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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oid Plexus Carcinoma 
- A Report of Two Cases -

Young Ran Shim, Mi Jin Gu, Dong Sug Kim, Oh Lyong Kim1

Woo Mok Byun2 and Yong Jin Kim3

Departments of Pathology, 1Neurosurgery, 2Radiology,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3Anatomic Pathology, T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Choroid plexus carcinoma (CPC), a frankly malignant epithelial neoplasm derived from
choroid plexus epithelium, is a rare tumor with a predilec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It may be
difficult to histologically differentiate it from choroid plexus papilloma, anaplastic ependymoma,
medulloblastoma, germ cell tumors, and metastatic carcinoma. We examined two cases of
CPC. One is a 12-month-old boy, and the other is a 13-month-old boy. Both patients pre-
sent lateral ventricular masses with extensive hydrocephalus. Histologically, both tumors show
papillary growth in most area, and focal solid growth. The tumor cells show marked nuclear
pleomorphism and frequent mitoses on squash and hematoxylin-eosin slides. Immunohisto-
chemically, both tumors are positive for cytokeratin, vimentin, and S-100 protein; but they are
negative for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fetoprotein, and placental alkaline phosphatase.
Both tumors show diffuse and strong positivity for p53. The MIB-1 labelling index is 23.6%
and 15.82%, respectively. We report two cases of typical CPC, and we briefly discuss differ-
ential diagnosis with review of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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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총암종

- 2예 보고 -

맥락총암종은 맥락총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으

로서 전체 중추신경계 종양의 0.4-0.6%, 그리고 맥락총 종양의

20-40%를 차지하는 드문 중추신경계 종양이다. 맥락총암종은

아나 소아에게서 호발하며, 절반 이상이 2세 미만에서 발생한

다. 발생 위치를 보면 소아에게서는 부분 측뇌실에서, 성인에

게서는 거의 모두 제4뇌실에서 발생한다.1 임상적으로는 뇌척수

액의 배액 통로가 막혀 수두증을 흔히 동반하고 뇌척수액을 따

라 조기에 퍼지므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맥락총암종은

조직학적으로 다양한 분화도를 나타내며, 역형성 상의세포종을

비롯한 다양한 종양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소

수의 예가 보고되어 있다.2 저자들은 아의 측뇌실에서 발생한

맥락총암종 2예를 경험하 기에 희귀성에 비추어 보고하면서 감

별진단에 해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증 례

증례 1

12개월 된 남아로서 2일 동안의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 다.

진찰소견상 오른쪽 사지에 강직성이 증가되어 있었고 Grade III

정도의 편측마비가 있었다. 뇌의 전산화단층촬 에서 왼쪽 삼주

(trigone)에 불규칙한 경계를 가지는 종괴가 관찰되었고, 조

제 주입 시 조 증가 소견을 보 다. 중뇌가 이 종괴에 의하여

눌려 있었고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있었으며, 뇌실은

확장되어 있었다. 뇌의 자기공명 상촬 에서 왼쪽 삼주 부분에

조 이 증가되는 종괴가 관찰되었고, 이 종괴는 석회화를 나타

내고 있었으며 종괴의 중심부는 왼쪽 측뇌실의 상부에 있었다.

뇌 종양을 의심하 고 개두술로 종괴 적출술을 시행하 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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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소견에서 종괴는 연붉은 빛으로 주위 뇌실 벽과의 유착 없이

뇌실에 부유하고 있었다. 육안으로 볼 때 종괴는 분홍빛을 띤

흰 색의 종괴 으며,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고, 일부에서

유두모양을 하고 있었다. 크기는 가장 큰 것이 0.8 cm이었다.

