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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횡문근육종(rhabdomyosarcoma)은 전신의 연부조직(soft-

tissue)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주로 소아에서 발생한다.1) 

경부에 발생한 종양의 10% 미만이 연부조직의 악성 종양이며 

그 중 1% 정도가 육종(sarcoma)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경부 육

종의 20%를 횡문근육종이 차지하고 있다.2) 국내에서는 1981

년 후두에 발생한 횡문근육종을 보고한 이래로 1995년 1예

가 추가로 보고되었다.3,4) 특히 방추세포성 횡문근육종은 후

두에 발생한 예가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다.

횡문근육종은 중배엽 세포에서 기원하여 병리조직학적으

로 태생기의 횡문근 조직세포(rhabdomyoblast)와 유사하며 태

아형(Embryonal), 포상형(Alveolar), 다양형(Pleomorhpic) 

세가지 조직학적 형태로 나누며 문헌에 따라 태아형을 포도

상형(Botryoid)과 방추세포형(Spindle cell)의 아형(subtype)으

로 구분하기도 한다.2) 

저자들은 쉰 목소리를 주소로 내원한 성인 환자에서 후두

에 발생한 방추세포성 횡문근육종의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특이병력이 없는 47세 남자 환자가 수 년 전부터 쉰 목소리

로 타 병원에서 우측 성대 낭종 의심 하 약물치료 하였으며 

최근 증상이 심해져 내원하였다. 평소 발성 시 목이 쉽게 피로

하였으며 목의 이물감도 동반되었다. 환자의 직업은 사무직

이었으며 환자는 음성 남용력은 없었고 7갑년의 과거 흡연력

이 있었으며 내원 2년 전부터 금연을 하여 현재는 금연상태

로 주 1~2회 음주력이 있었다. 신체검진상 경부 임파선에 촉지

되는 덩이는 없었으며, 후두내시경상 우측 진성대(true vocal 

cord) 점막내에 섬유성 종물(fibrous mass)이 관찰되었고(Fig. 

1), 성대 움직임은 정상이었으나 후두 스트로보스코피상 점막

파동(mucosal wave)이 현저히 감소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방추세포성 횡문근육종으로 진단된 성대 내 섬유성 종물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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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후두내 다른 부위에 관찰되는 특이소견은 없었다. 성대

의 양성 종물 혹은 종양성 병변 의심 하에 경부전산화단층촬

영을 시행하였고, 우측 진성대의 전장에 위치한 1.7 cm의 조

영증강을 보이는 팽창성 병변이 확인되었다(Fig. 2A and 2B). 

우측 진성대의 점막 하 병변에 국한된 소견으로 판단되어 경

부자기공명촬영은 시행하지 않았다. 

병리학적 확진 및 치료를 위한 전신마취하 현수후두경하 

CO2 레이저 수술을 시행하였다. 우측 진성대 내 종양을 일부 

절제하여 수술실에서 조직 동결 절편검사를 시행하여 방추

세포암종(spindle cell carcinoma) 의증으로 보고 추가적인 면

역조직화학 염색을 포함한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하였

다. 수술장에서는 영상소견을 고려하여 성문암 임상병기 T1

으로 생각하였으며 종양의 크기가 커서 구획(blockwise)절제

술을 시행하였다. 종양의 침윤범위는 우측의 진성 성대에 국

한 되어 있었으며 성문 상하부의 침윤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다. 육안소견으로 성대근육과 인접한 고유판(lamina-propria)

의 이행부(transitional zone)까지 위치하였으며 종양의 경계부

위를 확인하며 성대근육을 포함하여 레이저 후두절제술 4형

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상 방추성 세포들이 담배모양(cigar-shape)의 

핵과 불분명한 호산성 세포질들이 다발 또는 나선형으로 배

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Fig. 3A). 고배율상의 현미경 소

견에서 유사분열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미성숙된 연골조직도 

관찰되고 있었으며 면역조직화학적 검사상 근육에 특징적인 

actin 면역활성을 반영하는 desmin과 간엽세포성(mesenchy-
mal) 분화를 나타내는 vimentin이 양성을 보여 방추세포성 

횡문근육종(spindle cell rhabdomyosarcoma)으로 진단되었

다(Fig. 3B-D). 육안적 소견으로 안전역(safety margin)을 두

고 절제를 시행하였으나 절제연(resection margin)에서 양성소

견을 보였다.

