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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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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o evaluate clinical-pathological aspects of 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STUMP), comparing those of leiomyosarcomas and to reclassify them according to the revised
classification of smooth muscle tumor, and to investigate the clinical value of new classification.
Methods : A retrospective review of clin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11 cases of STUMP and
7 cases of leiomyosarcoma was done at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of Ajou university hospital
from 1995 to 1999. They were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vised classification by Kempson and Hendrickson
in 1994.
Results : Patients' age, parity, status of menopause, history of hormonal us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Vaginal bleeding was most common clinical symptom in both groups(STUMP 55%, leiomyosarcoma
63%) and sarcomatous change was suspected in 1 case of STUMPs and 2 cases of leiomyosarcomas with
preoperative transvaginal sonographic examination. Two cases of STUMP were treated with myomectomy only
and hysterectomy with or without salpingo-oophorectomy was performed in all cases of leiomyosarcomas and
9 cases of 11 STUMPs. No adjuvant therapy was done and none recurred. Ten cases of STUMP and four cases
of leiomyosarcoma were reclassified into leiomyoma with increased mitotic index, one STUMP into atypical
leiomyoma, and three leiomyosarcomas remained in the same category by revised classification.
Conclusion : Such tumors reclassified into leiomyoma with increased mitotic index showed benign clinical
course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new classification. However, atypical leiomyoma with low risk
recurrence and smooth muscle tumor with low malignant potential still have possibility of malignant clinical
course.
Key word : STUMP(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Leiomyosarcoma, Leiomyoma with
increased mitotic index
자궁평활근종(Uterine smooth muscle tumor)은 부인과
영역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그중 평활근 육종(leiomyosarcoma)은 800:1의 낮은 발생 빈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전이와 재발율이 매우 높아 예후가 불량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평활근종의 악성화 가능성

(malignant potential)을 판단하는데 1966년 Taylor와
Norris 1은 세포핵 유사분열 활동(mitotic activity)의 중요
성을 주장하여, 이후 그 진단적 가치가 인정되었고 현
재까지 유사분열활동의 정도(mitotic activity level)에 관
한 추가적인 보고들이 있다. 이들이 자궁평활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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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 악성의 구분에 있어 유사분열지수 10 mitotic
figure/ 10 high power field(이후 MF/ 10HPF로 표기함)를
기준치로 사용한 반면, 다른 후속 연구에서는 유사분
열지수 5-9MF/ 10HPF인 종양 환자들에서 악성 임상경
과가 종종 관찰되었고, 이러한 경우 대개 세포과밀도
(hypercellularity), 비정형 세포핵(nuclear atypia), 종양세
포 괴사(tumor cell necrosis), 비정상 유사분열 형태
(abnormal mitotic figure) 등의 조직학적 특징이 동반되
었다. 1973년 Kempson 등2은 이러한 사례 등을 바탕으
로 자궁 평활근 육종의 진단을 재정립하면서 경계선
개념으로 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이후 STUMP로 표기함)의 범주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STUMP는 임상경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치
료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1994년 Kempson
과 Hendrickson3 은 모호한 예후를 암시하는 STUMP를
포함하여 자궁평활근종의 개정된 분류를 제안하였다.
저자들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산
부인과에서 경험한 STUMP 11례와 평활근 육종 7례의
임상경과와 병리조직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1994
년 개정된 자궁평활근종 분류법으로 재분류하여, 새로
운 분류의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만 5년간 아주대학
교병원 산부인과에서 입원치료받은 STUMP 11례와 자
궁육종 21례(Adenosarcoma 6례, Endometrial stromal
sarcoma, low grade 4례, Leiomyosarcoma 7례, Unclassified sarcoma 4례) 중 평활근 육종(leiomyosarcoma) 7례
를 합한 총 18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한 의
무기록을 통해 질병의 발생연령, 임상증상, 수술전 초
음파소견, 치료방법을 조사하였고 병리 조직학적 소견
을 검토하였다. STUMP 11례에는 유사분열지수(mitotic
index)가 증가된 정맥내 평활근육종증(intravenous leiomyomatosis) 2례가 포함되었으며 평활근육종 7례의 암병
기는 모두 FIGO stage I 이었다.
병리 조직학적 진단은 1989년 Kempson과 Hendrickson에 의한 분류법4 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사례의 조
직표본을 다시 검토하여 응고괴사(coagulative necrosis)
의 유무 등을 알아보고 1994년 개정된 분류법으로 재
분류하였다.
추적 조사는 3-6개월 간격으로 골반 내진과 주기적
인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시행하였다.
생존기간은 수술 시행일로부터 최종 추적 진료된 날
짜까지 계산하여 예후판정에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연령분포, 폐경유무, 임신 관련성 및 호르몬제재 복용력
STUMP 환자 군의 평균 연령은 43.2세(32세-50세)이
었고, 평활근 육종 환자 군의 경우는 41.4세(29세-55세)
이었다. 평균 분만력은 STUMP 군에서 2회, 평활근 육
종 군에서 3회였으며 폐경된 경우는 평활근 육종 군에
서만 2례 있었다. 양군 모두에서 호르몬제재 사용은
없었고, 임신과 관련된 사례는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
되면서 평활근 육종이 진단된 경우가 1례 있었
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manifestations of patients

