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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carcinoma of the Sigmoid Colon with Prominent
Rhabdoid Features
- A Case Report -

Hoon-Kyu Oh, Chang-Ho Cho and Yoon-Seup Kum

Department of Pathology,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Colorectal adenocarcinoma with rhabdoid features is extremely rare and only two cases have
been previously reported. We report here on a case of colorectal adenocarcinoma with promi-
nent rhabdoid features in a 69-year-old female. The specimen was an ulcerative mass from
the sigmoid colon, and it measured 3.5××3 cm. Microscopic examination of the tumor showed
mostly rhabdoid cells that had eccentrically located large nuclei and foci of glandular forma-
tion. A transitional area from the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to the rhabdoid tumor
was also noted. Immunohistochemical studies showed strong reactivity of the glandular form-
ing cells for pan-cytokeratin, and the cells were occasionally positive for vimentin. The cells
with rhabdoid features were diffusely positive for vimentin and focally positive for pan-cytoker-
ati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cells with rhabdoid features originated from dedifferen-
tiated primary adenocarcinoma. Since colorectal adenocarcinoma with rhabdoid features is
highly aggressive and unresponsive to conventional therapy, making the preoperative diag-
nosis is important to facilitate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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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창자에서 발생한 횡문근모양 샘암종

- 1예 보고 -

소아 신장에서 발생한 악성 횡문근모양 종양은 1978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간, 피부, 방광 등 신장 외 장기에서도 발견되고 있

다.1 소화장기에서 발생되는 횡문근모양 암종은 신장에서 발견되

는 횡문근모양 종양을 닮은 특이한 종양으로, 위장관 내에서 발견

된 경우만도 세계적으로 약 20여 예의 보고가 있으며, 이 중

장에서 발생한 예는 순수 횡문근모양 종양 3예와 횡문근모양 저

분화 샘암종 2예 등 총 5가지의 예가 보고된 바 있다.1-3

횡문근모양의 분화를 보이는 세포의 기원은 횡문근 모세포를

연상케 하지만, 면역조직화학 혹은 전자현미경 검사 시 근세포로

분화하는 증거가 없어, 최근에는 악성 상피세포가 횡문근모양 세

포로 역 분화하거나, 종양 내 서로 다른 분화를 보일 수 있는 클

론들 중 한 클론이 분화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3,5 특히 소

화장기에서 발생한 횡문근모양 저분화 샘암종은 고식적인 치료

에는 잘 듣지 않으며 나쁜 경과와 예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구불창자에서 발생한 횡문근모양 저분화 샘암

종을 1예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9세 여자가 혈변을 주소로 내원하 는데 가족력, 과거력 등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내원 후 시행한 장 내시경 검사 결

과 구불창자에서 궤양을 동반한 종양이 관찰되었으며, 복부 전산

화 단층 촬 에서 구불창자에 종양 및 주위 림프절 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간은 정상 소견이었다. 따라서 환자에게 장

및 림프절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 다. 이때 절제된 종양은 3.5

×3 cm 크기의 궤양성 병변이었으며, 장 주위 지방까지 침윤이

있었다. 특히 조직 소견상 이 종양은 저분화 샘을 형성하는 부위

와 특정 형태를 만들지 않고 주위로 침윤하는 부위로 이루어져 있

었는데(Fig. 1A), 주위로 침윤하는 세포들은 호산성의 풍부한

세포질과 하나의 커다란 핵 그리고 뚜렷한 핵소체를 가지는 횡문

근모양 형태를 나타내었다(Fig. 1B). 또 종양 세포들의 구성 비

율상 70% 이상이 횡문근모양 분화를 보여주었으며, 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 저분화 샘을 형성하는 부위는 cytokeratin (1:200,

 63 63

접 수 : 2007년11월 27일

게재승인 : 2007년12월 7일

책임저자 : 금 윤 섭
우 705-718 구광역시 남구 명4동
3056-6
구가톨릭 학교 의과 학 병리학교실

전화: 053-650-4159
Fax: 053-653-8672
E-mail: yskum@cu.ac.kr

구가톨릭 학교의과 학병리학교실



 64 오훈규∙조창호∙금윤섭

SIGNET, Dedham, USA)에 양성반응을 보 으나, vimentin

(1:200, DAKO, Glostrup, Denmark)에는 음성반응을 보 다

(Fig. 2A). 한편 횡문근모양 세포는 vimentin에 미만성으로 강

한 양성반응을 보 으며(Fig. 2B), 저분화 샘에서 횡문근모양

세포로 이행하는 부위에서 일부 cytokeratin에 양성반응을 나타

내는 세포들도 관찰되었다(Fig. 3). 그러나 종양 세포들은 des-

min (1:200, DAKO), HMB-45 (1:200, SIGNET)와 S-100

단백(1:200, SIGNET)에서는 음성반응을 보 다.

또 장 주위에 25개의 림프절전이 소견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횡문근모양 세포가 전이된 것으로 추측된다. 수술 후 3개월째 환

자에게 전신쇠약과 황달 소견이 관찰되어 복부 전산화단층촬

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다발성 간전이와 뼈전이 소견이 나타났

고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 다.