스쿼시 표본에서 종양세포들은 몇 개씩 모여 있어 미세유두 모

양으로 성장하고 있거나 낱개로 흩어져 있었다. 종양세포는 이

형성이 심하 다(Fig. 1). 조직학적으로 종괴의 부분은 중심

부에 섬유혈관성 줄기를 가지며 유두모양의 증식을 하고 있었고

일부에서 유두모양이 소실되면서 종양세포가 충실성을 띠며 성

장하고 있었다. 유두모양의 구조는 한 층 또는 여러 층의 이형

성 세포로 덮여 있었다. 세포들은 입방형이나 원주형으로 심한

다형성을 보 으며, 핵은 과염색성을 띠고 있었고 핵소체는 뚜

렷하 다. 또한 종양세포들은 크기가 매우 커져 있거나 다핵거

세포들의 소견을 보 다. 유사분열상은 10개의 고배율 시야에

서 8개 정도 관찰되었다(Fig. 2). 종양세포의 괴사, 석회화, 주

변 신경조직으로의 종양세포 침윤도 관찰되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세포들은 cytokeratin (MNF116, 1:70, DAKO,

U.S.A.), vimentin (KLONV9, 1:35, DAKO, U.S.A.)에 강양

성이었으며, S-100 protein (1:900, DAKO, U.S.A.)에는 부분

적으로 양성이었으나 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KLON6F2, 1:60, DAKO, U.S.A.), -fetoprotein (1:200,

DAKO, U.S.A.), 그리고 placental alkaline phosphatase

(1:50, Zymed, U.S.A.)에는 음성이었다. p53 (DO7, 1:200,

Novocastra, U.K.) 면역염색에서는 미만성으로 양성 반응을 보

다(Fig. 3). MIB-1 (7B11, 1:50, Zymed, U.S.A.) 표지 지

수는 23.61% (153/648) 다. 이 증례에서는 전자현미경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환아는 수술한 뒤 3일째 심한 뇌부종으로 사망

하 다.    

증례 2

13개월 된 남아로서 내원 2주 전부터 잘 보채고, 하루에 약

3-5회의 구토가 있었다. 과거력에서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의

식은 자극에 둔감한 상태 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사지의 운동

Fig. 1. Squash preparation of case 1. The tumor shows an obvi-
ous papillary growth pattern with branching blood vessels (A).
The tumor cells have a cohesive epithelial feature, despite being
smeared out individually, and they show marked nuclear pleo-
morphism and frequent mitotic figures (B).

Fig. 3. Most tumor cells show strong nuclear staining for p53
immunostain.

Fig. 2. The tumor cells show papillary growth pattern in most
areas (A) and focal solid growth (B). The tumor cells present
marked nuclear pleomorphism and occasional tumor giant cells
on both areas.

A B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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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감각장애 등의 소견은 없었다. 뇌의 컴퓨터단층 촬 에