Number of patients
Mean age(yrs)
Median parity
Post menopause
Hormonal use
Pregnancy association
Mean tumor size(cm)
IV leiomyomatosis*
MF/ 10HPF**
Nuclear atypia
Coagulative necrosis
Mean follow up(Mo)
Follow up loss
Vaginal bleeding
Low abdominal pain
Palpable abdominal mass
Dysmenorrhea

STUMP

Leiomyosarcoma

11
43.2(32-50)
2
0
0
0
6.1(3-14)
2
7(3-11)
none - mild
1
21.7(2-54)
3
6(55%)
3(27%)
1(9%)
1(9%)

7
41.4 (29-55)
3
2
0
1
5.6(3-8)
0
13 (5-20)
mild - marked
3
18.7(2-49)
0
5(63%)
2(25%)
0(0%)
1(12%)

IV leiomyomatosis*: Intravenous leiomyomatosis
MF/ 10HPF**: Mitotic figure per 10 high power field

2. 임상증상 및 수술전 진단
병원을 방문하게된 주소는 불규칙한 자궁출혈이 육
종환자 군에서 55%, 근종환자 군에서 63%로 가장 많
았고, 하복부 통증, 골반강내 만져지는 종괴, 생리통
등이었으며 각 증상의 분포는 비슷하였다.(Table 1)
수술전 근종의 악성변화가 의심되었던 예로는 초음
파 검사상 STUMP 군에서 1례 있었으며, 평활근 육
종 군에서는 2례 있었고 그 중 1례는 자궁내막 생검에
의해 확진되었다. 평활근 육종이 수술전 진단된 4례
중 나머지 2례는 각각 자궁내막 생검, 근종 절제술후
병리 조직학적 검사에 의거하였다.(Table 2, Table 3)
3. 치료방법
STUMP 11례 중 10례는 평활근종의 추정진단하에
치료하였다. 총 11례 중 8례에서 전자궁 적출술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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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No Age
1
2
3
4
5
6
7
8*
9
10
11*

Preop. Sonography

Surgery

Tumor
MF/10 HPF
Size(cm)

48
Myoma
TAH BSO
41 Myoma./Sar. RI 0.37-0.4
TAH USO
50
None
TAH BSO
44
Huge Myoma
TAH USO
40
Huge Myoma
myomectomy/TAH
40
Myoma
TAH USO
47
Myoma
TAH USO
46
Cervical Myoma
myomectomy
32
Myoma
myomectomy
41
Myoma
TAH
47
R/O Adenomyosis
TAH BSO

3
10
8
14
8
5
3
4
3
3
7

5
7
6
8
9
8
8
4
10
9
3

Sar : Sarcomatous change.
TAH :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BSO : Bilateral salpigo-oophorectomy.
MF/10HPF : Mitotic figure per ten high power field.
F/U : Follow up.
UKN : Unkonwn

Coag. Status at F/U Duration
Necrosis
F/U
(Mo.)

