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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ingeal Hemangiopericytoma in a Newborn
- A Case Report -

Dong Sug Kim, Seong Ho Kim1, Woo Mok Byun2 and Jeong Ok Hah3

Departments of Pathology, 1Neurosurgery, 2Diagnostic Radiology, and 3Pediatrics,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Several, but not many, cases of congenital meningeal hemangiopericytoma have been
described to date. Herein, a case of meningeal hemangiopericytoma in a newborn is
described. The patient was a 2-week-old boy with expanded fontanelles and frequent vomit-
ing. A 5 cm sized mass was found in the left temporo-parietal lobe, which was well circum-
scribed and lobulated. Histologically the tumor was compatible with anaplastic (malignant)
hemangiopericytoma, which showed pleomorphic nuclei, frequent mitotic figures and exten-
sive hemorrhagic necrosis. The tumor cells were immunoreactive for vimentin, but negative
for CD34, desmin and S-100 protein. Differential diagnosis for meningeal hemangiopericy-
toma was discussed, and the fact that meningeal hemangiopericytoma might have occurred
congenitally wa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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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서 발생한 수막 혈관주위세포종

- 1예 보고 -

수막 혈관주위세포종은 혈관주위세포로의 분화를 보이는 종

양으로서 원발성 뇌 종양의 0.4%, 그리고 모든 수막 종양의

2.4-7.0%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 드문 종양이다.1 수막 혈관주

위세포종은 주로 남성에게서 발생하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40세

이다.1 일반적으로 유아 또는 신생아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뇌 종

양으로는 기형종, 별아교세포종, 속질모세포종, 맥락얼기종양,

뇌실막세포종 등이 알려져 있으나2-5 수막 혈관주위세포종이 선

천적으로 발생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선천성 뇌 종양’의 의미

는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나, 개 태어난 지 수개월 이내에 뇌

종양이 발견되면 선천성 뇌 종양으로 여긴다.2,5

저자들은 생후 2주된 남아의 두개강내 천막상부에서 발생한

혈관주위세포종을 경험하 기에, 수막 혈관주위세포종의 감별

진단에 해 알아보고 수막의 혈관주위세포종이 선천적으로 발

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생후 2주된 남아로 태어날 때 숫구멍이 팽 되어 있었

으며, 구토 증상이 있었고 이들 증상이 차츰 심해져 내원하 다.

가족력에서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진찰소견에서 양측 눈에 시

각신경 유두부종이 있었으며 왼쪽 이마에 1×2 cm 크기의 두피

종괴가 관찰되었다. 뇌 전산화단층촬 소견에서 왼쪽 측두두정

엽에 다엽성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이 종괴는 정상 뇌보다 고음

이었으며, 뇌척수액열이 선상의 저음 으로 관찰되었다(Fig.

1). 머리뼈절개술로 종괴를 적출하 다. 종괴는 수막에서 기원하

여 안으로는 뇌 조직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머리

뼈의 관상봉합을 뚫고 두피로 돌출되어 있었다. 종양은 쉽게 출

혈하는 경향이 있었고 침범한 경막을 절제한 뒤 거시적 전적출

술을 실시하 다.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는 실시하지 않았다.

외래를 통하여 추적 진료하던 중 수술한 뒤 3개월째 실시한

뇌 자기공명 상촬 소견에서 재발한 종괴가 관찰되어 재수술

을 실시하 다. 종괴를 제거한 뒤 종양 침윤이 의심되는 경막과

머리뼈를 광범위하게 절제하 다. 두 번째 수술한 뒤 7일째부터

cyclophosphamide, cisplatin, etoposide, vincristine과 ifos-

afamide, carboplatin, etoposide, vincristine을 교 로 하여 각

각 3주 간격으로 2회씩 항암화학치료를 하 다. 두 번째 수술한

지 3달째 재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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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수술에서 제거된 종괴는 크기가 5.0×4.5×4.5 cm

다. 육안으로 종괴는 경막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분엽성 또는 결

절성을 띠고 있었다. 종괴의 단면은 충실성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출혈성 괴사를 동반하고 있었다. 충실성 부분은 분홍색이었으며

생선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Fig. 2). 조직 소견에서 종양

세포는 미만성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세포 도가 높았으며 사

슴뿔 모양의 혈관이 잘 발달한 소견을 보 다(Fig. 3). 종양 세

포는 핵이 비정형성을 보 으며 세포질의 양은 증등도 고 세포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하 다. 유사분열 수는 10개의 고배율(×

400) 시야에 평균 48개 다(Fig. 4). 심한 출혈성 괴사가 관찰

Fig. 1. A huge multilobulated extra-axial mass is found in left tem-
poroparietal area on non-contrast computed tomography. The
mass shows a high density with mass effect. There is a cere-
brospinal fluid cleft in between the mass and brain parenchyma.

