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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mus tumors are mesenchymal neoplasms that are composed of modified smooth muscle
cells of the normal glomus body. Most glomus tumors are benign and they occur in the distal
extremities, and particularly the subungual lesions that occur in the hand, the wrist and the
foot. We report here on a case of a solid type glomus tumor that had an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with a juxtacortical location at the distal tibia, and there were no neoplastic erosion
of the cortical surface and no periosteal reaction. The tumor cells showed mild nuclear atypia
and moderate mitotic activity (3-5/10HPF). Prominent intranuclear cytoplasmic pseudoinclu-
sions were also observed. This case is interesting due to the very unusual tumor location of
the juxtacortical area of the long bone, the atypical histologic features and the unique cyto-
logical finding of cytoplasmic intranuclear inclusions throughout the tumo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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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의피질에인접해서발생한불확실한악성도를보이는사구종양

사구종양은 정상 사구체의 변형된 평활근 세포를 닮은 둥근

세포로 구성된, 전체 연부 조직 종양의 약 2%를 차지하는 비교

적 드문 종양이다.1 종양의 부분은 양성이며, 악성 혹은 미확

정 악성 잠재력의 종양은 매우 드물어서 전체 사구종양의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는 주로 손톱이나 발톱

밑을 비롯한 손가락, 발가락 등 신체 말단부의 피하 조직에 생

기지만, 뼈, 위장, 폐, 종격동 등 심부 조직이나 내부 장기에서

도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3-6 특히 지골이 아닌 장골의 골막에

붙어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현재까지 3예만 보고되

어 있는데, 조직학적으로는 모두 양성 종양이었다.7-9

저자들은 최근 11세 여아의 경골의 골막에 인접해서 발생한

불확실한 악성도의 사구종양 1예를 경험하 기에 이에 보고하고

자 한다.

증 례

11세의 여아가 좌측 하지 경골부 내측에서 만져지는 2 cm

크기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 다. 과거력에서는 외상 등의 특

이 사항은 없었으며, 진단 검사의 의학적 소견은 정상 범위에

있었다. 환자의 신체 검사에서 내측 복사골 상방으로 약 7 cm

떨어진 경골 내측 부위에 단단히 고정된 강한 압통이 있는 난원

형의 종괴가 만져졌으며, 초음파 검사에서는 경골의 골막에 넓

게 기반을 둔 난원형의 저에코성 소견을 보이는 종괴가 관찰되

었다(Fig. 1C). 또한 종괴의 위쪽 심부 피하 지방 조직으로 불

규칙한 고에코성의 반응성 변화와 종양의 일부 변연부에서 혈류

량의 증가를 보 다. 자기 공명 검사에서는 경골의 골막에 인접

해 있는 연부 조직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나, 분명한 골막 반응이

나 피질 및 수질골의 침윤은 관찰되지 않아서(Fig. 1A, B) 방

골성 혹은 피질에 인접해서 발생한 연부 조직 종양으로 추측되

었다.

수술 소견에서 종괴는 경골 골막의 섬유성 조직에 단단히 부

착되어 있었는데, 절제된 종괴는 1.8×1.5×1.0 cm 크기로 비

교적 경계가 좋았고, 가성 피막과 함께 지방성 연조직으로 둘러

싸여 있었으며, 골막에 부착된 부위는 박리로 인해 불규칙한 절

제면을 보이는 두꺼운 섬유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종괴의 단면은 균질한 밝은 황백색으로 괴사나 출혈 등의 소견

은 없었다.

한편 현미경 소견에서 종양은 아교성 섬유 조직에 의해 나눠

지는 결절성 병변으로, 충실성 판상으로 배열되는 둥 거나 다

 181 181

접 수 : 2007년 11월 20일

게재승인 : 2008년 4월 1일

책임저자 : 엄 운
우 210-711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
강릉아산병원 병리과
전화: 033-610-3428
Fax: 033-610-3430
E-mail: edwjyh@gnah.co.kr

울산 학교 의과 학 병리학교실
1 상의학교실, 2정형외과학교실



 182 엄 운∙강길현∙이희진 외 2인

각형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혈관강을 둘러싸면서

집되어 있었다. 이 종양 세포의 세포질은 호산성의 연붉은 빛

을 띠었으며, 비교적 가운데 위치한 핵에서는 경도의 비정형성

과 봉입체가 자주 관찰되었다(Fig. 2). 또한 세포 분열은 3-5/

10HPF의 빈도로 관찰되었지만 비정형성 세포 분열은 없었다

(Fig. 2). 그리고 세포 간 경계는 분명하고 개개의 세포는 PAS

염색 양성의 기저판에 의해 싸여 있었으며, 일부 초자화된 버팀

Fig. 1. Sagittal and axial T2 weighted MR
images show a juxtacortical mass with low
signal density (arrows) (A, B). Reactive
edematous signal changes are noted in
the subcutaneous fat layer around the nod-
ule. Ultrasonography reveals a well delin-
eated hypoechoic mass over the bright
hyperechoic line of the periosteum and
cortex of the tibia (C).