Atypia
(+)
(+)
(+)
(+)
focal(++)
(+)
(+)
(+)
(+)
(+)
not cited

(-)
(-)
(-)
(-)
(-)
(-)
(-)
(-)
(-)
(-)
(-)

NED
NED
NED
NED
NED
NED
NED
UKN
UKN
UKN
NED

34
20
54
20
4
33
2
0
0
0
7

Reclassification.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Atypical leiomyoma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index

RI : Resistance index.
USO : Un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NED : No evidence of disease
Coag. Necrosis : Coagulative necrosis.
* : Intravenous leiomyomatosis

Table 3. Leiomyosarcoma.
No Age
1
2
3
4
5
6
7

Preop. Sonography

Surgery

40 Myoma. R/O Endometrial polyp
TAH
43
Myoma.
TAH
55
Peduncleated Myoma
TAH BSO
50
No focal lesion
Myomec/EAH BSO
33 Myoma./Sar. RI 0.26-0.35 Myomec/TAH BSO
40 Myoma/ Sar. RI 0.32-0.47
TAH USO
29
Myoma
Myomec/TAH BSO

Sar : Sarcomatous change.
TAH :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BSO: Bilateral salpigo-oophorectomy.
Myomec : Myomectomy.
MF/10HPF :Mitotic figure per ten high power field.
F/U :Follow up.

Tumor
Size(cm)

MF/10 HPF

Atypia

Coag.
Necrosis

8
4
7
4
6
6
5

17
13
14
20
16
5
6

(+)
(+)
(+)
(+)
(++)
(++)
(++)

(-)
(-)
(-)
(-)
(-)
(+)
(+)

Status at F/U Duration
F/U
(Mo.)
NED:
NED
NED
NED
NED
NED
NED

2
49
3
27
28
2
20

Reclassification.
Leiomyoma
Leiomyoma
Leiomyoma
Leiomyoma

with increased mytotic
with increased mytotic
with increased mytotic
with increased mytotic
Leiomyosarcoma
Leiomyosarcoma
Leiomyosarcoma

index
index
index
index

RI : Resistance index.
USO: Un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EAH :Extrafascial abdominal hysterectomy.
NED :No evidence of disease
Coag. Necrosis : Coagulative necrosis.

측 혹은 양측 부속기 절제술이, 1례에서 근종 절제술
후 STUMP로 진단되어 전자궁 적출술이 추가시행되었
고, 2례에서는 근종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종결되었
다.(Table 2)
평활근 육종 7례 중 육종이 의심되었던 4례에서는
전자궁 적출술 및 일측 혹은 양측 부속기 절제술이 시
행되었고, 나머지 3례에서는 수술전에 자궁근종이 의
심되어 전자궁 적출술 및 환자의 연령에 따라 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Table 3)
양군 모두에서 임파선 절제술이나 수술후 추가적 항
암요법 혹은 방사선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4. 병리조직학적 소견과 재분류
종양의 평균 최대직경은 STUMP 군과 평활근 육종
군에서 각각 6.1cm(3-14cm), 5.6cm(3-8cm)이었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유사분열지수는 평활근 육종 군에
서 평균 13MF/ 10HPF로, 평균 7MF/ 10HPF를 보이는

