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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ary Fibrous Tumor of the Urinary Bladder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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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ary fibrous tumor (SFT) most commonly affects the pleura and these tumors have been
recently reported to be found in unusual locations. We describe here a solitary fibrous tumor
of the urinary bladder that was removed from a 79-year-old man having a history of gross hema-
turia and dysuria. Transabdominal ultrasonography showed a huge soft tissue mass in the uri-
nary bladder. The cut surface of the tumor showed a grayish-white, hemorrhagic and gelatinous
appearance. Necrosis was not found. Microscopically, the tumor showed a proliferation of spin-
dle or ovoid cells that were intervened by a collagenous stroma. A variety of growth patterns
was identified but the so-called patternless pattern was the predominant one. The spindle cells
had almost no mitotic figures, and there was very little or no nuclear atypia. Immunohistochemi-
cal stains showed a strong reactivity for CD34 and a focal reactivity for bcl-2. The ultrastructure
of the tumor cells showed mesenchymal-myofibroblastic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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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 고립 섬유종양

- 1예 보고 -

고립 섬유종양(solitary fibrous tumor)은 성인의 흉막에서 주

로 발생하는 방추세포종양이며, 부분 양성이다. 이 종양은 흉막

외 다른 여러 장기에서 생긴 예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방광에

생긴 고립 섬유종양의 보고는 매우 드물며, 특히 국내에서는 보

고된 바가 없다. 고립 섬유종양은 섬유화를 동반한 방추형 세포

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여주며, 특징적인

소견이 없다.1 그러므로 흉막 외의 다른 장기에서 발생했을 때는

형태학적으로 다양한 다른 간엽종양과의 감별이 어려워 악성종양

으로 오인할 수 있다. CD34에 한 면역조직화학검사와 전자현

미경소견이 감별진단에 필요하며, CD99, bcl-2에 한 면역조직

화학적검사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1-5 저자들은 임상적으로는 악

성소견을 보이나 조직학적 소견상 양성인 방광에 발생한 고립 섬

유종양 1예를 경험하 기에, 임상소견, 조직학적 특징과 면역조

직학적 소견, 그리고 전자 현미경 소견 등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79세 남자가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육안적 혈뇨와 잔뇨감, 배뇨

통을 주소로 인근 병원을 방문하 다. 초음파 소견상 방광내에

출혈성 종괴가 관찰되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해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종양의 일부를 제거하 는데, 종양은 조각이 나 있었

으며 그 크기는 200 cc 정도가 되었다. 절단면은 회백색의 고형

성으로 단단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혼재하 으며, 점액성 간질도

관찰되었다. 출혈이 심하 으나 괴사는 보이지 않았다. 현미경 소

견상 고형성의 방추세포 증식을 보이는 부분과 미만성 경화를 보

이는 부분이 섞여 있었으며(Fig. 1A), 핵은 방추형 또는 난원형

이고 핵소체는 불분명하 으며 세포질의 양은 적었다. 세포의 이

형성은 적었으며 유사분열은 50개의 고배율 시야당 1개 이하 다.

점액양 변성을 보이는 부분이 관찰되었고, 종양내 괴사 부위는

관찰되지 않았다. 세포 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방추세포와 난

형세포가 일정한 규칙이 없이 서로 교차하고 있었고(Fig. 1B),

풍부한 혈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리질화된 두꺼운 벽의 혈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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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찰할 수 있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종양세포는 Vimen-

tin, CD34 (Fig. 2A)에 미만성으로 강한 양성반응을 보 고, bcl-

2 단백(Fig. 2B)에 부분적으로 세포질 양성반응을 보 다. 그리

고 CD99, keratin, alpha-smooth muscle actin, desmin, S-100

단백, CD117, factor VIII-related antigen 단백에 음성반응을

보 다. 전자현미경 소견에서 종양세포들은 방추형 내지 원형의

핵을 갖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방추형의 종양세포들은 핵

막이 다소 함몰되는 길쭉한 핵과 비교적 적은 양의 세포소기관

을 지니고 있었다. 세포질 내에서는 조면소포체와 풍부한 세섬유

들이 관찰되었고, 포음 잔물집(pinocytic vesicle)을 볼 수 있었

다(Fig. 2C).

