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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oblastic Nephroma of Adulthood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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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oblastic nephroma is a benign neoplasm of the kidney, which is usually diagnosed dur-
ing the first six months of life. Incidence in adults is exceedingly rare. We report herein a case
of mesoblastic nephroma that occurred in the upper pole of the right kidney of a 39-year-old
woman. It was a round mass measuring 3×3×2 cm in dimension. Microscopically, it con-
sisted of uniform spindle cells with foci of hyalinization and dystrophic calcification. Tubular
structures were entrapped in the tumor. Upo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the spindle
cells were found to be positive for smooth muscle actin, desmin, and vimentin. The epithelial
cells of the entrapped tubules were positive for cytokeratin. On electron microscopic exami-
nation, the spindle cells demonstrated smooth muscle differentiation identified by indented
nuclei, microfilaments beneath the cell membrane, dense bodies, and basal lamina-lik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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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 발생한 중배엽성 신종

- 1예 보고 -

중배엽성 신종은 아기에 드물게 발생하는 선천성 종양으로

1967년 Bolande 등1이 처음으로 기술하 다. 이 종양은 주로 초

기 아기에 발생하고 1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성

인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2 세계적으로 성인에서는 28예

만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저자들은 39세 여자에서 발생한 중배엽성 신종 1예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39세 여자가 우측 상복부 불쾌감을 주소로 내원하 다. 과거

력상 Beckwith-Widemann syndrome을 의심할 만한 증후는

없었고, 혈액학적 검사에서도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복

부 자기공명 상 촬 에서 우측 신장 상부에 3×3×2 cm 크기

의 조 증강이 잘되는 종괴가 관찰되어 근치적 신 절제술을 시

행하 다. 수술 소견상 종괴는 우측 신장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주위 림프절로 전이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적출된 신장은 12×6×4 cm 크기로 외부 표면은 매끈하며

적갈색을 띠고 있었다. 절단면상 신장 상부의 피막 하방에 3×3

×2 cm 크기의 경계가 잘 지어지는 종괴가 관찰되었고 종괴는

피막을 고 있었으나 침습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종괴는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었고 내부에는 아주 작은 크기에서 1.2 cm까

지의 낭구조가 소수 관찰되었으며, 석회화된 부위가 다발적으로

존재하 다. 출혈이나 괴사는 보이지 않았으며 종괴를 제외한

신 실질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Fig. 1).

광학현미경 소견상 종괴는 세포 도가 높은 부위와 낮은 부

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포 도가 높은 부위에는 방추상 세포

다발에 소수의 교원섬유가 산재되어 있었고, 세포 도가 낮은

부위에서는 부분 교원질화된 기질에 방추상 세포들이 소수 관

찰되었다. 방추상 세포들은 가늘고 긴 핵과 미세한 염색질, 그리

고 불분명한 핵소체를 가지고 있었다(Fig. 2, 3). 종괴 내에는

관구조와 낭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단층의 상피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피세포들은 원주상, 입방형, 또는 편평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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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관구조나 낭과 더불어 석회화된 부

위도 함께 관찰되었다(Fig. 4). 그러나 유사분열과 핵의 다형성,

과염색증, 괴사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상 방추상 세포들은 smooth muscle

actin (1:50, BioGenex, San Ramon, U.S.A.)과 vimentin (1:

50, BioGenex, San Ramon, U.S.A.)에 부분 양성 반응을 보

고 desmin (1:50, Zymed, San Francisco, U.S.A.)에는 일

부에서만 양성이었다. HMB-45 (1:50, DAKO, Glostrup, Den-

mark)와 lysozyme (1:50, Zymed, San Francisco, U.S.A.)

염색에는 음성이었으며 종괴 내에 있는 소관들은 cytokeratin

(AE1/AE3) (1:50, Zymed, San Francisco, U.S.A.) 염색에

양성 반응을 보 다(Table 1).

Fig. 1. A subcapsular circumbscribed mass measuring 3×3×2
cm is noted in the upper pole of the kidney. The cut surface sho-
ws pale yellow color with solid consistency. A few cystic spaces
ranging from pinpoint size up to 1.2 cm in diameter are noted.