STUMP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STUMP 군은 1례에서
국소적으로 중등도의 비정형 세포핵(focal moderate
atypia) 소견을 보였으나 나머지 예에서는 경도(mild
degree) 이상의 비정형성은 없었으며, 평활근 육종 군
의 3례에서는 미만성 중등도 비정형 세포핵(diffuse
moderate atypia) 소견을 동반하였다. 응고괴사는 평활
근 육종 군에서만 2례 발견되었으며 STUMP 군 중 2
례는 정맥내 평활근종증의 소견을 보였다.
비정형 세포핵, 응고괴사, 유사분열지수를 중심으로
1994년 Kempson 과 Hendrickson 에 의해 개정된 분류
법으로 재분류한 결과, 유사분열지수와 관계없이 응고
괴사가 없고 중등도 이상의 세포 비정형성(diffuse
moderate to severe atypia)이 없는 STUMP 10례와 평활
근 육종 4례는 유사분열지수가 증가된 평활근종
(leiomyoma with increased mitotic index)으로 재분류 되
었다.
응고괴사나 미만성 중등도 비정형 세포핵 소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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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평활근 육종 3례는 재분류 후에도 동일하게 진단
되었으며, STUMP 군 중 국소적 중등도 비정형 세포
핵 소견을 보이는 증례 5는 비정형 평활근종(atypical
leiomyoma)으로 재분류되었다.(Table 2, Table 3)

5. 임상경과
연구대상 18례 중 15례의 환자들은 최종 추적조사일
까지 재발이나 전이의 소견없이 생존 중 이며,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20개월(2-54개월) 이었고, STUMP 환
자 군 중 3례는 추적소실되었다.

고

찰

자궁육종은 매우 드문 악성종양으로 1859년 Meyer5
가 최초로 보고하였다. 자궁육종의 발생빈도는 학자간
에 차이가 있어 Salazar6 과 Echt7은 전 자궁암의 3% 미
만, Novak8은 2-6% 이하라고 하였으며, Kostald 등9은
10만명의 여성 중 0.5예의 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자궁육종은 조직학적으로 여러 분류법이 있으나
1970년부터 현재까지 Ober 분류법의 변형인 Kempson
과 Bari 10의 분류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
고, Clawford와 Tucker 11는 1) 자궁평활근 육종, 2) 자궁
내막기질 육종, 3) 혼합 뮬러씨 종양의 3가지 만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자궁육종 중 평활근 육종은 출혈, 괴사, 불분명한 경
계 등 특징적인 육안적 소견과 유사분열지수 증가, 세
포의 비정형성이 관찰되는 현미경적 소견으로 평활근
종과 구분될 수 있고, 특히 유사분열지수 10MF/
10HPF 이상의 증가는 평활근 육종의 진단상 결정적이
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형태학적으로 약간의 비정형성을 가지면서
유사분열지수가 5-9MF/ 10HPF로 증가되있는 평활근종
에서도 종종 악성의 임상경과가 보고되어, 1973년
Kempson 등2은 이들을 중간단계(borderline) 개념의
STUMP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활근 육종은 주로 50-60대에 발생하며 분만력이나
폐경여부에 관련없는 것으로 알려져왔다.12 본 연구의
평활근 육종 환자의 평균연령은 41.4세로 연령층이 다
소 낮았으며, 43.2세의 평균연령을 보이는 STUMP 군
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분만력과 폐경여부에서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 되면서 자
궁육종이 발견된 사례가 1례 있었으나 Cantin 등13은
임신이 질병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
였다.
1994년 Kurjak 등14은 자궁근종에서 발생한 자궁육종
의 진단에 색 도플러(color doppler)가 유용하다고 하였