서 왼쪽 측뇌실에 유두 모양의 충실성 종괴와 뇌실 주위에 저음

이 동반되어 있었고 뇌실은 확장되어 있었다. 종괴는 조 제

를 주입하 더니 조 이 강하게 증가하 다. 뇌의 자기공명 상

촬 에서는 2.0 cm 크기의 분엽성 종괴가 왼쪽 측뇌실에서 관

찰되었고 T1강조 상에서 등신호강도, T2강조 상에서 저신

호강도를 보 다. 역시 조 제를 주입하 더니 조 이 강하게

증가하 다. 방사선학적으로 맥락총 유두종과 뇌수두증을 의심

하여 수술을 시행하 다. 왼쪽 두정-후두 개두술을 시행한 다음

종괴를 완전히 적출하 다. 수술소견에서는 주위 뇌 조직과 비

교적 경계가 잘 지어지는 연한 충실성 종괴가 왼쪽 측뇌실의 삼

주에서 관찰되었다. 종괴는 노란 색조를 띤 붉은 색을 띠고 있

었으며 크기는 3.0×3.0×3.0 cm이었다. 종괴는 혈관이 풍부하

고 출혈성 변성을 동반하고 있었다. 육안으로 종괴는 여러 개

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고 일부에서 유두모양을 하고 있

었다. 크기는 가장 큰 것이 1.0 cm이었다. 조직학적으로 증례 1

과 동일한 소견을 보 지만 증례 1과는 달리 석회화와 주변 신

경조직으로의 종양세포 침윤은 관찰되지 않았다. 유사분열상은

10개의 고배율 시야에서 10-16개 정도로 관찰되었다. 면역조직

화학 소견은 증례 1과 동일하 다. MIB-1 표지 지수는 15.82%

(84/531) 다. 전자현미경 소견에서 종양세포들은 접합부 복합

체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짧은 미세융모가 강내로 돌

출되어 있었다. 수술 후 3일째 오른쪽 안면마비가 발생하 고

수술한 뒤에도 지속되는 뇌수두증으로 뇌실-복강 단락술을 실시

하 다. 수술 후 36일째 뇌의 자기공명 상촬 에서 뇌기저 경

막과 뇌 이랑에 전반적인 조 증강이 관찰되었다. 이 때 시행

한 뇌척수액 도말 검사에서 비정형 세포가 관찰되었다. 수술 후

53일째부터 VP16, procarbazine, methotrexate로 화학요법을

실시하 으나 뇌척수로를 따라 종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폐렴이 동반되어 수술한 뒤 2달째 사망하 다.

고 찰

맥락총암종은 매우 드문 중추신경계 종양으로서 임상적으로

맥락총유두종과 동일한 임상 증상을 보이므로 두 종양의 조직학

적 감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두 종양이 동일한 면역조직

화학적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감별은 HE 염색상 현미

경 소견이 가장 중요하다. 맥락총암종의 진단에 중요한 현미경

소견을 보면 종양세포가 주위 뇌 조직으로 침윤하고 미만성으로

성장하며 종양에서 일정한 유두모양의 소실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종양 세포가 뚜렷한 악성 변화를 하고 정상 맥락총 구조

에서 미분화 형태로 이행하는 소견 등도 중요한 소견이다. 또한

맥락총암종은 맥락총유두종과는 달리 침윤성 및 파괴적 성장,

높은 세포충실성, 다형성을 띠는 핵, 흔한 유사분열상, 혈관의

증식, 괴사, 불분명한 경계 등의 소견이 나타난다.1 이상의 소견

에서 주위 뇌 실질로 침윤하는 소견은 그 단독으로는 맥락총암

종을 진단할 수 없다. 그것은 맥락총 유두종의 약 반수에서 침

윤성 성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3 그 밖에 p53 변이 단백 발

현, 높은 증식능, 높은 S분획 비율 등이 맥락총유두종과는 다르

다. Jay 등4은 4예의 맥락총 유두종과 6예의 맥락총암종에서

p53 변이 단백에 한 면역조직화학 연구를 시행하 는데, 유두

종은 1예가 흩어진 세포에서 드물게 양성이었고 나머지 3예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암종에서는 6예 모두가 양성이었고 이 가운

데 3예는 70% 이상의 종양세포가 양성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p53 유전자의 변이가 맥락총암종 발생에 중요하며, 변이된 p53

단백의 발현은 맥락총암종의 소견이라고 하 다. 본 증례에서는

2예 모두 p53에 미만성으로 양성을 나타내어 이들과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p53 단백의 변이가 맥락총암종의 발

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 다. 인체 종양의 생물학적 양

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이나 MIB-1 표지지수가 많이 이용된다. Centeno 등5

은 PCNA 표지지수가 맥락총유두종과 암종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유두종에서는 3.1±4.1%, 암종에서는 7.9

±8.6%로 맥락총유두종에 비해 맥락총암종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 다. Vajtai 등6은 14예의 맥락총유두종과 5예의 맥

