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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ullomyoblastoma with Neuronal and Rhabdomyoblastic
Differentiation
- A Case Report -

Tae-Woong Noh and Tai-Seung Kim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Medullomyoblastoma is a very rare central nervous system tumor and is regarded to be a
variant of medulloblastoma showing a rhabdomyoblastic component. We found 32 cases of
medullomyoblastoma in English literature. W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a cerebellar
medullomyoblastoma with neuronal differentiation in a 15-year-old girl who displayed
headaches and vomiting. The tumor displayed extensive neuronal and myoblastic differentia-
tion on microscopic and immunohistochemical examination. On ultrastructural study, the
tumor obviously demonstrated rhabdomyoblastic features showing myofilaments composed
of actin and myosin with well developed Z-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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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와 근모세포 분화를 보이는 수근모세포종

- 1예 보고 -

수근모세포종은 수모세포종의 변종으로1 1933년 Marinesco와

Goldstein2이 근세포를 함유하는 수모세포종을 보고 처음 명명

하 으며, 현재까지 주로 중추신경계의 소뇌충부에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 수모세포종에 근모세포 성분이 있는 수근모

세포종은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32예가 보고되었고 주로 소아

에서 발생하고 단 2예에서만 성인에서 발생하 다.2,3,5-13 보고된

예 중에는 수근모세포종에서 뚜렷한 신경 분화를 보이는 증례들

도 보고된 바 있다.2 국내에서는 아직 수근모세포종이 보고된 바

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토증과 두통을 동반한

15세 여자 환자의 소뇌충부에 발생한 신경 분화를 보이는 수근

모세포종 1예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15세 여자 환자가 1달 전부터 시작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신

경외과에서 뇌 자기공명촬 를 시행한 결과 뇌종양으로 진단 받

고 전원되었다. T2 강조 상에서 소뇌 충부에 약 4×3 cm 크

기의 경계가 좋고, 불규칙한 신호강도 증가 소견을 보이는 종양

이 관찰되었다(Fig. 1). 수술 시 종괴는 주로 소뇌 편도 주위에

있었다. 종괴는 회색이었으며 비교적 단단하 고 주변 조직과

경계가 잘 구분되었다. 제 4뇌실에 위치한 종괴는 마젠디공과

루시카공까지 가로질러 있었다.

조직학적으로 종양은 다형성 세포들이 초자양 배경에 유기적

인 형태를 이루지 않고 산재하여 있었다. 종양 세포들은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여 핵이 진하고 세포질이 적은 작고 둥근 세

포들과 핵이 한쪽으로 려 있고 풍부한 호산성 세포질을 가진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은 세포들로 구성된 부위는 세포

도가 매우 높고 세포간의 경계는 명확했으며 핵은 일부에서

다형성을 보 다(Fig. 2). 또한 여러 곳에서 소위“Homer-

Wright rossette"이 관찰되었다(Fig. 4A). 크고 둥근 세포가

많은 부위는 이전 세포와 더불어 긴 방추형 세포질을 가지는 세

포들도 있어서 마치 횡문근육종을 연상하게 하 다(Fig. 3A,

B).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국소적으로 출혈과 괴사는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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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방추형 세포 부위가 desmin에 강양성

반응을 보여 횡문근모세포로의 분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Fig.

3C), Homer-Wright rossette 부위가 neurofilament나 synap-

tophysin에 하여 양성 반응을 보여 신경원 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4B-D).

전자현미경 검사상 종양 세포는 세포질이 풍부하고 actin과

myosin으로 구성된 근원섬유가 있었으며, 잘 발달된 Z-band를

볼 수 있어 횡문근모세포로의 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Fig. 1. T2-weighted image shows a well-circumscribed mass with
irregular internal signal intensity. The mass is located at the cere-
bellar vermis and measures 4×3 cm.

Fig. 2. Tumor is composed of pleomorphic cells with variable
size and shape. They are arranged without organoid pattern.

Fig. 3. Tumor cells show rhabdoid differentiation (A) and have
elongated cytoplasmic processes (B).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 against anti-desmin antibody reveales strong positive reac-
tion in the cytoplasm (C).

Fig. 4. Tumor cells occasionally form Homer-Wright rossettes (A).
The processes are immunoreactive to the neurofilament (B, C)
and synaptophysin (D).