Fig. 2. The mass is well circumscribed and lobulated. On section
the mass shows solid and fish-flesh area and hemorrhagic
necrosis. Thick dura is attached to the mass (right upper).

Fig. 3. The mass shows diffuse proliferation of anaplastic tumor
cells with well developed antler-like capillaries.

Fig. 4. The tumor cells have pleomorphic nuclei and moderate
cytoplasm. Frequent mitotic figures ar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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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종양 세포 사이사이에 레티쿨린이 풍부하 다. 면역

조직화학 검사는 통상적인 avidin-biotin complex 방법을 이용

하 다. 면역조직화학 소견에서 종양 세포는 vimentin

(KlonV9, 1:35, DAKO, Denmark)에만 미만성으로 강하게 염

색되었고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 (KlonE29,

1:50, DAKO, Denmark), CD34 (QBEND, predilution,

Immunotech, France), S-100 protein (1:1300, DAKO,

Denmark), smooth muscle actin (1A4, 1:30, DAKO, Den-

mark), desmin (EPOS, predilution, DAKO, Denmark) 등에

는 음성이었다. MIB-1 (7B11, 1:50, Zymed, U.S.A.) 표지

지수는 28% 다. p53 (DO7, 1:200, Novocastra, England)은

음성(<10%)이었다. 전자현미경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재발

한 종괴는 부분적으로 두개골을 침습하고 있었으며 크기는 2.0

×1.5×1.5 cm 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첫 번째 수술에서 제

거된 종괴와 동일한 소견을 보 다. 재발한 종괴의 MIB-1 표지

지수는 39% 고 p53은 음성이었다.

고 찰

수막에서 발생하는 혈관주위세포종은‘혈관모세포성 수막종’

또는‘혈관주위세포성 수막종’등으로 불려져 신체의 다른 부위

에서 발생하는 혈관주위세포종과는 다른 종양으로 이해되어 왔

었다.6,7 그러나 수막의 혈관주위세포종도 면역조직화학 소견이

나 전자현미경 소견에서 혈관주위세포의 소견을 보이므로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는 혈관주위세포종과 동일한 종양임이 알려지게

되었다.8,9 중추신경계 외의 혈관주위세포종은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뉜다.10 혈관주위세포종에서 종양 세포

의 도가 높고 유사분열 수가 10개의 고배율 시야에 5개 이상

나타나며, 출혈과 괴사가 일어나면 악성 혈관주위세포종으로 진

단한다. Mena 등8은 수막 혈관주위세포종을 중추신경계 외의

혈관주위세포종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화형

과 역형성형으로 분류한 결과 이 둘 간의 평균 생존 기간은 각

각 144개월과 62개월로 큰 차이가 있었다. 본 예는 유사분열상

이 10개의 고배율 시야에 평균 48개로 높았고 핵의 다형성과 괴

사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Mena 등8의 기준을 따르면 역형

성혈관주위세포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추신경계의 혈관주위세

포종은 완전히 절제하여도 장기간 추적관찰 시 85-91%의 재발

률을 보이므로1,11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지 않는다. 수막 혈관주

위세포종의 행동 양상을 알기 위해 MIB-1 표지 지수를 측정한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에 의하면 MIB-1 표지 지수가 수막 혈

관주위세포종의 예후를 정확하게 반 하지 않는다고 한다.11

조직학적으로 혈관주위세포종과 유사한 소견을 보일 수 있는

중추신경계 종양은 역형성수막종, 고립섬유종양, 간엽연골육종,

평활근육종, 악성신경집종 등이다.12 이 가운데 감별하기 가장

어려운 종양은 역형성수막종과 고립섬유종양이다. 역형성수막종

에서는 혈관주위세포종에서 관찰되는 사슴뿔 모양의 혈관이 드

물 뿐만 아니라 면역조직화학 소견에서 EMA에 부분적이나마

양성 소견을 나타낸다. 전자현미경 소견에서도 세포막이 깍지

낀 모습을 하고 기저막 물질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쉽게

감별할 수 있다. 고립섬유종양은 혈관주위세포종과 조직병리 소

견으로나 면역조직화학 소견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종양이다.

