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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pinal Oncocytic Paraganglioma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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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anglioma is a generic term applied to tumors of paraganglia, regardless of location,
and composed largely of paraganglionic chief cells. It is a rare tumor, especially in the spinal
region. When it appears in the craniospinal axis, it is restricted to the cauda equina or filum
terminale, and less commonly, the spinal nerve root. We report a case of oncocytic paragan-
glioma in the spinal nerve root of 13-year-old girl. The tumor was located in intradural and
extramedullary areas from the 12th thoracic to the 1st lumbar vertebra. Histologically, the
tumor cells with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s show diffuse compact clusters, which are
surrounded by fibers in a reticulin stain, like a nested pattern. The nuclei are round to ovoid in
shape with mild atypia. Immunohistochemically, the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synapto-
physin, neuron-specific enolase and vimentin but are negative for cytokeratin, chromogranin
and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Some cells are positive for S-100 protein. The MIB-1 labeling
index is low. Ultrastructurally, dense core neurosecretory granules are not found but mito-
chondrias are commonly noted.

Key Words : Paraganglioma, Spinal canal

이지혜∙박성환∙조현득∙염범우
최종상∙김철환∙서연림1

 561

척수에 발생한 원발성 호산성 과립세포성 부신경절종

- 1예 보고 -

부신경절종은 위치에 관계없이 부신경절에서 발생한 종양을

통칭하는 용어1로서 주로 부신경절의 주세포로 구성되는 종양이

다. 일반적으로 부신 수질에서 발생했을 경우 갈색세포종

(pheochromocytoma)이라 하고 그 이외의 부신경절에서 발생

했을 때를 부신경절종이라 한다.

부신외의 부신경절종은 매우 드물고 부신의 갈색세포종에 비

해 1/10 정도로 발생하며, 발생 부위는 주로 두경부, 상기도 부

위, 비뇨생식기 부위, 복강 또는 종격동 등이다.

척수에 발생한 부신경절종은 1972년에 Lerman 등2이 종사

(filum terminale)에 발생한 것을 보고한 것이 처음으로, 이후

에도 드물지만 두개강 또는 척수에 발생한 부신경절종의 보고들

이 있다.3-5 척수의 부신경절종은 주로 마미(cauda equina) 또

는 종사에 발생하며 척수신경근에서의 발생은 드물고, 호산성

과립세포성 부신경절종의 보고는 매우 드물다.5,6

저자들은 13세여아의척수신경근에서발생한원발성호산성과

립세포성부신경절종 1예를경험하 기에이에보고하고자한다.

증 례

13세 여아가 6개월간 지속된 요배부와 우측 하지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아는 별다른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었으

며 내원 후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오른쪽 발목과 엄지 발가락의 신전

(dorsi-flexion)이 감소된 소견 이외에 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

지 않았다. 자기공명 상 촬 (Fig. 1)에서 열두번째 흉추와 첫

번째 요추에 걸쳐서 척수강 내에 위치하는 타원형 내지는 엽궐

련 모양의 종양이 관찰되었다. 종양은 비교적 경계가 뚜렷하

고 T1 및 T2 강조 상에서 모두 중등도의 신호강도를 보 다.

조 제 주입 시 균일하게 조 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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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의세포종을 의심하여 수술에 임하 으며 수술 시 지주막

을 절개한 후에 종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종양은 선홍색이었으

며, 우측 신경원과 척수 사이에 위치하면서, 우측 신경원과 척수

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쉽게 박리되지 않았다. 소파술로 완전

절제를 시행하 으나 수술 도중 종양이 부셔져 육안 소견을 제

로 관찰할 수는 없었다.

광학 현미경 소견상 호산성의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는 다각형

세포들이 특별한 배열 없이 미만성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세

포들은 약간의 이형성을 보이는 둥근 또는 난원형의 핵을 가지

고 있었다(Fig. 2). 레티쿨린 염색상 여러 개의 세포 집단이 레

티쿨린 섬유에 둘러 싸여진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3). 면역조

직화학염색상 synaptophysin (1:20, Dako, Glostrup, Den-

Fig. 1. The magnetic resonance imaging T1-weighted image
reveals a well marginated high signal intensity mass in the intradu-
ral and extramedullary area of T12 and L1 spine.

Fig. 2. The tumor cells show mild nuclear atypia and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 The dilated sinusoid-like blood vessels
are also noted. 

Fig. 3. The reticulin stain reveals a nestlike pattern of reticulin
fibers separating tumor cells.