고 찰

소화 장기에서 발견되는 횡문근모양의 저분화 암종은 신장에서

발견되는 횡문근모양의 종양을 닮은 특이한 종양으로, 위장관 내

Fig. 1. (A) There is a transitional area from the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arrow) to the rhabdoid tumor. (B) The tumor has loosely
cohesive large round to ovoid rhabdoid cells with large vesicular nuclei, prominent nucleoli and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

A B

Fig. 2. (A) The tumor cells composed of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show positive immunohistochemical reaction for cytokeratin.
(B) The tumor cells composed of rhabdoid tumor show positive immunohistochemical reaction for vimentin.

A B

Fig. 3. The loosely cohesive large rhaboid cells show focal posi-
tive reaction for cytokeratin.



에서 발견된 경우만도 세계적으로 약 20여 개의 보고 예가 있다.

이 중 장에서 발생한 예는 순수 횡문근모양 종양 3예와 횡문근

모양 저분화 샘암종 2예 등 총 5가지가 보고되었다(Table 1). 그

러나 국내에서는 장에서 발생한 예는 없고 위장에서 1예가 보

고된 바 있다.4 위장관 내에서 발생된 빈도를 보면 위장, 소장, 

장 순으로 빈발하 으며, 남자가 더 많았고 발생 연령은 52세부

터 84세까지 다.2 조직학적으로는 세포가 집되어 세포충실도

가 높으며, 개개의 세포는 각 세포 간 간격이 넓어 결합력이 약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 횡문근모양 부위와 암종 부위가 동

시에 보일 수도 있으며, 혹은 횡문근모양과 간엽 조직 분화를 동

시에 보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화가 나빠서 암종으로 분화하

는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2,3 횡문근모양 분화를 보

이는 세포들은 횡문근 모세포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면역조직

화학 검사상 혹은 전자현미경상 근세포로 분화하는 증거는 없다.2

종양 세포들은 호산성의 풍부한 세포질과 하나의 커다란 핵 그리

고 뚜렷한 핵소체를 가지며, 때로는 vimentin에 양성으로 염색되

는 특징적인 호산성 봉입체를 가지고 있어 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종양 세포들의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 횡

문근모양 형태를 보여야 횡문근모양 분화 샘암종이라 진단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체적

으로 60%부터 75%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4,5 본 예의 경우

에 있어서도 70% 이상이 횡문근 양분화를 보여 주었다.

또한 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 부분이 vimentin, cytokeratin

및 EMA에 양성이고, 일부가 synaptophysin, CD34에 양성을 보

인다는 보고가 있으며, desmin과 SMA에는 음성을 보인다고 알

려져 있다.4,5 전자현미경 소견으로는 종양 세포들의 중간 미세섬

유가 핵 주위에서 뭉쳐져 있거나 나선 모양을 만드는 것이 특징

이다.2,6 특히 위장관에서 발생한 횡문근모양 저분화 암종은 고식

적인 치료가 잘 듣지 않으며 나쁜 경과와 예후를 보이므로2,4 위

장관 내 암종에서 횡문근모양의 분화가 발견될 경우에는 주의 깊

게 관찰하여야 한다. 한편 소화기계에서 발견되는 횡문근모양 저

분화 암종은 신장 혹은 신장 이외의 장기에서 발견되는 악성 횡

문근모양 종양과 유사한 조직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악성 횡

문근모양 종양과의 관계에 하여는 분명하지 않다.2,3

신장 이외의 조직에서 발견된 이러한 횡문근모양의 변화는 원

발 장기에 따라 다양하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학적으로

는 저분화암종, 육종, 암육종(Carcinosarcoma) 혹은 기존의 암종

에서 전이한 육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장 암

종에서 발견되는 횡문근모양의 변화는 악성 상피세포가 육종으로

역 분화하거나, 종양 내에서 서로 다른 분화를 보일 수 있는 클론

들 중 하나의 클론이 분화한 것이라는 가설도 보고되고 있다.3,5

본 예에서는 샘암종 부위로부터 횡문근모양의 변화를 보이는 이

행 부위가 관찰되었는데, 이 이행 부위에서 cytokeratin과 vim-

entin의 발현 양상이 점진적으로 변해 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런 소견으로 보아 횡문근모양 변화는 악성 상피세

포가 간질조직으로 역 분화를 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Kono

등3이 시행한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의하면 종양에서 K-ras 변이

나 microsatellite instability 등이 관찰되지 않아 일반적인 장

암 발생기전과 다른 방식으로 종양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추후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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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ymph node. *Nakamura et al. (1999); �Kono et al. (2007); �Our case.

Glan-

Case
Age/

Site
Size dular Metas- Prognosis

Sex (cm) com- tasis (after operation)
ponent

1* 72/F Cecum 6 + Liver, LN Dead (3 months)
2* 84/F Transverse 7 - - Alive (12 months)
3* 75/M Transverse 15 - LN Dead (2 weeks)
4* 76/M Cecum 14 - Liver, LN Dead (3 months)
5� 66/M Cecum 13 + LN Dead (6 weeks)
6� 69/F Sigmoid 3.5 + Liver, LN Dead (6 months)

Table 1. Clinical and pathological findings of colorectal tumor with
rhabdoid fe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