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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

68세 남자가 좌측의 무통성 서혜부 종물로 내원하였다. 10년전부터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복용 중이었고, 약 1년전부터 서서히 좌측 서혜부에 종물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신체검사에서 좌측 

서혜부종물이 촉지되었으며, 처음에는 서혜부 탈장으로 오인하였다. 초음파검사에서 치골 좌측 

상부에서 5 cm × 10 cm 크기의 불규칙한 종물로 관찰되어 Pelvic CT를 시행하였고 좌측 서혜부의 

불규칙한 종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은 inguinal incision을 통해 방광과 전립선은 보존하고 

치골과 방광사이의 종물을 제거하였다.

2. Comment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은 중년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연부 조직 육종이다. 1964년 O’Brien

과 Stout이 섬유아세포에서 기원하는 육종으로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호발 부위는 하지, 상지, 

흉부, 후복강 등이며 전이와 국소 재발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동반되고, 종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흔한 전이 부위는 폐(90%), 뼈(8%), 간(1%) 등이다.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가 원칙이며 안전 절제 변연을 충분히 확보하여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단 당시 이미 주변 조직으로 국소 침윤이나 원격 전

이가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어, 수술 후 보조 방사선 요법을 병행하기도 하며, 원격 전이가 확인 

된 경우 보조 화학 요법을 고려한다.

국내에서는 김 등이 정삭에서 발생한 악성 섬유조직 구종을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증례처럼 음

낭 종물로 내원한 경우였다. 김 등이 보고한 증례는 초진 시 정액류로 판단하여 단순 적출을 시행

하였으나, 조직검사에서 악성 섬유조직구종으로 확진되어 이후 추가적으로 정삭의 고위결찰 및 

근치적 고환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비뇨의학과영역에서는 비교적 빈도가 낮은 종양이므로 면밀한 신체검사와 수술 전 적극적인 

영상검사가 근치적 절제 등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부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따른 종양의 재발은 환자의 나쁜 예후와 직결되므로, 처음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평소와 상이한 

진찰 소견을 보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적절한 치

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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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UB에서 병변과 연관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

[그림 2] Pelvic CT에서 좌측 서혜부에서 치골 전방부위의 불규칙한 조영증강을 보이는 10 cm × 5 cm 크기의 연부 

조직 종물이 관찰되었다.

그림 2.



www.urodigest.com 121

비뇨의학 Urology Digest 2(3):119-122(2021)

[그림 3] MRI에서 역시 좌측 서혜부에서 불규칙한 조영증강을 보이는 10 cm × 5 cm 크기의 연부 조직 종물이 관찰

되었다. 방광이나 전립선, 주위 골반 뼈로의 직접 침윤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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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술은 Inguinal incision을 통해 방광과 전립선은 보존하고 치골과 방광사이의 좌측 서혜부 종물을 제거하

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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