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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ure Teratoma of the Rectum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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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toma commonly affects the gonads. Its occurrence in extragonadal sites has also been
reported. However, teratoma affecting the gastrointestinal tract is extremely uncommon.
Herein, we describe a rare case of rectal teratoma presenting a solid polypoid tumor. A 61-
year-old woman with constipation is presented. She had a colonoscopic examination and
was noted to have a pedunculated polyp at the rectum, located 15 cm from the anal verge.
The 4.2×2.4×2.0 cm polyp arose at the rectal mucosa which had a long stalk and smooth
surface. The cut surface showed a solid area with a central yellow area. Microscopically, the
polyp was covered with keratinizing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which was abruptly
exchanged from the columnar rectal mucosa. Sebaceous glands, sweat glands and hair folli-
cles were mixed in stroma under the surface of the polyp. The central portion of the polyp
was composed of mature adipose tissue and collagen fibers. Mature neural elements were
noted in the s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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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발생한 성숙 기형종

- 1예 보고 -

직장에서 생기는 용종이나 돌출성 병변은 개 점막 상피 기

원의 종양이 부분이며 때때로 간엽 기원의 종양을 보이기도

한다. 기형종은 난소, 고환, 후복막강, 종격동, 천미부 등 신체의

정중선에서 원발성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장의

원발성 기형종은 매우 드물며1,2 국내에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최근에 직장에 생긴 원발성 성숙 기형종을 경험하 기

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1세 여자가 변비를 주소로 내원하 다. 이학적 검사상 하복

부에 유동성이며 딱딱한 종괴가 촉진되었고 혈액과 소변 검사에

서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복부 컴퓨터 단층촬 에서 직장강 내

로 돌출된 종괴를 관찰하 고 직장과 자궁 사이에는 깨끗한 음

을 보 다. 장 내시경에서 항문에서 15 cm 상방에 점막하

종괴로 보이는 유경성의 용종이 관찰되어 내시경 하에서 생검을

실시하 으나 조직이 잘 떨어지지 않아 실패하 다. 용종을 제

거하기 위해 직장의 분절절제술을 시행하 다. 육안소견상 직장

의 장막측은 깨끗하 고, 직장의 점막에서는 긴 줄기를 가지며

내강으로 돌출된 4.2×2.4×2.0 cm 크기의 용종이 관찰되었다.

용종의 표면은 희고 매끈하며 피부와 같은 질감이었다. 절단면

상 용종의 중앙은 부분이 지방조직이었으며 가장자리는 질겼

다(Fig. 1). 광학현미경 검사상 용종의 표면은 표피와 같은 각

화성 중층 편평상피로 덮여 있었고 융선망(rete ridge)이 불규

칙하게 자라 있으며 작은 피지선과 모낭들이 관찰되었다(Fig.

2). 용종의 줄기에서부터는 직장의 정상 점막 신 편평상피가

용종의 표면을 덮고 있었다(Fig. 2). 용종의 중앙에는 성숙한

지방조직이 부분을 이루었으며 콜라겐 조직과 한선들이 일부

섞여 있었고 멜라닌 색소도 종종 관찰되었다. 용종의 줄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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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신경교 조직과 신경절 세포가 관찰되었으며(Fig. 3) 면

역조직화학염색상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S-100 단백,

neuron-specific enolase에 양성을 보 다. 악성이 의심되는 부

위나 미분화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원발성으로 직장에 생긴 기형종은 매우 드물어서 세계적으로

47예1-4가 보고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원

발성 위장 혹은 천미부에서 생기는 기형종은 신생아나 유아에

생기는 반면에, 직장의 기형종은 2세에서 80세 사이로 평균 연

령 42.3세의 연령 분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5 보

고된 47예 중 1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 다.2 환자의 67%가

항문 출혈, 출혈성 변, 흑색변 또는 변비 등의 증상을 보 으

며, 그 외 종양의 탈출이나 털의 탈출 등의 증상이 보고되었다.2

본 증례는 61세 여자로 증상은 변비 으며 이것은 종양의 돌출

성 성장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하 다. 직장 종양에서 방

사선학적 검사로 석회화나 골성 음 이 관찰된다면 직장 기형종

을 의심하여야 한다. 또한 내시경에서 돌출성 종괴와 털이 관찰

되고 생검에서 편평상피가 관찰된다면 기형종이라는 강력한 증

거가 된다.1,4,6 난소의 기형종은 종양의 한 구성 성분으로 평편상

피를 갖고 있는 반면, 직장의 원발성 기형종은 전체적으로 편평

상피로 구성된 점이 중요한 차이이다. 

직장에서 생긴 기형종의 기원에 관하여는 배아세포 기원이라

고 생각되나 정상적으로 위장관계에는 배아세포가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직장의 기형종은 원시 위장관계의 이상 배아세

포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원시 배아세포는 재태기간 3, 4

주에 재태낭벽의 내배엽에서 관찰되고 후장의 후장간막에서 간

엽을 거쳐 생식능까지 이동한다. 생식계와 직장은 부신과 요로

계와 함께 한 구조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배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직장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기

고 직장내 기형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6 부분의 직장

Fig. 1. A 4.2 X 2.4 X 2.0 cm sized pedunculated polyp is noted at
the rectum located in 15 cm apart from the anal verge. The polyp
has a long stalk and smooth surface.

Fig. 2. (A) The polyp is covered by keratinizing stratified squa-
mous epithelium with irregular elongation of rete ridge, and small
sebaceous glands and hair follicles are mixed in the stroma. The
central portion is composed of adipose tissue and collagen
fibers. (B) The rectal mucosa of columnar epithelium is abruptly
exchanged by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at polypoid lesion
(right side).

Fig. 3. Glial tissue (*) and ganglion cells (arrow) are identified in
the stalk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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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종은 유경성의 용종으로 제거가 쉽기 때문에 우선적인 치료

방법은 내시경적 제거이다. 그러나 가끔 난소나 전천부의 기형

종이 직장벽을 뚫고 직장강 내로 돌출하여 증상을 일으킬 수 있

기 때문에 반드시 병변의 기원이 원발성으로 직장에서 발생했는

지 또는 주위 장기에서 기원했는지에 한 검사가 필요하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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