수술 후 병기 설정을 위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상 우측 성대

의 이상 대사항진 소견이 보이며 그 외 국소 림프절 전이나 원

격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아 Intergroup Rhabdomyosarcoma 

Study Group(IRSG) 분류방법 Intergroup Rhabdomyosar-
coma Study(IRS)-V에 따라 2군, 1기에 해당하였으며 AJCC

의 연부조직 육종 분류방법에 따르면 T1bN0M0G3로 병기 

IIA에 해당하였다.

 수술 후 약 3주 후부터 6,300 cGy의 방사선 치료를 5주

간 시행하였으며 술 후 3개월 후부터 Vincristin, Adriamycin, 

Cyclophosphamide을 병합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하였다. 현재 

9개월째 외래 추적 관찰 중으로 수술 후 합병증 및 재발의 

소견은 없으며 양측 성대의 움직임 모두 정상이다.

 

고      찰

횡문근육종은 다양한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갖는 연부조

직에 생기는 미성숙된 악성종양으로 Weber에 의해 1854년 

최초로 보고되었다. 발생원인으로는 화학물질, 바이러스 감

염, 방사선조사, 유전, 환경요인, 화상 및 외상에 의한 상처가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아직은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5) 횡문근육증의 병리조직학적 소견, 크기, 수술적 

절제가능 여부, 국소/원격 전이여부가 치료예후를 예측할 수 

Figure 1. Pre-operative laryngoscopic finding. The preoperative 
laryngoscopic finding shows a submucosal cystic or fibrous-like 
mass (arrow) at Right vocal cord.

Figure 2. The preoperative neck 
computed tomography finding 
shows a expansile enhancing lesion 
(arrow head) at right vocal cord sub-
mucosal layer. A : Non-contrast. B : 
Contras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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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6) 

배아형과 포상형의 경우 대부분 10세 미만에서 보고되며 

배아형의 경우 포상형에 비해 3배 더 많이 발생하고 남성이 

55~70%를 차지한다. 다양형의 경우 주로 성인에서 발생하며 

예후가 나쁜편에 속한다.1,7,8) 특히나 배아형의 아형인 포도상

형과 방추형의 경우 예후가 좋다.9) 방추형 횡문근육종의 경우 

남성에서 호발하며 남녀 비는 6대 1로 보고되고 있으며 낮은 

악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8)

진단은 임상양상이나 육안소견만으로는 힘들며 병리조직

학적 소견에 의해 확진된다. 골격근의 분화 정도에 따라 진단

이 가능하며, 전사인자단백(transcription factor protein)에 

해당하는 myoD1과 myogenin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다. 

myoD1과 myogenin은 골격근이 발생할 때 존재하며 신경이 

분포하고 근육이 성숙할 때 사라지는 인자이나, 횡문근육종

에서는 이러한 인자들이 골격근에 남아 면역조직화학적 검

사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방추세포성 횡문근육종의 경우 

평활근육종(leiomyosarcoma)과 감별에 주의해야 하며 발생 위

치나 연령을 고려하여 면역과산화효소(immunoperoxidase)

를 이용한 근육 분화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8) 

1972년 조직된 IRS에서 1998년 개정된 IRS-V에 따르면 수

Table 1. IRSG surgical-pathologic grouping system

Group Definition

I Localized tumor, completely removed with pathologically clear margins and no regional lymph node involvement
II Localized tumor, grossly removed with (a) microscopically involved margins, (b) involved, grossly resected regional 

lymph nodes, or (c) both
III Localized tumor, with gross residual disease after grossly incomplete removal, or biopsy only
IV Distant metastases present at diagnosis