고립섬유종양은 조직학적으로 흔히 혈관주위세포종에서 관찰되

는 사슴뿔과 유사한 모습의 혈관 구조를 보일 수 있으나 혈관주

위세포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슴뿔 모양의 혈관 형태는 관

찰되지 않는다.13 고립섬유종양은 면역조직화학적으로 혈관주위

세포종에 비해 CD34에 미만성으로 100% 양성을 나타낸다. 전

자현미경 소견에서는 섬유모세포의 소견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소견을 나타내는 예에서는 감별 진단이 쉬울 수도 있

으나 이 두 종양은 서로 중복되는 소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

로, 이 두 종양의 조직 발생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뒤따라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12,14 수막 이외의 부위에서 발생하는 고

립섬유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뉘는데14 수막에서

는 아직 악성고립섬유종양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만약 악성고

립섬유종양이 수막에서 발생한다면 혈관주위세포종과 감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12 그 외에 감별해야 할 질환인 평활근육

종은 면역조직화학 소견에서 desmin이나 smooth muscle actin

에 양성 반응을 보여 감별할 수 있으며, 악성신경집종은 S-100

단백에 양성 반응을 보이므로 감별할 수 있다.

수막 혈관주위세포종 환자의 평균 연령은 40세이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 혈관주위세포종이 역형성을 띠는

경우 좀 더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1,8 혈관주위

세포종이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예는 드물고, 특히 본 예와 같이

신생아에게서 발생한 예는 아주 희귀하다.2,6,15,16 문헌고찰상 본

예와 유사한 예는 Aouad 등16이 보고한 예로 생후 5일 된 남아

에게서 발생하 다. 조직학적으로는 역형성혈관주위세포종의 소

견을 보 으며, 면역조직화학적으로도 본 예와 유사하 다. 그

들은 외과적으로 절제만 하 으며 방사선치료나 화학요법은 실

시하지 않았고 5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재발 없이 생존해 있었다.

36개월 미만의 소아에게는 방사선치료를 하면 심각한 신경학

적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방사선치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36

개월 이전에 종양이 재발하면 항암화학치료를 할 수 있다.17 본

예의 경우는 첫 번째 수술에서는 항암화학치료나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첫 번째 수술한 뒤 3개월째 재발하 으므로 종양

을 완전히 절제한 뒤 항암화학치료를 하 다. 혈관주위세포종에

특이한 치료법은 없다. 일반적으로 악성 뇌종양이 ∙유아에게

서 발생한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 본 예도 예후가 나쁠 것

으로 생각하나, 아직 추적한 기간이 짧아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뇌 종양이 본 예와 같이 신생아에게서 발생하 을 경우, 이

종양이 선천성 종양인가에 한 의문이 생긴다. 선천성 뇌 종양

은 종양이 발견된 시점을 중심으로‘definitely (or cert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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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nital', ‘probably congenital', ‘possibly congenital'로 나

뉜다(Table 1). 선천성 뇌 종양의 정의는 문헌마다 조금씩 다

르나 태어난지 2달 이내에 뇌 종양이 발견되면 선천성 뇌 종양

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본 예의 경우

태어난 지 2주째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천문

이 팽 되어 있었고 구토 증상을 보 으므로 이 종양은 선천성

뇌 종양일 것으로 생각한다.

혈관주위세포종에는 소위‘유아혈관주위세포종(infantile

hemangiopericytoma)’이라는 종양이 있다. 유아혈관주위세포

종은 일반적인 혈관주위세포종과는 달리 유아의 피하조직에 발

생하며 재발하거나 전이하는 경우는 드물다.8,10,19 유아혈관주위

세포종은 조직학적으로 다엽성을 띠며 혈관 안이나 밖에 위성결

절을 잘 만들거나 다발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혈관주위세포종

이 유아에게서 발생하 다고 해서 모두 유아혈관주위세포종으로

진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예의 경우 신생아에게서 발생하

으나, 단독으로 발생하 고, 혈관 안이나 밖에 위성 결절을 만들

지 않았으며, 조직학적으로 분명히 역형성이었으므로, 유아혈관

주위세포종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

로 생각한다.

저자들은 생후 2주된 남아의 왼쪽 전두부에서 발생한 혈관주

위세포종을 경험하고 수막의 혈관주위세포종이 선천적으로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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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ely 
congenital

Probably 
congenital

Possibly 
congenital

Solitare etc2 at birth <1 week <1 month
Wakai etc2 at birth <1 week <2 months
Ellams etc18 <6 weeks <6 months <12 months

Table 1. Criteria for congenital brain tumor