종양의 일부 절제 후에 골반 자기공명 상 및 전산화단층촬

상 방광내부에 경계가 비교적 좋으며 출혈성인 장경 5.5 cm의

종괴가 남아 있었으나(Fig. 3),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여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 다. 

고 찰

흉막에 주로 발생하는 고립 섬유종양은 전형적인 경우 경계가

좋은 단일 병소의 종괴로 발생한다. 그리고 세포 집도가 높은

부위와 두꺼운 교원질 띠가 들어찬 세포 집도가 낮은 부위가 섞

여 있으면서, 혈관외피세포종양을 연상시키는 풍부한 혈관분포를

조직학적 특징으로 한다.1 전자현미경상으로는 섬유아세포나 근

Fig. 1. (A) There are patternless pattern of abundant collagenous deposition and varying cellularity of fibroblast-like cells. (B) The cellular
areas show haphazardly arranged spindle or oval-shaped cells.

A B

Fig. 2. Tumor cells show strong positivity for CD34 (A), and focal positivity for bcl-2 (B). (C) Ultrastructurally, fusiform tumor cells contain
occasional irregularly shaped nuclei and numerous bundles of microfilaments. (×20,80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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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아세포로의 분화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4,6 본 증례도 섬유

아세포로의 분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종양은 육안으로는 국소성으로 발생하며 경계가 좋고, 피막

으로 싸인 종양으로 용종성 성장과 부착경이 발견되는 경우도 비

교적 흔하다. 절단면상 회백색 소용돌이 모양의 고형, 섬유성 부

분과 부드럽고 점액성인 부분이 혼재하는 다채로운 형태를 보인

다.1 본 증례는 조각이 난 상태의 조직이어서 경계는 알 수 없었

으나, 절단면상 회백색 소용돌이 모양의 고형과 섬유성, 점액성인

부분도 관찰되었고, 출혈 소견이 현저하 다.

조직학적인 특징은‘‘특정 구조가 없음(patternless)’’으로도

기술할 수 있다.1 고형성의 방추세포 증식 부분에서는 세포 도

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교 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7 유

사분열상도 10개 고배율 시야당 0에서 10개 이상까지 관찰할 수

있다. 본 증례는 방추형세포로 구성된 충실성 부위와 미만성 섬유

화를 보여주는 부위가 다양한 비율로 섞여 있었고, 충실성 부위

에서는 다양한 조직소견을 보여주었으며 유사분열은 50개 고배

율 시야당 1개 이하 다.

이 종양은 다양한 조직학적인 소견과 다양한 부위에서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조직학적인 소견 외에도 임상 및 방사선소견과 육

안소견을 종합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립 섬유종양이 다

른 표지자에 해서는 음성인 반면, CD34와 Vimentin에는 미만

성으로 양성이라는 점이 감별 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1 최

근 보고들에 의하면 bcl-2와 CD99 단백에도 양성반응을 보인다

고 하 다.2-5 본 증례는 CD34, Vimentin에 미만성 강양성이었

고, bcl-2에 부분 양성, CD99에는 음성반응을 보 다. 방광에서

이 종양이 발생했을 때도 다른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문제가 된

다. 암육종, 혈관육종, 섬유육종, 평활근육종 등은 조직학적 소견

상 이형성의 정도가 심하면서 CD34 단백 면역검사에 음성반응을

보이고, 염증거짓종양(Inflammatory pseudotumor)은 CD34 면

역 염색에 음성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종양과 다르다. 신경

초종이나 신경섬유종은 S-100 단백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CD34

에 음성반응인 점으로 감별할 수 있다. 그리고 방추형 세포로 이

루어져 있으면서 CD34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위장관 기질종양은

CD117 단백 면역검사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점에서 이 종양과 다

르다.8

흉막 외에서 발생하는 악성 고립 섬유종양의 경우 세포 집도

가 높고 세포다형성과 10개 고배율 시야당 4개 이상의 유사분열

이 관찰된다.1 본 증례는 세포 집도는 다소 높지만 세포다형성

과 유사분열은 그 기준에 못 미쳐 양성 고립 섬유종양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골반 자기공명 상 소견상 종괴가 매우 크고 출혈

성이어서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자가 고령이고 종괴를 완전

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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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s a residual huge
solid mass in the intravesical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