Fig. 4. The tumor cells show strong cytoplasmic and membranous
reactivity for synaptophy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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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neuron specific enolase (NSE) (1:50, Zymed, San

Francisco, U.S.A.), vimentin (1:50, Zymed, San Francisco,

U.S.A.)에 양성이고(Fig. 4), cytokeratin (1:50, Zymed, San

Francisco, U.S.A.), epithelial membrane antigen (1:20,

Signet, Dedham, U.S.A.),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1:100, Dako, Glostrup, Denmark), chromogranin

(1:25, Signet, Dedham, U.S.A.)에는 음성이었다. S-100 단백

(1:50, Neomarker, San Francisco, U.S.A.)에는 일부 세포가

염색되었으며, MIB-1 (1:50, Zymed, San Francisco, U.S.A.)

염색상 증식 지수는 낮았다. 전자현미경 검사 역시 시행하 으

나 파라핀 절편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시행하여 미세 구조물들

을 자세히 관찰하기 어려워 분명한 신경분비과립은 관찰할 수

없었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질 내에 다수 관찰되었다.

수술 후 환아는 요배부와 우측 하지의 동통을 호소하지 않았

으며, 오른쪽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증상 역시 호전되었다. 환아

는 현재 외래를 통해 5개월째 추적 관찰하고 있다.

고 찰

두개척수축에서 발생하는 부신경절종은 부분 경막 내에 위

치하고 마미와 종사에서 주로 발생하며 일부만이 척수신경근에

서 발생한다. 부신경절종은 혈관이 풍부하고 경계가 분명하며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종양으로 보통 주위의 척수신경근과

부착되어 있으나 분리하기는 용이하다. 종양은 중등도의 세포충

실성을 가지며 분명하게 경계 지어지는 비슷한 형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포들은 엽이나 소(nest) 형태로 배열

하고 있거나 리본 형태로 배열한다. 때때로 가성유두가 관찰되

기도 한다. 세포들의 군집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배열되어

있으며, 레티쿨린이나 아교질 염색에서 동모양 혈관들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HE 염색상 특징적인 소형태의 배열을

보이지 않았지만 레티쿨린 염색에서 소형태 배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주세포(sustentacular cell)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자주 관찰되며 납작하고 거의 단일층의 형태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세포들은 S-100 단백 면역염색에서 관찰이 용이하

다. 종양 세포의 핵은 섬세한 점상의 염색질과 작은 핵소체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신경내분비 종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핵

의 다형성(내분비 이형성)은 미약하고 유사분열을 관찰할 수 있

다. 부신경절종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 막은 때때로 석회화가

되기도 한다. 본 증례에서는 경한 핵의 이형성을 보이는 둥근

또는 난원형의 핵과 풍부한 호산성의 세포질을 기진 세포들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 세포들의 세포질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주세포의 세포질에 비해 더욱 진한 호산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

러한 호산성 양상을 보이는 예는 매우 드물며, 1997년 Moran

등6이 보고한 30예에서도 2예만이 호산성 과립세포성 양상을 보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NSE에 해 양성 반응을 나타내며

synaptophysin, chromogranin에서도 양성을 나타낸다. 지주세

포는 S-100 단백에 양성이며 GFAP에도 양성을 보인다. 종사

에서 발생한 종양에서는 혈관 주위나 피막 밑으로 성상세포들을

찾을 수 있고, 이들 세포 또한 GFAP에 양성이다. 부신경절종

은 내분비적 증상과는 연관성이 없으나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전

달물질인 성장억제호르몬, 세로토닌, 메텐케파린 등이 면역조직

화학염색에서 증명되었다.6,7 본 증례에서는 NSE와 synapto-

physin에는 양성이었으나 chromogranin은 음성을 보 으며, S-

100 단백 염색에서 양성인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GFAP 염색에 반응하는 세포는 관찰할 수 없었다.

전자현미경검사에서 종양 세포 내에 다양한 함량의 신경분비

과립과 불완전 결정 봉입체(paracrystalline inclusion)를 가진

커다란 미토콘드리아, 호르몬을 만드는 소기관 등을 관찰할 수

있고, 잘 발달된 골지체와 거친 내형질세망도 관찰할 수 있다.7

핵 주위 중간세사의 원생분지(whorl) 역시 관찰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본 증례에서는 파라핀 블록을 사용하여 검체의 상태

가 좋지 않아서 뚜렷한 신경분비과립을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는 관찰되었다.

척수의 부신경절종의 예후와 치료에 해서는 아직 보고된 예

가 많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종양은 비교적 경계가 좋고 천

천히 자라는 양상을 보이므로 국소 절제술로 완전 절제하는 것

이 지금까지 알려진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종양의 약

1%에서는 국소적으로 침윤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고 뇌척수액

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어서 주의해서 추적 관찰해야 한다. 문

헌 보고에 의하면 척수의 부신경절종 절제 후 36개월의 추적 관

찰 중 1예에서 골 전이가 보고되어 있다.6 본 증례는 6개월간의

추적 기간 중 재발의 소견은 없으나, 이 종양의 예후에 관하여

서는 좀 더 오랜 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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