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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방광에 발생한 평활근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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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Leiomyosarcoma in B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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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omyosarcoma of the bladder is a very rare tumor and it has been reported in less than 200 cases in the 
literature which represent 0.1% of all nonurothelial bladder tumors. We experienced a case of sarcoma of bladder 
that protruding into the urinary bladder in 51-year-old woman. She underwent mass excision with enucleation 
for the bladder function preservation. Pathologically, the mass consisted of high grade leiomyosarcoma. In 
immunohistochemical study, tumor showed positive reactions for smooth muscle actin and desmin. After mass 
excision, follow-up radiation treatment is ongoing. Herein, we present the case of a high-grade leiomyosarcoma 
with literature review. (Korean J Urol Oncol 2019;17: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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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에 발생하는 평활근육종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세

계 으로 200  미만이 보고되고 있으며, 방  비요로상피

세포 방 암의 약 0.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1,2 재 우리나라에서는 2 에서 보고가 되고 있으

며,3,4 일반 으로 방  평활근육종은 매우 빠른 진행을 보

이지만, 매우 드문 종양이므로, 질병의 자연사  후와 

련된 지식이 부족하며 일반 으로 방 의 평활근육종은 

개 근치  방 제술로 리된다.5 하지만 아직 한 표

 치료법은 없는 실정이다.5 이에 자들은 방 에 발생한 

평활근육종을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51세 여자는 지속 인 빈뇨  야간뇨로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음 검사에서 복부 종물 소견을 보여 본원 

산부인과로 입원하 으며, 방  종물 확인을 한 방 내

시경검사에서 좌측 방 을 외부에서 미는 종물이 찰되었

으나, 세포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찰되지 않았다(Fig. 

1). 환자는 과거력상 자궁근종으로 자궁 출술을 3년

에 시행 받았으며, 재 이상지질 증으로 약물치료 인 

것 외 다른 특이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 시 시행한 요검사 

 액검사에서 특이사항은 찰되지 않았으며, 복부 산

화 단층 촬 에서 좌측 골반강 내에 약 9.2 cm × 7.5 cm의 

둥근 모양의 종물이 찰되었으며 내부는 비균질하게 조

되는 양상으로 찰되었다. 양측 신장의 수신증은 찰되

지 않았다(Fig. 2). 환자는 이 에 자궁 제술 부 에 발

생한 육종 의심 하에 산부인과에서 개복수술을 진행하기로 

하며, 수술  진을 진행하 다. 환자와의 면담 시 환자는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19.17.1.66&domain=pdf&date_stamp=2019-04-30


강태욱 외：방 에 발생한 평활근육종  67

Fig. 1. Cystoscopy showed a mass (arrow) that looked like it was 

pushing inward from the outside on the left lateral wall of the 

bladder.

Fig. 2.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ed an about 9.2 × 

7.5-cm-sized Necrotic and heterogeneous enhancing mass lesion 

(arrow) in pelvic cavity without bordering the uterus. And the 

possibility of uterine sarcoma cannot be excluded.

Fig. 3. Pathologic findings of the 

specimen. (A) A 13 × 5.5 × 5-cm- 

sized mass with irregular wall and 

consisted with necrotic tissue. (B) A 

tumor composed of spindle cells with 

focal pleomorphic morphology with 

necrosis (H&E, ×40).

Fig. 4. Microscopic findings of 

specimen (A; ×400), spindle shape 

cells with increased mitoses (34/10 

high power fields). (B)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smooth muscle antigen 

(B; ×400).

방 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삶의 질에 한 

부담  방 기능의 보존을 원하여 방  부분 제술을 시

행하기로 하 다. 수술 소견에서 방  근육층 안에 종물이 

찰되었으며, 주변 조직과는 유착 소견이 없어 본과에서 

수술을 진행하 다. 방 개 후 방  좌측 막층은 정상

이었으며 요  개구부는 종물로 인해 방 목 방향으로 

려있었다. 종물은 방  막과 방 주  지방층 사이에 

치하 으며 좌측 요 을 보존하며 종물을 제거한 후 일차 

합하 으며 골반강 내 림 은 제거하지 않았다. 수술 

후 검체 소견에서 육안 인 종물의 크기는 13 cm × 5.5 cm 

× 5 cm 으며, French Federation of Comprehensive Cancer 

Centers grade 3으로 고등  종양으로 보고되었다 (Fig. 3A, 

B). 세포의 형태는 방추형이며, 부분 인 다형성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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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되었다. 침범은 찰되었으나, 림  침