락총암종에서의 MIB-1 표지지수에 관한 연구에서, MIB-1 표

지지수가 정상 맥락총, 맥락총유두종, 맥락총암종에서 각각

0.02-0.06%, 3.7%, 14% 으며, MIB-1 표지지수가 맥락총 유

두종과 암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맥락총 종양의

악성 잠재력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 다. Tomlinson 등3

은 MIB-1 표지지수가 10% 이하와, 25% 이상의 비율이 맥락

총 유두종에서는 각각 73%, 0%이고, 맥락총암종에서는 각각

0%, 69%로서 유두종에 비하여 암종에서 MIB-1 표지지수가

높다고 하 다. PCNA가 MIB-1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저

자들의 연구에서는 MIB-1 표지지수를 측정하 다. 결과로는

증례 1과 증례 2에서 각각 23.6%, 15.8%를 나타내어 기존에 알

려진 맥락총암종에서의 MIB-1 표지지수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

다. 조군으로 맥락총 유두종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총

유두종과 감별이 어려운 예는 MIB-1 표지지수가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 다. 그러나 유두상 성장이 남아 있는

부위와 고형성 성장 부위 사이의 MIB-1 표지지수의 차이점은

조사하지 않았다. 맥락총암종은 조직학적으로 맥락총유두종뿐만

아니라 여러 암종과 감별해야 한다. 소아의 경우는 수모세포종,

역형성 상의세포종, 배아성암종, 난황낭종양과, 성인의 경우는

전이성 유두상암종과 감별해야 한다. 면역조직화학 검사가 이러

한 여러 종양들과의 감별에 도움이 된다.7 맥락총암종은 cytok-

eratin, transthyretin (prealbumin), transferrin, carbonic

anhydrase, S-100 protein, vimentin, cathepsin D에 양성 반

응을 나타내며, 20% 정도의 증례에서 GFAP에 국소적으로 양

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원에 한 면역염

색의 결과는 다른 종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성도가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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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률이 낮아져 맥락총 유두종보다 양성률은 떨어진다.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에 해서는 개 음성

소견을 보인다. 그리고 SV-40 T-antigen에 하여 핵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 수모세포종은 맥락총암종과는 달리 유두 구조

가 없으며, 원시세포가 여러 층을 형성하고 세포질은 거의 없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경성 분화를 보여 synaptophysin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종양세포는 cytokeratin

에 음성이고 synaptophysin에 양성이므로 맥락총암종과 감별할

수 있다. 역형성 상의세포종은 흔히 혈관주위 가성로제트 또는

진성로제트를 형성하고 맥락총 종양과는 달리 기저막을 형성하

지는 않는다. 면역조직화학적으로 GFAP, S-100 protein,

vimentin에 양성이며 cytokeratin에도 양성일 수 있으나 국소적

이다. 많은 증례에서 진성로제트의 내강연(luminal border)을

따라 EMA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흔히 조직학적으로나

면역조직화학적으로 맥락총암종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에는 transthyretin이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배아

성암종과 난황낭종양은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며, 둘

다 cytokeratin에 양성이며 각각 placental alkaline phos-

phatase과 -fetoprotein에 양성이지만 transthyretin에는 음성

이므로 구별할 수 있다. 전이성 유두상암종과의 감별은 환자의

나이, 종양의 위치, 비 중추신경계의 원발성 종양의 유무와 같은

임상 소견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관지성 암종은 점액이 관찰

되고 괴사가 매우 심하다. 전이성 암종은 면역조직화학적으로

흔히 CEA에 양성이고 GFAP에는 음성이나 S-100 protein에

는 양성일 수 있다. 또한 성인에게서는 맥락총암종의 발생이 매

우 드물다. 마지막으로 비정형유두종(atypical papilloma)과의

감별이 필요하나, “비정형유두종은 맥락총의 소견 가운데 일부

소견을 보이는 종양으로서 진단기준이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않

은 종양"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1

외과적 완전 적출이 종양의 국소재발과 전이를 막고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이며 보존 요법으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치료는 뇌 종양의 국

소 재발을 줄이고 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

으나 신경계가 성숙되기 이전의 방사선 조사가 여러 가지 신경

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치료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맥

락총암종은 발견 당시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

예후는 불량하다.

저자들은 전형적인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맥락총암종 2예

를 경험하 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이 종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조직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감별해야 하는 다른 여러 암

종의 조직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소견에 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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