고 진단시 저항지수(Resistance index: RI)의 분기점을
0.4로 제시하였으며, sensitivity는 90%, specificity는
99.8%로 보고하였다. 한편 1997년 Hata 등15 은 저항지수
가 자궁육종의 진단에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며, 반면
Peak systolic velocity(PSV)는 기준점을 41.0cm/sec로 할
때 발견율이 80%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술전
초음파 소견으로 육종을 의심한 경우는 STUMP 군에
서 1례로 저항지수는 0.37-0.4이었고, 평활근 육종의 경
우 2례 있었으며 저항지수는 각각 0.26-0.35, 0.32-0.47
로 측정되었다. 이들 평활근 육종 2례는 재분류 후에도
동일한 진단으로 분류되었다.(Table 2, Table 3)
임상적으로 STUMP의 수술전 진단은 대개 평활근종
이고, 치료로서 평활근종에 준한 전자궁 적출술이나 근
종 절제술을 시행받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후 병리 조직
학적 검사를 통하여 STUMP로 진단 받는다. 근종 절제
술만을 시행한 경우 추가적 전자궁 적출술 시행에 관해
서 많은 논란이 있다. 1988년 Perrone 등16 은 유사분열지
수 5-15MF/ 10HPF 및 경도의 비정형 세포 소견을 보이
는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례에서는 전자궁 적출술
을, 2례에서는 근종 절제술로 치료하여 재발이나 전이
없이 추적관찰 하였음을 보고한 반면, 1994년 Peters III
등17은 STUMP 15례 중 14례에서 전자궁 적출술을, 1례
에서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27%에서 재발하
였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UMP 8례 중 2례
에서 근종 절제술만으로 치료를 종결하였고 1례에서 근
종 절제술후 추가적으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나
머지 STUMP 환자와 평활근 육종 7례에서 전자궁 적출
술 및 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예에서 임파
선 절제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평활근 육종에서 림프절 절제술의 필요성은 불확실하
나, 1993년 Major와 Silverberg 등18은 Gynecologic
oncology group study에서 조기 평활근 육종 57례 중 임
파절 양성은 3.5%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으며, 1993년
Goff 등19은 15례의 평활근 육종에서 임파절 전이는
26.7%였으나 이 중 제1병기 9례에서는 없었다고 하였다.
평활근 육종은 전이와 재발율이 높아 수술후 추가치
료의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 수술후 방사선 치료는
국소재발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생존에는 도
움을 줄 수 없다고 알려졌다.6,20,2 1 수술후 추가적 항암
치료는 Hydroxyurea, Dacarbazine(DTIC)22 , Cyclophosphamide, Vincristin, Doxorubicin, Hydroxyurea, Dacarbazine
(CYVADIC),23,24 Vincristin, Cyclophosphamide, Dactinomycin(VAC)25 , Ifosphamide26 , Paclitaxel27 등 많은 단일
혹은 복합약제로 연구되었으며, 재발암이나 진행된 암
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나, 제 1병기(Stage I)
의 경우 입증된 효과는 확실치 않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 18례에서 수술후 추가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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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15례에서 최종 추적조사
기간까지 재발이나 전이의 소견은 없었다.
STUMP는 유사분열지수가 육종의 진단에 절대적 요
소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상적으로는 치료의
범주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궁평활근의 병리조
직학적 진단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4년
Kempson과 Hendrickson3은 problematic smooth muscle
tumor 213예의 재검토를 통하여, 자궁평활근종의 악성
가능성 판정에 있어서 유사분열 지수보다 세포의 비정
형성이나 응고괴사에 비중을 두어 새로운 분류를 제안
하였는데, 새 분류법에서는 예후에 관한 정보가 없는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을 유사분열지수가 증가된
평활근종(leiomyoma with increased mitotic index), 재발
가능성이 적은 비정형 평활근종(atypical leiomyoma
with low risk recurrence), 저급 악성도를 갖는 평활근종
(smooth muscle tumor with of low malignant potential),
그리고 평활근 육종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비정형 평
활근종과 저급 악성도 평활근종의 경우 실패율을 명시
하여 임상 경과상 악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밝혀 두
었다. 본 연구대상 18례를 재분류 한 결과 STUMP 10
례와 평활근 육종 4례가 유사분열지수가 증가된 평활
근종으로 재분류되었고, 이들에서 임상경과는 양호하
였다. 1989년 O'Conner 등2 8은 의미있는 비정형 세포
(significant cytologic atypia)가 없으면서 유사분열지수
5-9MF/ 10HPF를 보이는 73례를 전자궁 적출술 혹은 근
종 절제술후 추적 관찰한 결과 재발이나 전이가 없음
이 확인되어, 이러한 mitotically active leiomyoma를 양
성종양으로 규정짓고 근종 절제술만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1990년 Prayson2 9와 1996년 Dgani
등3 0도 mitotically active leiomyoma 15례와 20례에서 악
성 임상경과가 없음을 관찰하였다.
평활근종에서 유사분열지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호
르몬 자극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적출된 자
궁에서 자궁내막의 분비기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다
는 보고가 있고,3 1 임신이나 경구용 피임약 복용력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도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3 2,3 3,34 또한 종양의 위치가 유사분열지수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며, 점막하 평활근종의 경우 외상성
자극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유사분열활동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29
결론적으로 첫째, 본원에서 경험한 STUMP중 10례
는 1994년 Kempson과 Hendrickson3에 의한 재분류상
유사분열 지수가 증가한 평활근종으로 재분류되었고,
이들은 마지막 추적관찰 기간까지 양호한 임상경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는 자궁평활근종의 새 분류법과 일치
하는 예후를 보여준다. 유사분열지수가 증가된 평활근
종은 반드시 자궁 적출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임