범과 신경주  침범은 찰되지 않았다. 검체에 한 면역

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으며, 결과는 smooth muscle actin 

(SMA)과 desmin에 양성반응을 보 으나, 제면의 음성 소

견은 단하지 못했다(Fig. 4A, B). 환자는 수술 후 10일간 

도뇨 을 유치하 으며 술 후 10일째 방 조 술 시행하여 

수술부  소변 출 소견 보이지 않았다. 술 후 11일째 도뇨

을 제거하 으며 배뇨 시 최  배뇨량은 290 mL로 측정

되었으며, 잔뇨량은 130 mL로 측정되어 퇴원하 다. 수술 

1개월 후 타병원 원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 으며, 치료 

종료 후 8개월째 시행한 복부 computed tomography에서 암

재발 소견 보이지 않아 추  찰 이다. 아직 짧은 기간의 

추  찰로 추후 지속 인 추  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고      찰

요로상피계에 발생하는 육종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특히 

방 에 생기는 육종은 보고자 마다 차이는 있지만 방  내 

종양의 0.1%–1%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종양이다.2

년의 나이에서 남성이 조  높은 유병율을 보이며, 특

징 으로 배뇨통, 육안  뇨, 혹은 복부통증을 주 증상으

로 호소한다.5,6

보고에 의하면 평활근육종은 부분 분화가 좋지 않은 

방추형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육종, 횡문근 육종  

육종 등으로 분화되기도 하며, 육종 세포 군으로만 구성되

어 있는 종양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했을 때, SMA

에 강하게 양성 반응을 보인다. 이 증례에서도 종양에서 방

추형세포가 찰되며,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SMA에 양성

을 보여 육종양 분화를 보이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었다.5

재까지 보고된 규모 연구를 보면 평활근육종이 체 

방  육종의 약 반수를 차지하며 20% 정도는 횡문근 육종

이며, 그 외에 골육종,  육종으로 나타나며 원인되는 인

자에 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실정이다.7

Rosser 등6의 보고에 따르면 방 에서 발생한 고등  평

활근육종 환자 35명을 상으로 시행한 양측 림  제

술을 포함한 표  수술 기법(남성의 경우 립선, 방   

정낭의  제술, 여성의 경우 자궁, 자궁경부, 질 입구의 

 제술)이 수술 후 제면 양성률이 낮고 국소 종양 재

발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단지 5명의 환자(14.3%)

에서 미경 인 이가 찰되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

면 종양의 크기가 4 cm 이하일 경우, 병기가 T1혹은 T2, 

MSKCC 병기1 는 2일 경우, 방 기능의 보존을 해 부

분 방 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Xu 등8은 4 cm 크기

의 방 평활근 육종 환자에서 부분 방 제술을 시행하

으며 7년의 추  찰 기간 동안 재발이 없음을 보고하

다. 수술 등의 치료 후 항암 방사선 치료에 한 효과는 아

직 확실치는 않다.5,9

Gupta 등2의 보고에 따르면, 술 후 보조화학요법의 효과

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종양의 이가 찰될 경우 병합 

요법(doxorubicin, ifosfamide, cisplatinum  docetaxel)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제면 양성 소견일 경우, 보조 

방사선 요법의 시행을 권장하 다. 

Lindberg 등5의 보고에 따르면 34 의 증례보고에서 7

의 환자들에게 보조화학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하 으

나, 그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증례의 경우, 과거력상 자궁근종으로 수술 받은 과거

력이 있으며 수술  시행한 복부 산화 단층촬 에서 종

물의 크기가 크며 종물 내부에 비균질하게 조 되는 괴사

를 동반한 조직들이 찰되고 주변경계와 명확하게 구분되

지는 않으나 주변조직으로의 침범 소견은 찰되지 않았으

며 림  이가 찰되지 않아 자궁근종의 재발로 의심

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 으며, 수술 소견상 종물의 제거

가 용이하게 진행되어 방 기능의 보존  신장기능의 보

존을 하여 방 제술보다는 종양의 제거  술 후 경

과 찰을 하기로 하 었다. 하지만 술 후 병리소견상 방

평활근 육종으로 밝 졌으며, 방 에 발생한 평활근육종의 

경우 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일반 인 방 암과 달리 빠

른 진행과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 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9

환자의 후 인자에 해서는 다양한 보고가 있으나 수

술 제면의 음성 소견이 요하며, Russo 등은  병기 육

종, 5 cm 미만, 방  내 치 등을 요한 후 인자로 보고

하 다.2,10

Rosser 등6은 방 제술 후 5년 생존율이 62%, 재발율을 

32% 정도로 보고하 으나 Rodriguez 등9은 183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규모 연구에서 169명(92.9%)의 환자들이 수

술  치료를 받았으며, 이  63명(34.4%)의 환자들은 방

제술 혹은 부분방 제술을 시행받았다. 한 14명

(7.7%)의 환자들에게 술  혹은 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

하 으며,  생존율이 46개월, 5년, 10년 생존율이 각각 

47%, 35%로 보고하 고, 질병 특이 생존율의 악화인자로 

고령, 미분화종양, 원격종양일수록, 수술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로 보고하 다. 한 보고에 따르면, 체 국소 재발

률은 약 16%이며 부분의 재발은 골반에서 발생한다고 알

려져 있다.2 국소재발일 경우, 추가 으로 화학 요법 는 

외부 골반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2 Lindberg 등5은 분화도

가 나쁜 육종 환자의 경우 약 53%에서 1년 내에 재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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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으나 부분의 연구 환자 

수가 매우 작아 정확한 종양자연사나 치료 효과를 측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 으로 이 증례는 방  내 생긴 평활근육종으로 환

자는 수술 후 외부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 으며 재 

추  찰 이다. 방 의 평활근 육종은 나쁜 후를 동반

한 매우 공격 인 질환으로 항상 간주되어 왔으며, 환자의 

후를 해 방 제술 같은 극 인 치료법이 요구되

고 있지만 방 의 기능보존  신기능 보존을 해 부분방

제술 한 시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법

은 없는 실정이다. 이는 낮은 발병률에 따른 연구 환자 수가 

작은 것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더 많은 증례의 수집

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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