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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tic Alveolar Soft Part Sarcoma Presented with a Dura Mass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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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eolar soft part sarcoma, accounting for less than 1% of all soft tissue sarcomas, is known
for late metastases to the lung, bone and brain. We have examined a case of metastatic alve-
olar soft part sarcoma to the brain in a 34-year-old woman. Computed tomography of the
brain revealed a well enhancing dura based mass of the left temporal area. The patient had a
previous history of surgery for alveolar soft part sarcoma from the right thigh at the age of 24
years. She underwent total removal of the dural mass under the clinical impression of the
meningioma. Grossly, a well-circumscribed, pale tan and solid mass was 3.4×3.2×2.4 cm
and easily detached from the attached dura. Histologically, the tumor showed typical features
of alveolar soft part sarcoma. Immunohistochemically, tumor cells were positive for muscle
related antibodies. Ultrastructural examination showed rod-shaped membrane bound crystals
and electron-dense granules in the cytoplasm of tumo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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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내 수막으로 전이된 포상연부육종

- 1예 보고 - 

포상연부육종은 성인은 퇴부, 소아는 머리나 경부에 호발하

며 전체 연부조직육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드문 종양

이다.1 많은 전자현미경 검색과 면역조직화학적 연구에도 불구

하고 포상연부육종의 종양세포 특성 및 기원에 한 연구는 아

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자현미경 소견에서는 세포질내

결정체가 특징적이나2 그 기원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면역조직화학 소견에서도 desmin,3 smooth muscle

actin (SMA), skeletal muscle myosin 및 myoglobin4과 Myo

D1 단백 등에 발현됨으로써 근육세포로의 분화를 보이지만3,4 모

든 증례에서 일치되는 발현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임상적인

예후 측면에서 볼 때 포상연부육종은 폐, 골 및 뇌에 잘 전이하

는 경향을 보이며 약 25%의 환자에서는 진단 당시에 발견되지

만 나머지 많은 예에서는 처음 진단 후 약 10년이란 오랜 시간

이 경과한 다음에 전이 병소가 종종 발견된다.5-7

최근 저자들은 34세 여자환자에서 수술 전 방사선학적 검사

상 좌측 측두엽 경막과 유착된 종괴가 발견되어 임상적으로 두

개내 수막종의 의진 하에 수술을 시행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확

진된 전이성 포상연부육종 1예를 경험하 다. 임상적으로 두개

내 수막종으로 의심되는 예에서도 다른 전이성 종양의 가능성을

감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포상연부육종은 오랜 시간 경과

후에 전이가 발생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예를 보고하

고자 한다. 

증 례

34세 여자 환자가 20일 간의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 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환자로 타 병원에서 15년 전 우측 퇴부에 종

양 절제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었으나, 수술 전에는 병리조

직학적 진단 및 수술 과거력을 알지 못했다. 뇌 전산화 단층촬

상(Fig. 1) 좌측 측두엽 경막에 조 증강이 잘 되며 경계가

좋은 종괴가 발견되어 수막종의 의진 하에 종양 적출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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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수술 소견에서 종괴는 경막과 연하여 있었고 주변 뇌

실질과 경계가 좋았다. 육안소견상 종괴는 경막에 붙어 있었고

3.4×3.2×2.4 cm 크기 으며 경계가 좋았다. 갈색의 고형성 종

괴로서 내부에 다수의 출혈을 관찰할 수 있었고, 같이 붙어온

경막으로부터 쉽게 분리되었다. 절제된 종괴의 현미경 소견상

포상연부육종의 전이가 의심되어 과거력을 알아 본 결과, 15년

전 우측 퇴부의 절제 종괴가 포상연부육종으로 진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학현미경 소견상 다각형의 세포들이 섬세

한 섬유혈관 격막으로 둘러싸인 기관양 구조 혹은 폐포모양의

성장형태를 보 다(Fig. 2). 일부 종양세포들에서는 고형성 혹

은 가성 선구조가 관찰되었다. 종양세포의 세포질은 호산성의

과립으로 차 있었고, 종양세포의 경계는 분명했다. 종양세포의

핵은 투명하거나 일부에서 과염색성을 띠며, 핵막은 불규칙하

다. 한 개 이상의 분명한 핵소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사분열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PAS 염색과 D-PAS 염색에서 세포질

은 양성 반응을 보이며, 어떤 세포에서는 간상체 구조의 결정체

를 관찰할 수 있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상 종양세포의 세포질

은 desmin과 SMA에는 부분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 고(Fig.

Fig. 1. The brain MRI T1-weighted image reveals a hyperintense
left parietal mass broadly based on the dura.

Fig. 2. This tumor exhibits a typical alveolar architecture.

Fig. 3. The tumor cells show focal cytoplasmic reactivity for smooth
muscle actin (A) and desmin (B), and diffusely strong cytoplasmic
reactivity for vimentin (C) and neuron specific enolase (D).