신을 원하는 젊은 여성의 경우 근종 절제술만으로 치
료를 종결할 수 있다.
둘째, 종전에 STUMP로 분류되었으나 새로운 분류
법에서 재발 가능성이 적은 비정형 평활근종이나 저급
악성도를 갖는 평활근종으로 분류된 경우, 분류에 명
시된 치료 실패율이 치료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수있으나, 여전히 악성 임상경과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깊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셋째, 이전에 평활근 육종으로 진단되었으나 재분류
상 평활근종으로 분류된 4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추
적관찰이 요구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례들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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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이후 STUMP로 표기함)을 평활근 육종과
비교하여 임상적. 병리학적으로 고찰하고, 1994년 개정된 자궁평활근종 분류법으로 재분류후 그 결과를 임상경과와
비교하여, 새로운 분류법의 실용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를 내원한 환자들 중 STUMP로 진단된 11례와 평활
근 육종으로 진단된 7례의 의무기록과 조직표본을 통해 임상적 병리학적 소견을 검토하였고, 1994년 Kempson과
Hendrickson에 의해 정립된 자궁평활근종의 분류법에 의해 재분류하였다.
결과 : 환자의 연령분포/ 분만력/ 폐경유무/ 호르몬제재 복용 기왕력은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장 흔
한 임상증상은 불규칙한 자궁출혈이었고 (STUMP 54%, 평활근 육종 62%), 수술전 초음파상 악성종양이 의심된 경우
는 STUMP 군에서 1례(9%), 평활근 육종군에서 2례(29%)였다. STUMP 군 2례에서는 근종 절제술만으로 치료를 종결
하였고 총 18례중 나머지 환자들은 전자궁 적출술 및 선택적 자궁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예에서 재발이
나 전이소견은 없었다. 총 18례 중 STUMP 10례와 평활근 육종 4례는 유사분열지수가 증가된 평활근종으로, STUMP
1례는 비정형 평활근종으로, 평활근 육종 3례는 같은 진단명으로 재분류되었다.
결론 : STUMP에서 유사분열지수가 증가된 평활근종(leiomyoma with increased mitotic index)으로 재분류된 종양
의 환자들은 모두 양호한 임상경과를 보여 본 연구에서 자궁평활근종의 새로운 분류법은 임상경과와 일치하였다. 이
경우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면 근종 절제술만으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재발가능성이 적은 비정형 평활근종
(atypical leiomyoma with low risk recurrence)이나 저급악성도를 갖는 평활근종(smooth muscle tumor of low malignant
potential)으로 분류된 예는 악성 임상경과의 가능성이 있어, 예후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중심단어 : STUMP, 평활근육종, 유사분열지수가 증가된 평활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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