A B

C

Fig. 2. The tumor is composed of a solid sheet of polygonal or
round cells with well defined cell boundary. Two mitotic figures
(arrows) and frequent prominent intranuclear inclusions (arrow
heads) are noted.

Fig. 3. The tumor cells show cytoplasmic and membranous im-
munoreactivity for smooth muscle a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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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도 관찰되었다. 면역염색에서 종양 세포는 비멘틴과 액틴

(smooth muscle actin)에 양성(Fig. 3)이었지만, S-100 단백,

CD34, CK, 데스민 등에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 다.

고 찰

과거에는 사구종양이 천천히 자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정상

사구체 조직의 증식이나 과잉 성장으로 생각되었지만, 현재는

종양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다. 부분의 사구종양은 양성이지만

드물게 비정형성 혹은 악성 종양도 보고되고 있어, 최근에는 악

성 사구종양에 관한 진단 기준도 확립되었다.2 즉 첫째, 종양의

크기가 2 cm를 초과하며, 근막하 혹은 장막에서 발생한 경우나

둘째, 비정형성 세포 분열이 관찰되거나, 혹은 셋째, 심한 핵의

비정형적 형태와 함께 5/50 HPF 이상의 증가된 세포 분열이

함께 관찰될 때 악성 종양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상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양성 종양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난

경우, 즉 얕은 위치이면서 높은 세포 분열을 보이지만 심한 세포

학적 비정형성이 없을 때나, 크기가 크거나(>2 cm), 깊은 위치

등에 해당될 때는 불확실한 악성도의 사구종양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악성 사구종양은 평활근육종이나 섬유육종을 닮은 악성

방추형 세포로 수성된 유형과 Ewing 육종 등과 같이 악성 원형

세포 종양과 같은 고등급의 악성 형태(highly malignant appear-

ing)를 보이는 원형 세포로 구성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2

본 종양의 경우는 경도의 세포학적 핵의 이상과 세포 분열이

자주 관찰되었고, 종양이 경골의 피질에 접해 있으므로 상기 진

단 기준의 불확실한 악성도의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악성 사구종양의 예후는 약 40%에서 원격 전이와 함께 공격적

인 행태를 보이는 반면, 불확실한 악성도의 사구종양은 예후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증례

의 수가 너무 적고 관찰 기간도 짧아서 완전한 종양의 절제와

함께 세심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2

골막에 인접해서 발생하는 사구종양 세포의 기원은 확실치 않

지만, 골막 주변 조직의 혈관 주위 세포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장골의 골막이나 골막 인접부에서는 골연골

형성 종양 외에도 지방종, 평활근종, 신경섬유종 등 다양한 종류

의 연부 조직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골

막 외층의 섬유 조직 내에 다양한 분화능을 가지는 간엽 세포로

부터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장골

의 골막에 접해서 생기는 사구종양은 매우 드물어, 저자에 따라

골막성, 골막 융합성, 혹은 피질에 인접한 사구종양 등 서로 다

른 용어로 보고되고 있다.7-9

골막성 병변에 관해서 Kenan 등10은 피질골 외측에서 시작되

는 병변을 넓은 의미로 지칭하는 골막 인접부 혹은 방골성, 피

질골의 병변이 주위의 골막이나 연부 조직으로 확장되는 피질성

그리고 감염이나 출혈, 골막 내 종양의 침범에 의해 골막 반응을

일으키는 진성 골막 병변으로 분류하 는데, 본 증례를 포함해

보고된 4예(Table 1) 모두가 종양이 골막에 붙어 있었지만 방

사선학적 검사에서 골막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진성 골막

기원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골막 인접

부 혹은 방골성 사구종양이라는 용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포학적으로 본 종양은 전체 종양 세포에 걸쳐서 특징

적인 핵 내 봉입체가 관찰되었는데, 최근 양 등11은 66세 여자

환자의 발목에 생긴 양성의 다발성 사구종양의 증례에서 종양

세포 전반에 걸쳐 있는 세포질의 함입에 의한 특징적인 핵 내

가성봉입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본 증례에서 보

이는 핵 내 봉입체도 호산성의 연한 붉은 빛으로 세포질과 그

양상이 동일하고, 핵의 고랑이 자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양

등이 보고한 증례와 같은 세포질의 함입에 의한 가성봉입체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핵 내 봉입체를 자주 보이는 사구종양

이 통상적인 사구종양과 어떠한 임상적 차이를 지니는지는 현재

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저자들은 발생 위치가 장골의 골막에 접해 있으면서 비교적

높은 세포 분열을 보이고, 또 종양 세포 전반에서 특징적인 핵

내 봉입체를 보이는 점 등 통상적인 사구종양과 뚜렷이 구별되

는 11세 여아의 경골 부위에서 발생한 불확실한 악성도의 사구

종양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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