Fig. 3. The hypercellular areas are composed of uniform spindle
cells having elongated nuclei with evenly distributed chromatin
and inconspicuous nucleoli. Spindle cells show diffuse immuno-
staining for smooth muscle actin (inset).

Fig. 2. The tumor is partly hypercellular and partly hypocellular. Fig. 4. Tubular components and dystrophic calcifications are noted
in the center and periphery of the tumor. 



성인에서 발생한 중배엽성 신종  553

전자현미경 소견상 방추상 세포들의 핵은 만입되어 있었고,

미세섬유가 세포막의 바로 밑에 평행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또

한 방추상 세포내에 dense bodies와 기저판과 유사한 구조도 관

찰되었다(Fig. 5).

환자는 신 절제술 후 8개월이 경과된 현재 양호한 상태이며

재발의 증상이나 징후는 없었다.

고 찰

중배엽성 신종은 태아성, 간엽성, 또는 평활근종성 과오종으

로도 알려져 있는데 생후 6개월 이전에 주로 발생하는 선천성

신 종양이다.3 성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 문헌 보고에 따

르면 31세 여성에서 처음으로 1예4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28

예만이 성인에서 보고되었다. 성인에서의 발생 연령은 17-78세

이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호발한다. 

중배엽성 신종은 단일성 종괴를 이루며 크기는 2-24 cm이고

고형성 부위와 낭 부위를 가지고 있다. 성인의 경우 종괴는 특

징적으로 경계가 잘 지어지며 부분적으로 피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5

광학현미경 소견상 기질은 가늘고 긴 핵과 불분명한 핵소체를

가진 균일한 방추상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도는 같은

종양이라 하더라도 부위마다 다양하다. 관상피구조도 종괴 내에

서 관찰되는데 이들은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군집을 이루기도 하

고 낭처럼 확 되어 있기도 한다. 상피세포들은 집합관이나 미

성숙 배아세뇨관, 편평한 상피, 그리고 투명한 세포질을 가진 세

포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분화를 보일 수 있다.

성인에서 발생한 중배엽성 신종의 경우 선천성에 비해 훨씬

더 교원질화되며 관구조도 더 뚜렷해진다.6 본 증례에서도 풍부

한 교원질화와 뚜렷한 관구조들이 관찰되었다.

신장에서 발생하는 평활근종도 교원질화나 석회화같은 이차

적인 변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중배엽성 신종과의 감별이 필요

하다. 그러나 평활근종의 경우 관구조는 종괴의 변연부에 소수

관찰될 수는 있지만 중배엽성 신종과 같이 종양 내부에 단독으

로 존재하거나 군집 또는 낭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상 방추상 세포들은 smooth muscle

actin, desmin, vimentin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 전자현미경 검

사상 방추상 세포들은 세포막 직하방에 미세섬유를 가지고 있으

며 dense bodies와 기저판과 유사한 구조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와 전자현미경 검사의 소견들을 종합

해 보면 방추상 세포들은 평활근 세포로 분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6

성인에서 발생한 중배엽성 신종은 양성 병변이며 재발하지 않

는다.7 이 종양은 근치적 절제술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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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 Source Titer Staining

Vimentin BioGenex 1 : 50 diffuse positive for spindle cells
Smooth muscle actin BioGenex 1 : 50 diffuse positive for spindle cells
Desmin Zymed 1 : 50 focal positive for spindle cells
Cytokeratin (AE1/AE3) Zymed 1 : 50 positive for tubular epithelial cells
HMB-45 DAKO 1 : 50 negative 
Lysozyme Zymed 1 : 50 negative

Table 1. Monoclonal antibodies evaluated in this study

Fig. 5. Electron micrograph demonstrates smooth muscle differ-
entiation identified by indented nuclei and parallel arrays of micro-
filaments (arrow head) running along the axis, mostly beneath
the cell membrane, dense bodies (open arrow), and basal lami-
na-like materials (closed arrow) (×10,000; Scale bar: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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