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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에는 다양한 종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악성

이고, 섬유종은 외음부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또한 가

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부인과 종양의 0.03% 정도로 보고된다1).

연성 섬유종(soft fibroma)는 진피의 결체조직에서 발생하는 흔

한 양성 종양으로 대부분 목의 옆 혹은 겨드랑이 부위에 발생하

며 아주 드물게 생식기에 발생할 수 있다. 주로 작은 1-2mm 정

도의 구진으로 발생하거나 드물게 직경 1cm 크기의 주머니 모양

의 단발성 종양으로 나타나지만 대개 2cm를 넘지 않는 것이 보

통이다2).

저자들은 43세 여성에서 비 호발 부위인 대음순에 거대한 크

기로 발생한 연성 섬유종 1예를 경험하고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한다. 

산과력 2-0-0-2인 43세 여성이 오른쪽 대음순에 발생한 종괴

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종괴는 1년 전에 발생하였고 통증은 없었

다. 최근 2-3개월 사이 갑자기 크기가 커지고 종괴 바깥쪽 피부

병변이 쓸려 피가 나고 통증이 발생하였다. 가족력에서 특이사항

은 없었고 4년 전 난소 기형종으로 복강경하 왼쪽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제왕절개로 두 번 출산한 과거력 외에 다른 병력은

없었다. 신체 검사 소견에도 피부 병변 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

았다. 오른쪽 대음순에 14 x 10.5 x 2.2cm 의 크기를 가진 다리

모양(pedunculated)의 종괴가 있었다(Fig.1).

촉진 시 탄력성은 있었으나 압통은 없었다. 속옷에 쓸려 발생

한 피부 궤양 소견이 있어 시행한 생검 소견에서는 만성염증을

동반한 궤양소견(chronic ulcer)를 보였다. 골반 전산화 단층촬영

(pelvis computed tomography)에서는 연성 조직 종괴로 악성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Fig. 2). 외과적 절제를 시행하였고(Fig.

3A), 조직검사에서 느슨하게 배열된 교원섬유, 두꺼운 혈관과 뚜

렷하지 않은 성숙지방이 관찰되었다(Fig. 3B). 최종 진단은 섬유

종(fibroma) 이였고, 절제 후 1년이 지나 경과 관찰 시 재발소견

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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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ma is a rare benign solid tumor of the vulva. In general, they appear as small, soft, and they are mostly located on the

axillae, lateral neck and inguinal lesion. We report a case of huge soft fibroma in the labium majus of a healthy, middle-aged

woman, and such fibroma on the labium majus are very rare. (J Med Life Sci 2015;12(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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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huge 14x10cm sized mass with erosive

surface was connected by a pedicle to the right vulva.

Figure 2. Pelvis computed tomography shows pedunculated

soft tissue mass(arrow) in right vulva.

Figure 3. A Received in formalin is a polypoid mass with

stalk, 14 x 10.5 x 2.2 cm. cut section shows white colored

homogeneous appearance.

Figure 3. B The tumor is composed of dense paucicellular

collagenous tissue with scattered spindle cells without

mitotic activity, accompanied by a few thick-walled vessels

and inconspicuous islands of mature fat.(H&E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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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섬유종(soft fibroma)는 진피의 결체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다. 피부색을 띤 부드러운 병변으로 피부 폴립, 쥐젖

(skin tag), 유경 연성섬유종(acrochordon), 섬유상피성 폴립, 물

렁 섬유종 등도 자주 쓰이는 말이다. 

임상적으로 병변의 크기, 모양, 분포 양상 등의 임상적 특징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목이나 겨드랑이에 주로 발

생하는 직경 1-2mm의 다발성의 주름 잡힌(wrinked) 구진, 두

번째는 특별한 호발부위 없이 발생할 수 있고 길이 5mm 정도인

매끄러운 실 모양(filiform) 구진, 세 번째는 주로 몸통 하부에 생

기며 직경 1cm 이상의 단발성의 주머니 모양(baglike)의 병변으

로 피부과에서 가장 흔한 것은 첫 번째 형이나 본 증례의 경우

세 번째 형으로 보인다. 

연성 섬유종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1987년 Banik 등이 46%로

보고하였고2) 국내에서는 1995년 조 등이 22.7%로 보고하였다3).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생빈도는 대체로 높아졌고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 목의 외측이나 겨드랑이, 서혜부 순으로 발생하

며 대음순을 포함한 외음부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국내

문헌상 보고된 외음부에 발생한 연성 섬유종은 3예로 두 예는 다

발성이었고4,5), 다른 예는 본 증례와 유사한 거대 단발성 종괴였

다6). 다른 증례에서는 종괴가 자라는 시기가 2년에서 7년으로 오

랜기간이 걸렸으나 본 증례는 드문 호발 부위와 함께 2-3개월

사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를 보인 드문 증례이다. 

외음부의 섬유종은 보통 질 입구나 회음부, 자궁의 원인대의

깊은 섬유조직에서 기원하여 비록 8cm 이상 큰 섬유종은 매우

드물다고 보고되나 일단 크기가 큰 경우에는 다리모양을 가지게

된다7). 대부분의 경우 자각증상은 없으나 자극을 받아 염증이나

궤양 등이 발생하여 동통이 생길 수 있고 경부가 꼬여 경색이나

괴저가 생길 수 있다. 증례는 속옷과의 마찰로 궤양이 발생하여

통증이 있었고, 궤양 부위 조직검사에서도 마찬가지 소견이었다. 

조직학적 소견은 종양의 조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표피의

변화가 주된 주름진 구진에서는 과각화증(hyperkeratosis), 극세

포증(acanthosis), 유두종증(papillomatosis) 등을 보이고, 섬유조

직이 주된 병변에서는 느슨한 교원섬유의 배열과 모세혈관 확장

이 관찰되며 좀 더 큰 다리모양 병변에서는 표피는 편평하고 종

양 중심부에는 대부분 지방세포가 보이게 된다4). 증례에서는 느

슨한 교원섬유 배열, 확장된 혈관과 성숙된 지방세포가 주된 소

견이었다. 

연성 섬유종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Templeton은 임신과 초경 전후 호르몬의 자극으로 질환이 시작

된다고 하였고8), Banik 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던 빈도

가 폐경 전후인 50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여2) 호르몬 변

화나 피부 노화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쿠싱증

후군, 당뇨 같은 내분비질환과의 연관성으로 여성, 비만, 당뇨,

부신피질호르몬 등이 유발요인이라는 보고가 있고9) 유두종바이러

스(papillomavirus) 감염10), 크론병11) 등의 다양한 연관성이 보고

되고 있다. 최근 대장 용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5년 조 등이 대장 용종간의 연관성을

보고한바 있다3). 

연성 섬유종은 기저세포암이 유사한 형태로 보고된 바 있으므

로 진단에 주의해야 하며 치료는 외과적 절제술을 대부분 시행하

며 경우에 따라 냉동치료나 전기소작술을 시행하기도 한다12). 증

례에서 치료는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재발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43세 여자에게 비호발 부위인 대음순에 빠른 속도록 자라는

단발성 거대 연성 섬유종은 드물고 흥미로운 경우로 보여 이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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