Fig. 4. The cytoplasm of tumor cells contains many characteristic
membrane-bound crystalloids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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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B), vimentin과 neuron specific enolase에 미만성으로 양

성 반응을 나타내었다(Fig. 3C, D). 그 외 cytokeratin, epithe-

lial membrane antigen, S-100 단백,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chromogranin A와 synaptophysin은 음성이었다. 전

자현미경 소견상 종양세포의 세포질에서 막으로 둘러싸인 다양

한 크기의 많은 결정체들과 전자 도가 높은 과립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고 찰

본 증례는 15년 전 우측 퇴부에서 포상연부육종으로 절제

술을 시행받은 후 뇌로 전이된 경우이다. 수술 전의 과거력을

알지 못한 상태로 뇌 전이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서 시행한 뇌

단층촬 과 자기공명 상 촬 상 좌측 측두엽 경막에 부착된 종

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원발성 두개내 수막종을

의심했다. 수술 후 현미경 소견상 뇌로 전이된 포상연부육종을

진단할 수 있었고, 역으로 추적하여 15년 전의 과거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상연부육종은 1952년 Christopherson 등8에 의해 처음 명

명되었고, 이들의 보고가 있기 전에는 악성근모세포종, 부신경

절종, 혈관내피종 및 지방육종 등으로 보고되었다. 포상연부육

종은 모든 육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드문 질환으로 특히 30

세 이후의 여성에서 호발한다.5,7 이 종양은 특징적으로 성인의

하지에 잘 생기며, 드물게 자궁경부9에 발생한 보고도 있다.

1964년 Shipkey 등2에 의해 최초로 기술된 포상연부육종의 전

자현미경 소견에서 독특한 세포질 내 결정체가 발견되었고 이

결정체들은 횡문근종에서 나타나는 결정과 유사하 지만, 근육

기원에서 나타나는 다른 미세구조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최

근에는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하여 근원성 분화를 보인다는

보고가 많다. 1983년 Denk 등3이 처음으로 desmin에 종양세포

가 염색된다고 보고했고, 이후 종양세포가 SMA, skeletal

muscle actin, -enolase, skeletal muscle myosin 및 myo-

globin 등에 발현됨을 통해 이것이 근육성 기원이라는 점을 뒷

받침할 수 있었다. 본 증례에서도 desmin과 SMA에 양성 반응

을 보 고, 전자현미경 소견에서도 막으로 둘러싸인 다양한 크

기의 많은 결정체들과 전자 도가 높은 과립들이 관찰되어 이전

의 보고와 동일한 소견들을 얻을 수 있었다. 광학현미경 소견에

서 폐포모양의 성장 양상을 보이거나 유사한 세포학적 모양을

보일 경우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부신경절종, 과립세포종양,

전이성 신세포암종, 포상횡문근육종 및 악성 흑색종 등이 있다. 

연부육종이 뇌로 전이하는 빈도는 비선택적 부검 보고에서 볼

때 모든 전이 중 0-3% 미만을 차지한다.7 포상연부육종은 보통

천천히 성장하는 무통성 종괴로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폐나 뇌로 전이한 후 이에 따른 증상으로 처음 발견되기

도 하며,5-7 포상연부육종 환자의 25%에서 진단 당시 전이 소견

을 발견할 수 있다.7 국내에서는 포상연부육종이 뇌실질로 전이

된 3예가 보고되어 있을 뿐10-12 두개내 수막으로 전이된 경우나

뇌 이외의 타 장기로 전이된 보고는 찾을 수 없었다. 국내 보고

된 증례들은 공히 20-31세 사이의 젊은 남녀로서 임상적으로 원

발성 뇌종양의 의진 하에 수술을 시행한 후 병리조직학적 검사

에서 전이성 포상연부육종으로 진단되었고 원발병소는 하지 으

며, 이 중 1예12에 10년간 서서히 자라는 종괴가 왼쪽 다리에 있

었다. 본 증례는 뇌실질에 전이된 국내 보고들과는 달리 뇌실질

내에 전이성 병소가 없이 단지 두개내 수막으로만 전이되어 임

상적으로 수막종을 의심한 증례이며 15년 전에 우측 퇴부에

종괴를 적출한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 Liberman 등1에 의하

면 포상연부육종은 폐로의 전이가 42%인 반면 림프절로의 전

이는 7% 미만으로 빈도가 낮았고, 폐에서 전이된 소견이 발견

되면 이후에 뇌로의 전이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6 본

증례 역시 수술 후 환자의 추적관찰 결과 흉부 단층촬 에서 폐

로의 다발성 전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Marsa 등13은 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whole-brain

radiation을 시행함으로서 연부육종의 뇌로의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 고, 반면 Gercovich 등14은 폐로의 전이가 나타날

때까지 예방적 치료요법을 보류함으로써 뇌 방사선조사,

nitrosoureas와 척수강내 약제 투여같은 유해제로 인한 합병증

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부종양의 전

이에 한 표준화된 예방법은 없다.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는 진

단 당시 환자의 나이, 원발성 종양의 크기와 전이 유무로 환자

의 나이가 많고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전이의 빈도는 증가하게

된다.1

본 증례를 통해 뇌 경막에 연한 병변을 진단할 때 두개내 수

막종 뿐만 아니라, 전이성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임상적 및 조직학적인 감별5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임상

적인 병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감별진단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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