Table 2. IRSG staging system

Stage Sites of primary tumor Tumor size (cm) Regional lymph nodes Distant metastasis
1 Orbit, non-PM

head/neck ; GU nonbladder/prostate ; biliary tract
Any size N0, N1 M0

2 All other sites ≤5 N0 M0
3 All other sites ≤5

＞5
N1
N0 or N1

M0

4 Any site Any size N0 or N1 M1
PM : Parameningeal, GU : Genito-urinary, N0 : Regional nodes not clinically involved by tumor, N1 : regional nodes clinically involved 
by tumor, M0 : no distant metastasis, M1 : distant metastasis at diagnosis

Figure 3. Histopathological finding. 
A : Microscopy shows eosinophilic 
spindle cell arranged in long fasci-
cles (Hematoxylin-eosin, ×100). B : 
Microscopy shows mitosis (arrow 
head) (Hematoxylin-eosin, ×400). C : 
Desmin positive (Desmin, ×400). D : 
Vimentin positive (Vimentin, ×400).

C

A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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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절제연과 잔존종양(remnant tumor)의 여부 및 국소/원

격 전이의 여부에 따라 군을 구분하였다(Table 1). 병기의 경

우 발생위치와 크기, 국소/원격 전이 여부 및 병리소견을 토대

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치료 방침이 결정된다(Table 2). IRSG 

연구에 따르면 예후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리소견과 수

술시 절제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항암방사선 병합요

법을 고려한다. 항암요법의 경우 Vincristine, Actinomycin D, 

Cyclophosphamide 3제 요법을 표준치료로 경우에 따라 Topo-
tecan 및 Irinotecan을 추가하기도 한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 

완전절제한 배아형 횡문근육종의 경우 치료가 필요 없다는 

문헌보고도 있으며, 그 외 모든 횡문근육종에서는 표준치료

로 시행하고 있다.1) 

Kedar 등10)에 따르면 1/3의 경우에서 국소재발이 보고되었

으며, 절제 후 수개월부터 수년에 걸쳐 발생하며 재발의 이유

는 불완전한 절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나 후

두에 발생하는 횡문근육종의 경우 과거에는 후두적출술과 

같은 근치적 수술이 시행되어 왔으나 항암방사선 병합요법이 

발전하면서 보존적 수술 후 항암방사선 보조요법으로도 치

료가 가능하다. 수술적으로 절제가 어려운 경우 방사선 치료와 

항암 병합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IRS-I 이 만들어진 1972년부터 IRS-V 만들어지기 전인 1997

년까지 4,29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한 결과 5년 생존

률은 1972년 55%에서 1997년 71%로 증가하였다.1) Newton 

등9)에 따르면 포도상형과 방추형 횡문근육종의 경우 5년 생

존률이 95%와 88%로 가장 좋으며, 포상형과 다양형의 경우 

5년 생존률이 54%와 40%로 현저히 차이가 난다. 

본 증례와 같이 진성대에 발생한 횡문근육종은 섬유성 성

대내 종물(fibrous mass)이나 후두낭종과 같이 점막파동이 감

소하는 양성점막병변과 임상양상 및 후두 스트로보스코피

(stroboscopy) 소견이 유사할 수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아

울러 후두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양성 병변(과립세포종, 

다형선종, 신경초종 등)과도 감별이 필요하다. 내시경 소견상 

섬유성 혹은 낭종성 종물 소견이 관찰되면서 후두 스트로보

스코피상 점막파동이 감소하고 경부전산화단층촬영상 점막

하 팽창성 병변이 관찰된다면 횡문근육종 등의 드문 연부조

직 암종의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수술 전 악성 및 절제술의 가

능성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술시에는 확

진을 위한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중심 단어 : 후두ㆍ육종ㆍ 횡문근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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