 혈관주위

세포종 (hemangiopericytoma)은 모세혈관과 세정맥의 내

피세포 밖에 있는 미분화된 간엽성 세포인 혈관주위세포 

(pericyte)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하지, 골반와 및 

후복강막에서 주로 발생한다. 조직소견은 뚜렷하지 않

은 염색질과 난형의 핵을 가진 종양세포가 혈관주위로 

증식하여 녹각양 (staghorn)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

이다.8 사구종의 진단을 위한 방사선 검사로서는 자기공

명 영상이 가장 민감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본 증례에

서는 외관상 종괴의 위치가 확연히 드러나 있어서 자기

공명 영상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

는 부위에 표시하고 시행하면 좀 더 정확히 검사를 할 수 

있다.7 사구종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학 소견 이외에도 

면역조직화학검사가 필수적이다. 분화하는 중간엽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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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ove, right and left) Immunostainings for vimentin, actin are positive. (Below, right and left) Immunostainings for 
desmin, CD-34 are negative (× 400).

(mesenchymal cell)에서 발견되는 vimentin과 근육섬유

를 구성하고 있는 actin, myosin, desmin을 사구종 진단

을 위한 면역조직 화학검사에서 사용한다. 사구종은 actin, 
myosin, vimentin에 양성소견을 보이고

4,5 desmin에는 

양성 혹은 음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4 본 증례에서 

H & E염색에서 사구종의 특징적인 조직소견과 면역조직

화학검사에서 vimentin, actin에 양성소견을 desmin, CD- 
34에서는 음성소견을 보였고 이를 종합하여 사구종으로 

확진할 수 있었다. 사구종은 대부분 양성이고 크기가 작

고 전형적인 피하조직 내 위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절제가 

쉬워 수술적 절제로 완치가 가능하다. 재발률은 보고에 

따라 약 12~30%로 알려져 있다. 수술 후 증상이 몇 주 이

내로 재발하였을 경우는 불충분한 절제를 한 것이고 수년 

이내에 병변이 생긴다면 이 경우는 사구종이 다발성 종괴

로 생긴 것을 의미한다.7 본 증례의 환자에서 술전 다른 

신체부위에 동반 사구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후 8
개월 외래 추적검사에서 재발 소견도 없었다. 본 증례와 

같이 사구종이 안면부에 발생할 경우 특이 증상 없이 다

른 혈관성 병변과 비슷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별진단 시에 고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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