FH-17 feet

L

5 cm

A A

B

B

C

C

D



고 찰

중추신경계의 원발성 수근모세포종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주

로 소아기 연령군에서 발생하고 주된 위치는 소뇌충부이며 남자

가 여자보다 4배 정도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현재까

지의 보고를 보면 수근모세포종에서 근모세포 성분의 발생에

한 설명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근모세포종의 미분화 신경상피세포에서 신경교, 신

경원, 광수용체 그리고 근원성 분화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서, 신경상피세포가 근발생 능력도 가진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

침하는 몇가지 증례가 있다. Gould 등15은 신경외배엽성 종양이

근모세포로의 형태학적 분화 없이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desmin만 발현하는 것을 보고하 고, Jacobsen 등16은 사람의

악성 신경교종을 조직배양과 nude mouse에 접종하여 4개의 세

포주 중 3개의 세포주에서 횡문근 분화를 관찰하여 보고한 바

있다. Holl 등2은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근원성 분화를 보이는

세포에서 횡문을 보이는 큰 근세포까지 종양 세포의 이행을 관

찰하 으며, Schiffer 등11도 2예의 수근모세포종에서 종양 세포

의 이행을 보고하 다. 두 번째 가설은 수근모세포종이 기형종

이나 악성 유기형종(Malignant teratoid tumor)의 일종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3배엽 성분

모두를 가지는 종양이 보고되어 있지만5, 부분의 증례5,7,9에서

는 비외배엽성 성분은 오로지 횡문근뿐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

째 가설은 근모세포 성분이 종양 내부 혹은 주위의 신경간엽이

나 외간엽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이다. 첫 번째 가설과의 차이는

근모세포 성분이 종양 세포 자체의 미분화 세포에서 기원하는

가, 또는 종양 세포가 아닌 종양 주위나 내부에 남아 있던 미분

화 세포에서 기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삼염색체증 13 환자의 경

우 연수막에 이소성 횡문근이 존재하는 것이 주변 조직의 편위

와 분화로 설명한 Johnson 등4의 보고가 그 예이다.

그밖에 Walter와 Brucher 등13은 수근모세포종의 근모세포

성분이 내피세포에서 기원한 것으로 주장하 는데, 그 이유는

잘 분화된 횡문근과 함께 미성숙 근세포가 있고 이 미성숙 세포

는 혈관의 증식성 내피세포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소견은 처음 수근모세포종을 보고한 Marinesco와

Goldstein의 기술과 비슷하다.

Schiffer 등11도 두 증례에서 종양 세포가 혈관 주위에 있는

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혈관 주위의 외간엽에서

기원했거나, 뇌척수막을 관통하는 혈관을 통해서 연수막 근세포

또는 그 전구세포들이 뇌실질로 이동하여 종양의 근모세포 성분

을 형성한다고 하 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수모세포종에서 흑

색소를 함유하는 세포들을 관찰함으로써 이 종양이 신경능 기원

외간엽에서 발생한 종양이라고 설명하 다.11,18-20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골격근, 횡문근 또는 혈관내피를

피복하는 근세포, 이 모두가 근세포로의 분화를 보이기 때문에

형태학적으로 그 모양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므로 수근모세포종

의 근모세포 성분은 혈관의 미분화된 세포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종양 내에 다양한 정

도의 분화도를 보이는 근세포들이 관찰되는 증례들, 그리고 형

태학적으로는 근세포로의 분화된 모양이 보이지는 않지만 면역

조직화학 염색에서 desmin에 양성을 보이는 증례들, 그리고 본

증례에서와 같이 근모세포로의 분화를 보이는 종양 세포들이 혈

관 주변뿐 아니라 혈관과 동떨어진 부위에서도 신경원 분화를

보이는 세포들과 명확한 지역적 구분 없이 고루 섞여서 분포하

는 소견을 볼 때, 비록 그 모양이 증식하는 혈관 내피세포와 유

사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혈관내피 또는 혈

관주위의 외간엽에서 근모세포 성분이 기원했다기 보다는 수모

세포종의 미분화 종양세포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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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Ultrastructurally, there are well-developed Z-bands
(arrows) composed of actin and myosin fil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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