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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문근육종(rhabdomyosarcoma)은 소아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연부조직암으로, 이 시기의 전체 악성 종양의

4-6%를 차지하며,1 사지, 뇌막주위 조직(parameningial

site), 두경부, 비뇨생식기, 골반 등에서 흔하게 발생한

다.2 조직학적으로는 배아성 횡문근육종(embryonal

rhabdomyosarcoma), 폐포성 횡문근육종(alveolar rhabdom-
yosarcoma), 다형성 횡문근육종(pleomorphic rhabdom-

yosarcoma), 미분화 횡문근육종(undifferenciated rhabdom-
yosarcoma) 등 4가지로 나누어지며, 국화상육종(sarcoma

botryoides)은 배아성 횡문근육종의 한 종류로 여겨진

다.3 여성의 자궁에서 기원하는 횡문근육종은 여성생식

기에 정상적으로 횡문근육이 없으므로 비정형 종양

(heterologous tumor)으로 원시적 근육 전구조직(primitive

myogenic precursor)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 생식기의 횡문근육종 중에서 질에서 기원하는

횡문근육종이 전체적으로는 자궁경부에서 기원하는 횡

문근육종의 5배에 이르며, 자궁경부 횡문근육종은 주로

사춘기 여성에서 발생하며, 폐경기 여성에서는 자궁 체

부가 가장 흔한 부위로 알려져 있다.1

치료로는 수술적 요법,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의

복합적 치료로 전체적인 생존률은 60% 이상이며, 국소

적인 병변인 경우에는 생존률이 90%이상으로 증가되었

다.1

1987년 Brand 등이 21예의 자궁경부 배아성 횡문근육

종을 고찰하고 14세에서 18세에 가장 호발하며, 68개월

31세 여성에서 발생한 자궁경부 배아성 횡문근육종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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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bdomyosarcoma is the most common soft tissue sarcoma in childhood and young adult.
Rhabdomyosarcoma can be classified into one of four type; embryonal, alveolar, pleomorphic, undifferentiated.
Embryonal rhabdomyosarcomas of the female genital tract are rare, malignant tumors derived from primitive
myogenic precursor and generally occur during infancy and childhood. About twenty percent of
rhabdomyosarcoma arise in the genitourinary tract, with slightly more than half being embryonal
rhabdomyosarcoma. Vaginal primaries are 5-times more common than cervical primaries. Overall, cervical tumor
may predominate in adolescent.

In perimenopausal women, the uterus is the most common site of rhabdomyosarcoma. The management
of rhabdomyosarcoma of genitourinary tract has changed slowly from pelvic exenteration without adjuvant
therapy to neoadjuvant chemotherapy followed by less radical surgery and postoperative radiation. Embryonal
rhabdomyosarcomas originates in the uterine cervix are extremely rare especially in the thirties. So,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regarding its prognosis and therapy. We present a case of a woman 31 years old with
embryonal rhabdomyosarcoma of the uterine cervix with a review of a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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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여성에서 발생한 자궁경부 배아성 횡문근육종 1예-

간의 추적 관찰 기간동안 80%의 환자가 생존하였고,
75%의 환자가 완전 절제되고 주변 임파절 침범이 없는

국소적인 병변을 보이는 Intergroup Rhabdomyosarcoma
Study(IRS) Group I임을 보고하였고,3, 19 1997년 Zeisler 등

이 25예의 자궁경부 배아성 횡문근육종을 고찰하여 19
명(73%)이 10대에 발병하였고, 6명(23%)이 20대에 발병

하였으며, 30대에 발병한 경우는 Ober가 고찰한 2예9 와

Zeisler가 보고한 1예1 만이 있어 청소년기 이후에 30대

에 발병하는 자궁경부 배아성 횡문근육종의 예후에 대

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국내에서는 1988년

10대 후반 여성의 자궁경부 배아성 횡문근육종 1예만이

보고되어 있다.4

저자들은 30대 초반의 여성의 자궁경부에서 기원한

배아성 횡문근육종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이

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 조O애

주 소 : 질 출혈

현병력 : 1999년 2월 8일 개인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

기에 소파수술 받은 후 1999년 3월 20일부터 간헐적인

질 출혈 있어 오다, 1999년 5월 15일 밑이 빠지는 느낌

있으면서 질 출혈이 있어, 본원 부인과로 진료 의뢰되었

다. 부인과 검진결과 자궁경부암 의심되어 추가적인 검

사 위해 입원하였다.
가족력 및 과거력 : 특기사항 없음.

월경력 : 초경은 16세, 주기 30일형으로 기간은 3일이

었고, 양은 중증도 였으며, 입원 2개월 전부터 불규칙한

질 출혈이 있었다.
입원 시 진찰소견 : 전신 영양 상태는 양호하였고, 입

원 당시의 혈압은 140/90 mmHg, 맥박 84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36.2。C였고, 체중은 52Kg, 신장은

165cm이였다. 흉부 진찰 소견상 심음은 규칙적이었고,
양측 폐의 호흡음도 정상이었다. 경부, 서혜부, 액와부에

표재성 결절은 없었고, 복부에 압통은 없었다. 내진 상

자궁은 전경전굴로 정상 크기였고, 양측 부속기의 비정

상적인 소견은 없었고, 외음부는 외관상 정상이었으며,
질 내는 5×6㎠ 크기의 반투명한 종괴로 차있었고, 종

괴는 질 벽과는 분리되어 있었으며, 자궁경부에 연결되

어 있었다(Fig. 1.)

입원 시 검사소견 :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2.2mg/dL,
적혈구 용적 35.7%, 백혈구 수 8,100/㎣, 혈소판 267,000/

㎣이었고, 소변검사, 간 기능 검사, 출혈시간과 응고시간

은 정상이었다. 매독 반응검사, 간염 표면항원검사,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항원검사는 음성이었으며, 흉부 X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는 정상이었다. 입원 시 시행한 자

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악성 세포 관찰되었고, 질확대경

조준하 조직생검 상 배아성 횡문근육종 소견 보여 기초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종양 표지물질 검사상 squamous
cell carcinoma related antigen(SCC Ag)은 0.68ng/ml이고,

urine polyamine은 36.1㎛/g.cre였으며, β human chorionic
gonadotropin(βhCG)은 1.5mIU/ml이하로 모두 정상이었

다. 초음파 검사상 자궁은 정상 크기였고 양측 부속기에

비정상소견은 없었으며, 컴퓨터 단층 촬영상 자궁 경부

의 전순(upper lip)으로부터 질 내로 3.8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고, 상부 질의 침습여부는 뚜렷하지 않으며, 간으

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은 없었고 임파절비대의 소

견도 보이지 않았다. 정맥신우조영술(intravenous pyelo-

gram, IVP)상 정상소견 보였고, 방광경검사상 특기소견

없었고, 직장경검사상 정상소견 보였고, 바리움 관장촬

영 상 정상소견 보였다.
병리 조직학적 소견 : 저 배율 소견상 상피조직 바로

밑에 Nicholson의 cambium층으로 알려진 미분화된 악성

세포들의 밀집된 구역이 관찰되고, 세포가 많은 구역과

Fig. 1. Intial gross finding through vaginal speculum

Fig. 2. The latest gross finding after cervicectomy and third
course chemotherapy through vaginal spe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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